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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 강산 유람과 창작 

1)

 김 명 호 *

 

1. 머리말

2. 해 강 유람: 총석정에서 삼일포로

3. 내 강 유람: 장안사를 거쳐 선암까지

4. 일출의 장 에 한 묘사: ｢叢石亭觀日出｣

5. 신선의 실체에 한 탐사: ｢金神仙傳｣ 

6. 맺음말

1. 머리말

20  말에 연암 박지원은 강산 유람을 다녀왔다. 연암은 비록 강산 기행

문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叢石亭觀日出｣과 같은 그의 표 인 한시가 바로 

강산 유람 때 창작되었다. 放瓊閣外傳에 수록되어 있는 ｢金神仙傳｣ 역시 당시

의 체험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그뿐만 아니라 열하일기를 비롯하여 ｢髮僧菴

記｣와 ｢楓嶽 集序｣, ｢觀齋記｣ 등의 산문에서 두고두고 당시가 회상되고 있음을 

보면, 은 날의 강산 유람은 연암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강산 유람은 연암의 문학 창작에 큰 향을 미친 사건의 하나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연암 연구에서는 강산 유람에 해 별반 심

을 기울이지 않았다. ｢김신선 ｣ 등 개별 작품에 한 연구는 지 않게 이루어

졌으나, 이런 작품들을 창작의 계기가 된 강산 유람과 긴 하게 연계하여 논

하려는 시도는 지 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련 자료를 

*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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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발굴․구사하여 당시의 유람 과정을 구체 으로 복원한 다음, 이를 배경으

로 해서 강산 유람이 낳은 두 걸작, ｢총석정 일출｣과 ｢김신선 ｣을 집

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해 강 유람: 총석정에서 삼일포로

자고로 조선 사람이라면 그곳을 유람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해왔던 국내 

최고의 명산이 바로 강산이다. 란의 후유증에서 차 벗어나 경제가 살아나

던 17세기 후반부터 강산 유람 열풍이 일기 시작하여 국 각지에서 신분계층

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유람객들이 강산을 찾았다. 그리하여 양반사

부 문인 학자들의 강산 기행문과 기행시가 쏟아져 나왔고, 겸재 정선과 단

원 김홍도의 경우에 보듯이 강산을 소재로 한 그림들도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강산은 보통 내 강과 외 강, 그리고 해 강으로 나 어 말한다. 강산의 

최고 인 비로 에서 뻗어나온 주능선의 분수령인 안무재(內水岾)를 기 으로 

그 서쪽 내륙지역을 內山(내 강)이라 하고, 바다를 향한 그 동쪽 지역을 外山

(외 강)이라 한다. 해 강은 강원도 통천의 총석정에서 고성의 삼일포에 이르

는 동해안 일 의 명승지들을 말한다. 하지만 좁게는 삼일포 부근 해상에 있는 

명승지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金昌協의 ｢東遊記｣에서 보듯이 다수의 강산 

유람객들은 내 강에서 외 강을 거쳐 해 강으로 향하는 경로를 취했다. 그러

나 비교  드물기는 하지만 金昌業, 李豊翼 등과 같이 해 강에서 외 강을 거

쳐 내 강으로 향하는 경로를 택하는 수도 있었다.
1)1) 

연암은 스물아홉 살 되던 해인 1765년( 조 41, 을유) 가을에 강산 유람을 

다녀왔다.
2)

2)연암 아들 朴宗采가 부친의 생  언행을 기록한 過庭 에 의하면, 

1) 金昌業, 老稼齋集 권1, 詩 ｢叢石｣, ｢泛鶴浦｣, ｢登路驛｣, ｢向鉢淵｣, ｢摩阿衍｣, ｢普德窟｣, ｢船

庵｣; 李豊翼, 六玩 集 권5, 東遊記; 李豊翼(이충구․이성민 옮김), 2005 東遊帖, 
성균 출 부.

2) 放瓊閣外傳 ｢金神仙傳｣에는 癸未年 다음해 가을 즉 甲申年(1764, 28세) 가을로, 朴宗采

의 過庭  고본에도 “二十八歲”로 되어 있으나, 서울  규장각 소장본 過庭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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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벗 兪彦鎬와 申光蘊이
3)

3) 강산으로 향하면서 연암에게 함께 가기를 청했

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에 연암은 연로한 부친을 두고 멀리 여행할 수는 없어서 

사양하 다. 그랬더니 부친이 “ 는 왜 함께 가지 않느냐? 명산에는 인연이 있

어야 갈 수 있는 법이니, 나이 을 때 한 번 유람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여

행을 허락했으므로 마음을 바꾸었다. 하지만 가지고 갈 여비를 마련하지 못해 

낭패하게 생겼는데, 마침 벗 金履中이
4)

4)찾아왔다가 “이거면 유람할 수 있겠지?” 

하면서 나귀를 사려던 돈 100냥을 선뜻 보내주었다. 

당시 양반 사 부들은 평균 일인당 한 명의 종을 데리고 강산 여행을 떠났

다.
5)

5)연암은 데리고 갈 종이 없었으므로, 어린 여종을 시켜 동네 골목에서 “우

리 집 작은 서방님을 따라서 이불 짐과 책 상자를 짊어지고 강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라고 외치게 했다. 다행히 응모자가 여럿이었으므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었다. 새벽에 서둘러 출발하여 동 문을 나서 樓院

(서울시 도 구 도 동에 있던 마을)에 이르러 유언호와 신 온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기뻐했다. 연암이 동참함으로써 강산을 더불

어 유람하기에 정한 인원이 갖추어진 셈이었다.
6)6) 

과정록에는 언 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강산 유람에는 유언호의 둘째형인 

단국  淵民文庫 소장본 過庭 에는 ‘乙酉秋’로 고쳐져 있다. 연암의 ｢觀齋記｣나 兪彦鎬

의 ｢祭仲氏墓文｣, 金基長의 ｢病忱憶四仙亭詩序｣ 등 련 자료에도 모두 “乙酉”로 되어 있다. 

3) 申光蘊(1735~1785)은 참  申思建의 손자로, 그의 부친 申韶는 이윤 과 이인상을 심

으로 한 교유 집단의 일원이다. 신 온은 진사 제 후 보은 감․함흥 을 지냈다. 

그의 사  洪薳은 담헌 홍 용의 아들이다. 

4) 金履中(1736~1793)은 의정 金昌集의 증손이다. 그의 부친 金達行은 渼湖 金元行의 동

생으로, 김이 은 숙부 김원행의 총애 받는 제자가 되고, 연암이 종유한 선배 이민보의 사

가 되었다. 연암과 함께 과거 공부를 한 우의정 金履素는 그의 사 형이고, 순조 때 안

동 김씨 세도의 심 인물인 金祖淳은 바로 그의 아들이다.

5) 정치 , 2003 ｢‘ 강산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  사 부들의 여행 행｣ 문화역사지리 
21, 28면.

6) 朴宗采, 過庭  권1; 박종채(김윤조 역주), 1997 역주 과정록, 태학사, 31-33면. 1737

년 강산을 유람한 洪百昌은 東遊紀實에서 동반은 많으면 좋지 않다고 하면서, 2~3인

이 가장 좋으며 이보다 많으면 폐단이 생긴다고 했다. 즉 서로 뜻이 맞지 않거나 체력이나 

건강의 차이로 인해 의론이 분열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遊山譜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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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彦䥧(1722~1776)도 동행했음이 분명하다. 후일 유언선의 묘에 바친 제문에서 

유언호는 “옛날 을유년(1765)에 형님과 함께 바다와 산을 유람했을 때 한양의 

두 나그네가 따라갔던 일이 기억납니다”라고 회상했다.
7)

7)여기서 말한 ‘한양의 

두 나그네’란 곧 신 온과 연암을 가리킨다. 1765년 당시 유언호는 시강원 司書

로서 사직 상소를 올리고 향리인 경기도 안성에 내려와 있었으며, 그의 둘째형 

유언선은 1764년부터 강원도 金城의 령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8)8) 

유언호는 평소 강산 유람을 간 히 바라고 있었다. 그의 벗 朴宗植과 洪相

纘이 강산 유람을 떠날 때 지어  에서, “ 강산을 한 번 볼 수만 있다면 

東國에서 헛살은 인생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을로 아름다운 경치를 할 

때마다 이 마음은 늘 강산 일만이천  사이에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부모님

이 계시고 한창 과거 공부 하느라 서른 살이 넘도록 가보지 못했노라고 안타까

워했다.
9)

9)그러던 차 그의 형 유언선이 때마침 강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강원도 성 의 사 가 된 기회에 형제가 함께 강산을 유람할 계획을 세웠던 

모양이다.
10)10) 

강산 유람을 앞둔 신 온에게 그의 벗 李賢穆은 송별시와 序를 지어 주었

다. 송서에서 이 목은 “元發(신 온의 자)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루는 

말 한 필과 종 한 명으로 표연히 동으로 가기에 가는 곳을 물었더니 강산이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본래 원발을 잘 알거늘, 원발이 떠나는 이유를 어  

 7) 兪彦鎬, 燕石 9 ｢祭仲氏墓文｣ “記昔乙酉, 同爲溟嶽之遊也, 洛中二客從之.” 

 8) 승정원일기 조 41년 5월 5일 “又以侍講院 啓曰: ( 략) 司書兪彦鎬受由在外”; 5월 

13일 “司書兪彦鎬疏曰: (후략)”; 6월 30일 “朴師海, 以弘文館 啓曰: ‘新除授修撰兪彦鎬, 

時在京畿安城地’”; 승정원일기 조 39년 12월 20일 유언선 성 령 제수; 兪漢雋, 
自著續集 2, ｢族父縣令公墓表｣ “爲金城四年, 監司爭, 棄歸.” 

 9) 兪彦鎬, 燕石 1, ｢ 朴仲固․洪述祖(相纘)遊楓嶽序｣ “倘得一寓目, 則庶可免虛生乎東國. 

每當春秋美景, 此心長在萬二千峯之間矣.” 

10) 김창흡이 1710년과 1711년 강산 유람에 나선 것도 그의 문인 槎川 李秉淵이 1710년 강

원도 김화(金化) 감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金昌翕, 三淵集 권9, 詩 ｢

李一源 出宰花江 仍申楓岳之約｣).  도암 이재의 문인 吳瑗(1700~1740)은 ｢金城 記｣

(月谷集 권9)에서, 성 은 산골짜기에 있는 고을로 강산에서 겨우 120리 거리에 

있는데, 그의 부친이 사 로 재임할 에 궂은 날씨나 國喪으로 인해 번번이 강산 유람

을 할 수 없었던 것을 한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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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는가”라고 하면서, 강산이 천하의 뭇 산들과 다른 까닭을 보고 와서 말

해 달라고 당부했다.11)11) 

뒤늦게 연암이 강산 유람에 나서자 그의 인척이자 벗인 魚用賓이 송별시를 

지어 주었다. 그 시에서 어용빈은 “白門(서소문)에 高士 있나니, 연히 먼 곳을 

그리워했지”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그 의 출 함을 아는 이 없으니, 城 에서 

답답하게 지낼 뿐 무얼 할 수 있으리. 게다가 가슴 속은 도치는 바다처럼 드

넓으니, 일만이천 과 할 만하리”라고 노래했다.
12)

12)한양의 서소문에 사는 고

결하고 출 한 선비인 연암이 당세에 포부를 펴지 못하는 답답함을 강산에 가

서 풀고 오기를 바란 것이다. 

강원도 성에 당도한 연암과 유언호․신 온은 령 유언선을 따라 강산 

유람에 나섰다.13)13)과정록에서는 “내산과 외산의 명승지들을 두루 답사했다”고 

했으나, 연암 일행이 어떤 경로로 강산을 유람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런데 ｢김

신선 ｣에서 “그 이듬해 가을에 나는 동으로 바닷가를 여행하다가 녁나  斷

髮嶺에 올라서 강산을 멀리 바라보았다”고 했다.14)14)이처럼 단발령에 오르기에 

앞서 동해안을 여행했다고 한 것은 연암 일행이 해 강을 먼  유람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해 강에서-아마도 외 강을 거쳐-내 강으로 향했을 공산이 크다. 

그 다면 이들은 강원도 성에서 단발령을 넘어 내 강의 장안사로 향하지 않

고, 성에서 북행하여 淮陽을 거쳐 通川으로 먼  향했을 것이다. 통천에는 유

명한 총석정이 있었다.

11) 李顯穆, 笑庵遺稿 乾, 詩 ｢ 申元發遊金剛｣; 坤, ｢ 申元發遊金剛序｣ “元發樂山人. 一

日一馬一僮, 飄然而東. 問其所之, 則金剛山也. ( 략) 余固知元發矣, 豈不知元發所以去

乎?” 이 목은 본 이 韓山이고, 자는 純夫, 호는 笑庵이다. 經術에 념한 주자학자로, 

불우하게 지내다가 병사하 다. 

12) 魚用賓, 弄丸 集 권2, ｢秋風 朴美仲(趾源)入金剛｣ “白門有高士, 超然起遐情. ( 략) 

此世無人識子奇, 城 鬱鬱何所爲. 況復胸中波瀾闊, 可 萬二千峯敵.” 魚用賓(1737~1781)

은 杞園 魚有鳳의 장손이자 연암의 고모부인 魚用霖의 동생이다. 진사 제 후 참 , 

 등을 지냈다. 개화  정치가 魚允中은 그의 玄孫이다.

13) 후일 연암이 유언선의 墓表를 지었던 데에는 강산 유람을 계기로 그와 친해진 인연

이 작용했을 듯하다. 연암이 지은 ｢兪侯彦䥧墓表｣는 단국  연민문고 소장 필사본인 燕
岩散稿 2에 제목만 하고 있다.  

14) 朴宗采, 過庭  권1, “遍踏表裏諸勝”; 朴趾源(朴榮喆 편), 1932 燕巖集 권8, ｢金神仙

傳｣ “明年秋, 余東遊海上, 夕日登斷髮嶺, 望見金剛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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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석정은 이른바 ‘ 동팔경’에 속하며, 그곳에서 바라본 일출은 강산 유람에

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장 의 하나이다. 고려시 부터 安軸․李穀․金克己 등 

명한 시인들이 총석정을 노래한 한시를 남겼고, 강산 유람 열풍이 일어난 

17세 후반 이후에도 金昌業을 비롯한 수많은 문인 학자들이 총석정을 노래했다. 

그 에서 특히 김창 의 문인 李夏坤이 1714년 강산 유람 당시 지은 ｢叢石亭

歌｣는 30구에 달하는 府體 장편 고시로서 걸작이라 할 만하다.
15)

15)연암도 총석

정에서 동해의 일출을 구경하고 모두 70구나 되는 장편 칠언고시 ｢총석정 일

출｣을 지었다. 

연암 일행은 통천의 총석정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명승지인 甕遷과 石

門을 거쳐 三日浦에 도착했다. 동팔경  으뜸이라는 삼일포는 ‘三日湖’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호수이다. 호수 앙의 바 섬(일명 松島)에는 사선정이라는 

붉은 단청을 입힌 정자가 있었다. 신라 때 永郞 등 4명의 國仙(화랑)이 놀러왔

다가 경치에 을 잃고 3일이나 머물 다고 해서 ‘삼일포’와 ‘사선정’이라는 이름

이 지어졌다고 한다.

사선정에서 연암 일행은 돌아가며 聯句를 지었다. 이 시는 일본 東洋文庫 소

장 연암집에만 ｢四仙亭聯句｣라는 제목으로 추가되어 있다.
16)

16)연장자순으로 시

를 지었던 듯한데 먼  성 령 유언선의 시구는 이러하다.

푸른 이끼가 벽에 새긴 붉은 자를 죄다 침식하니       蒼苔蝕盡丹崖銘   

고상한 유람을 은 나이에 하지 못한 게 한스럽네         恨不淸遊及 齡

첫구는 사선정 부근의 丹書巖을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단서암은 호수 서남쪽

의 작은 바 섬이다. 그곳에는 신라의 국선 랑 등이 이름을 써서 새긴 것이라

고 해지는 여섯 자의 붉은 한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유언선은 당시 마흔

네 살의 년으로 일행  최연장자 기에 강산 유람을 일 감치 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한 것이다.  

15) 李夏坤, 頭陀草 제5책, 詩 東遊  ｢叢石歌｣. 

16) 일본 동양문고 소장, 연암집 권11, ｢映帶亭雜詠｣의 마지막 장에 붙은 쪽지에 ｢사선정 

연구｣라는 제목과 함께  있다. 



박지원의 금강산 유람과 창작·57

삼일 동안 우연히 삼일포에 놀러와서                      三日偶來三日浦 

네 신선이 함께 사선정에 올랐네                          四仙同上四仙亭 

이는 유언호가 이어서 지은 시구이다. ‘네 신선’은 곧 유언선․유언호 형제와 

신 온과 연암을 가리킨다. 신라 때의 국선들처럼 네 사람이 작반하여 삼일 동

안 삼일포에 머물면서 사선정을 유람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

산을 벗어나서 수천 개 흰 바 들과 작별하자마자          出山纔別千巖白      

바다에 닿기도 에 거울 같은 푸른 빛 먼  드러났네      未海先開一鑑靑  

이는 신 온이 이어서 지은 것이다. 삼일포가 외 강에서 해 강으로 가는 유

람 길의 입에 자리잡고 있음을 노래했다. 끝으로 연암은 이 게 시구를 지었다.

동쪽 고을 기녀들은 칼춤에 능해                          東郡女兒能劍舞      

석양에 배 타고 푸른 옷소매 나부끼네                     翠裾飄拂夕陽舲 

여기서 ‘동쪽 고을’은 삼일포가 속한 고성군을 가리킨다. 해 강을 유람할 

에는 고성군의 妓 을 령하는 것이 례 다. 유람객들은 가무에 능한 기생들

을 함께 태우고 뱃놀이를 즐기곤 했다.
17)

17)당시 연암 일행은 고성 고을 기생들의 

검무를 구경했던 모양이다.

이와 같이 ｢사선정 연구｣는 사선정 유람의 즐거움을 즉흥 으로 노래한 시이

다. 짝수 구마다 평성 靑韻에 속하는 한자를 압운하고, 首句에도 압운하 다. 사

선정에는 尹斗壽․崔岦 등 앞서 다녀간 사람들이 읊은 한시들이 새겨져 걸려 있

17) 尹拯의 明齋遺稿 제40권, ｢高城郡守金公墓碣銘｣에 “在東郡時, 有蓬萊曲, 以見意”라고 

하여, 고인 金盛達이 ‘東郡’ 즉 고성군의 사 로 재직할 때 ｢ 래곡｣을 지었다고 했다. 연

암과 같은 해에 강산을 재차 유람한 安錫 도 삼일포 유람시 歌妓들을 동반했으며, 

녁에는 어린 기생의 칼춤을 감상했다고 한다[安錫 , 霅橋集 ｢東遊記｣(1986 아세아문

화사 인본 中, 451면) 十月丁卯(25일)]. 1767년 강원 감사로서 강산을 유람한 金龜

柱의 可庵遺稿 제17권, ｢東遊記｣에도 해 강 유람에는 고성군의 기악을 령하는 것이 

례여서 歌妓들을 從船에 태우고 ｢송강별곡｣(｢ 동별곡｣)과 ｢ 夫詞｣를 부르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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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과정록에 의하면, 연암 일행도 ｢사선정 연구｣를 에 새겨 사선정에 

걸어두었다고 한다.
18)18) 

한 그들은 사선정에서 우연히 金基長을 만났다. 1765년 가을에 김기장도 

강산을 유람하고 기행시를 지었다. 당시 그는 내 강에서 외 강을 거쳐 삼일포

에 도착했다가 연암 일행과 마주친 것이었다. 김기장은 사선정에서 이들을 만났

던 때를 이 게 회고했다.

지난 을유년 가을에 나는 래산( 강산)에 들어갔다가 삼일호로 발길을 돌렸다. 

마침 兪士京(유언호)과 申元發(신 온)과 朴美仲(박지원)을 사선정에서 마주쳤다. 

그들과 삼일 동안 유람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이는 네 국선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때 

들은 송도 머로 노를 었고 기생들은 송강의 ｢ 동별곡｣을 노래했다. 서른여섯 

산 우리들이 거울 같은 호수 속의 하늘에 은은히 비치고 있었다. 정신이 맑고 깨끗

해지면서 네 국선을 거의 만날 것 같았다. 

드디어 함께 단서암을 찾아가 埋香碑에 추도하 다. 그 빼어난 경치는 고 에 둘

도 없었다. 술이 반쯤 취하자, 미 (연암)이 나에게 “이번 유람으로는 아직도 미진하

니 꾀꼬리 울고 꽃 필 때를 기다려, 함께 시 지을 벗과 가객을 데리고 표연히 다시 

온다면 좋지 않겠소?” 하기에 나는 “그럽시다”라고 했다. 당시에 세속을 벗어나 마

음껏 노닐던 일이 어제처럼 회상된다. (후략)19)19)

18) 김종철 교수 소장 絅 東遊詩帖(假題)에도 연암 일행의 聯句에 차운한 ｢四仙亭 次板

上聯句｣에 原詩가 인용되어 있다. 단 유언호의 연구 첫행이 “三日又登三日浦”로 조  다

르게 되어 있다.  尹斗壽(호 梧陰)의 시에 차운한 ｢四仙亭 次梧陰板上韻｣도 수록되어 

있다. 이 시첩은 1865년 絅  徐應淳이 尹致聃(윤두수의 후손) 등과 함께 강산과 설악

산을 유람하며 지은 시들을 필사한 것이다. 귀 한 자료를 보여 주신 김종철 교수님의 

후의에 감사드린다. 

19) 金基長, 在山集 권9, ｢病枕 四仙亭詩序｣ “往在乙酉秋, 予入蓬萊, 路轉三日湖. 逢兪士

京․申元發․朴美仲於四仙亭, 約爲三日遊, 倣四仙也. 時僧棹松表, 妓歌關東, 三十六峯隱

映於鏡中之天. 心神漠虛, 幾遇四仙. 遂 訪丹書, 弔香碑. 其絶景勝賞, 曠今古也. 酒半, 味仲

予曰: ‘玆游猶有未了, 待鶯花時, 携詩伴 歌 , 飄然重到, 不亦可乎?’ 予曰: ‘諾.’ 當時之

汗漫風流, 回首如昨, (후략)” 埋香碑는 고려 때 부처에게 공양할 좋은 향을 만들기 해 

삼일포 호숫가에 향나무들을 묻었던 일을 기념해서 세웠다는 비로, 단서암의 上에 있

었다. 김기장(1741~1786)은 효종 때 의정을 지낸 김육과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청성

부원군 김석주의 직계 후손이다. 생원 제 후 벼슬은 형조 좌랑에 그쳤다. 그는 鳳麓 金

履坤에게 배워 한시를 잘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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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강 유람: 장안사를 거쳐 선암까지

해 강 유람을 마친 연암 일행은 아마도 외 강을 거쳐 내 강으로 향했을 것

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재 남아 있는 기록 에는 외 강 유람과 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앞서 인용한 ｢김신선 ｣에서 연암은 동해안을 여행

한 뒤 단발령에서 강산을 바라보았다고만 말하면서 “그 우리가 만 이천 개

나 된다고 하는데 흰빛을 띠고 있었다”고 했다.
20)20) 

단발령은 내 강으로 들어가는 문호로서 그곳에 오르면 강산 체를 한 에 

볼 수 있었다. 熱河日記 ｢渡江 ｣ 1780년 음력 6월 27일 기사에서 연암은 

국 遼寧省의 4  명산에 속하는 鳳凰山을 바라보다가, 신 온과 함께 단발령에 

올라 강산을 바라보았던 옛일을 회상하면서 강산에 해 품평을 했다. 즉 

황산도 명산이기는 하지만 왕기가 서려있는 한양의 명산들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양의 도 산과 삼각산은 강산보다도 낫다고 했다. “ 강산은 

신선이 산다는 곳으로 소  일만이천 은 모두 기이하고 험 하며 웅장하고 심

하여, 야수가 먹이를 사로잡고 새가 날아오르는 듯, 신선이 하늘로 오르고 부

처가 가부좌하고 앉은 듯하나, 음삼하고 요원하여 마치 귀신 소굴에 들어간 듯

하다”고 하면서, “하늘을 를 듯한 수려한 산색과 출세한 인물 같은 윤기 있는 

자태가 없어 강산을 향해 한 번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 다.
21)21) 

일 이 김창  형제와 그 문인들은 국내의 명승지를 비교하면서 우열과 특징

을 논하는 ‘산수 품평’을 즐겨 남겼다. 산수를 서화나 문장과 같은 술  감상

과 비평의 상으로 여긴 것이다. 그들은 나아가 국에 유람가서 그곳의 산수

에 해서도 품평하고 국내의 산수와 비교하고 싶어 했다.
22)

22)이러한 통을 이

어받아 연암은 국의 황산을 도 산․삼각산과 비교하던 김에 강산에 해

20) 朴趾源(朴榮喆  편), 1932 燕巖集 권8, ｢金神仙傳｣ “其峯萬二千云. 其色白.” 

21) 의 책, 권11, 熱河日記 ｢渡江 ｣ “金剛卽其洞府所 萬二千峯, 非不奇峻雄深, 獸挐禽

翔, 仙騰佛跌, 而陰森渺冥, 如入鬼窟. 余甞 申元發登斷髮嶺, 望見金剛山, 時方秋天深碧, 

夕陽斜映, 無干霄秀色, 出身潤態, 未甞不爲金剛一歎.”

22) 고연희, 2001 조선후기 산수기행 술 연구, 일지사, 138-156면. 이러한 산수 품평은 王

思任, 袁宏道 등 晩明 品 작가들의 遊記의 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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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와 같은 품평을 가한 것이다. 

연암 일행은 단발령에서 장안사의 들이 어깨에 멘 가마를 타고 내 강으로 

들어갔다. ｢김신선 ｣에서 연암은 당시를 이 게 추억하고 있다. 

산에 들어가 보니 단풍나무가 많아서 한창 타오르는 듯이 붉었다. 싸리나무, 가시

나무, 녹나무, 豫章나무는 다 서리를 맞아 노랗고, 삼나무와 노송나무는 더욱 푸르러 

보 으며, 사철나무가 특히나 많았다. 산 의 온갖 기이한 나무들은 다 잎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 있어, 사방을 둘러보고 단풍을 즐겼다. 나를 가마에 태워 메고 가는 

들에게 물었다. 

“이 산 에 도술을 터득하여 함께 교유할 만한 이 있느냐?” 

“없습니다. 듣자오니 船菴에 辟穀(오곡을 먹지 않는 도교의 수련법)을 하는 사람

이 있다는데, 구는 말하기를 남 선비라고 합디다. 그러나 사실인지 알 수는 없습

니다. 선암은 길이 험하여 도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23)23) 

장안사에 당도한 연암은 밤에 다시 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으나 그들의 

답도 마찬가지 다. 그들은 덧붙여 말하기를, 벽곡하는 사람은 백 일을 채우면 

떠나는 법인데 지  거의 구십여 일쯤 되었다고 했다. 부터 신선에 해 심

이 많았던 연암은 그 사람이 바로 신선일 거라고 믿고 당장 찾아가고 싶었지만 

참고 그 다음날 함께 가기로 동행들과 약속했다.  

연암은 만 개의 폭포로 이루어졌다는 만폭동 골짜기를 찾아 나섰다. 만폭동의 

입구인 돌문(金剛門)을 지나면 金剛臺라는 거 한 바 의 벽에 조선 기의 명

필 楊士彦이 썼다는 8자의 큰 씨가 새겨져 있었다.  만폭동에는 ‘八潭’ 즉 

黑龍潭부터 시작해서 쪽으로 眞珠潭과 龜潭․船潭․火龍潭에 이르기까지 모두 

8개의 크고 깊은 못들이 있었다. 만폭동을 찾은 유람객들은 도처의 바 에다 다

투어 자신의 이름을 써서 새기는 것이 일  유행 풍조 다. 연암도 만폭동에다 

이름을 새겨 두었다.
24)

24)당시 그는 보통 유람객들과 달리 지극히 험 한 곳에다 

23) 朴趾源(朴榮喆 편), 1932 燕巖集 권8, ｢金神仙傳｣ “入山, 山多楓, 方丹赤. 杻梗柟豫章, 

皆霜黃. 杉檜益碧, 又多冬靑樹. 山中諸奇木, 皆葉黃紅. 顧而 之, 問轝僧: ‘山中有異僧, 得

道術可 遊乎?’ 曰: ‘無有. 聞船菴有辟糓 , 或 嶺南士人. 然不可知. 船菴道險, 無至 .’”

24) 후일 그의 처조카인 李正履가 만폭동을 찾았을 에 연암의 이름이 여 히 남아 있는 것

을 보았다고 한다(朴珪壽, 瓛齋集 권9, ｢ 尹士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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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이름을 새긴 ‘金弘淵’이란 자의 정체에 해 큰 궁 증을 품게 되었으며, 

이는 후일 ｢髮僧庵記｣를 창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암은 만폭동의 진주담 아래에 앉아 선암으로 함께 갈 동행들을 기다렸다. 

폭포수가 진주처럼 흩날린다는 진주담은 팔담  가장 규모가 큰 못이다. 거기

서 한참 동안 주 를 돌아보았으나 모두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다. 선암은 길

이 끊어지고 험 하여 도 히 혼자서 갈 수는 없었으므로, 신 연암은 靈源洞

과 白塔洞 사이를 오가며 애만 태웠다. 원동에서 백탑동에 이르는 긴 골짜기

는 내 강 남동쪽의 이른바 明鏡臺 구역에 속하는 명승지 다. 그 후로 오랫동

안 비가 내려 산 에 엿새 동안이나 묵어야 했다. 아마도 이 기간에 연암은 摩

訶衍과 白華菴 등에 유숙하면서 선승과 교유했던 것 같다. 

｢ 재기｣에서 연암은 “을유년 가을에 나는 팔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마하

연에 들어가서 俊 사를 방문하 다. 사는 손가락으로 坎中連을 하고서 으

로는 코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때  사는 坎卦 모양으로 엄

지와 지를 맞 고 코끝을 내려다보며 호흡 조 을 하면서 참선을 하고 있던 

이었다. 그런 가운데 동자승과  사가 주고받는 선문답을 들었다. 연암은 

“이때 턱을 고이고 에 앉아서 듣고 있다가, 진실로 망연자실하 다”고 한다.
25)

25)  

｢풍악당집서｣에서도 연암은 당시  사와의 만남을 회상하고 있다. 

에 벗 신원발(신 온)․유사경(유언호)과 어울려 백화암에서 함께 잔 이 

있었다. 그때 俊이란 이 깊은 밤에 홀로 앉아 있었다. 佛燈이 밝게 빛나고 禪榻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책상 에는 반야경과 법화경같은 불경들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에게 “네가 불경을 좀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사과하 다. 

 “네가 한시를 이해하고 지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사과하 다. 그

래서  묻기를, “이 산 에 더불어 교유할 만한 특이한 스님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 이튿날 진주담 아래에 앉아서 일행끼리 말하기를, “俊公은 얼굴이 몹시 해맑으

니, 만약 문자를 조 만 알았더라면, 시를 꼭 잘 짓지는 못하더라도 시를 는 두루

마리에 함께 을 정도는 되었을 것이요, 담론이 반드시 심오하지는 못하더라도 회

25) 朴趾源(朴榮喆 편), 1932 燕巖集 권7, ｢觀齋記｣ “歲乙酉秋, 余溯自八潭入摩訶衍, 訪緇

俊大師. 師指連坎中, 目視鼻端”; “余時支頤, 旁坐聽之, 固茫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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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풀기에는 충분했을 터이니, 어  우리의 풍류를 돋우어 주지 않았겠는가” 하면

서 서로 돌아보며 탄식하고 일어섰다.26)26)

연암은 강산 유람 길에 불경에 정통하고 한시도 잘 짓는 고승을 만나 교유

하고 싶은 심정이 간 했음을 알 수 있다. ｢풍악당집서｣에 의하면 그 무렵 내

강의 內圓通庵에서 楓嶽大師 普印(1701~1769)이 수행하고 있었고,  사는 

그와 시를 주고받는 친한 사이 다.27)27)그런데도  사는 지체 높은 양반 신

분의 유람객들 앞에서 짐짓 시치미를 뗀 것이었는데 이를 알아채지 못한 연암 

일행은 고승과의 결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암은 마하연과 백화암 등에서 스님들의 선문답을 경청하는 한편으로 학식 있

는 고승과의 교유를 갈망했다. 후일에 쓴 들이기는 하지만 ｢ 재기｣나 ｢풍악

당집서｣ 등을 보면, 강산 유람 당시 연암이 불교에 해서도 깊은 심과 상

당한 조 를 갖추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28)28)이와 함께 연암은 강산 유람 

에 신선술을 터득한 도인을 만나고 싶은 열망도 품고 있었다. 엿새 동안 내리

던 비가 그치자마자 벽곡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다는 선암을 향해 떠났다. 

만폭동 입구 강문을 지나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그  오른쪽이 만폭동 

들어가는 길이다. 왼쪽으로 갈라진 길을 따라 북쪽으로 긴 골짜기가 이어지는 

이른바 太上 구역의 북단에 선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 선암은 옛날 설에 부

처를 태운 배가 정박하여 암벽에 닻 을 묶었던 자취가 남아 있다고 해서 ‘繫船

菴’이라고도 불 다. ｢김신선 ｣의 마지막 목에서 연암은 마침내 선암에 당도

해서 본 경을 이 게 묘사하고 있다. 

26) 朴趾源(朴榮喆 편), 1932 燕巖集 권7, ｢楓嶽 集序｣ “甞 友人申元發․兪士京, 同宿白

華菴, 有緇俊 , 深夜獨坐, 佛燈炯然, 禪榻明凈, 几上有般若․法華諸經. 因問俊: ‘爾頗曉經

否?’, 謝不知. 又問: ‘爾能解作詩律否?’, 又謝不能. 又問: ‘山中有異僧可 遊乎?’ 曰: ‘無

有.’ 明日坐眞殊潭下, 相 : ‘俊公眉眼淸朗, 若能粗解文字, 詩不必工, 可 聯軸, 談不必

玄, 足以寫懷, 則豈不趣吾輩事耶?’ 因相顧嘆息而起.”

27) 참고로 安錫 , 霅橋集 ｢東行記｣(1761) 孟夏 乙酉조에 “自入此山, 所稱名釋 多, 而如

楓嶽普仁[普印]在靑蓮庵, 而所能, 能詩而已”라고 하 다.

28) 당시 다수 양반들은 강산 유람  승려들과 만나면 불교를 비 하 다. 강혜규, 2014 

농재 홍백창의 동유기실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88-1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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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은 彌峯 아래에 있었다. 內圓通 골짜기를 따라 이십 리 남짓 가면, 큰 바

가 깎은 듯이 천 길이나 높이 서 있어, 길이 끊어질 때마다 쇠 을 부여잡고 공 에 

매달려서 가야 했다. 선암에 당도하고 보니, 뜨락은 텅 비어 있고 새 한 마리 울지 

않았다. 평상 에 조그만 구리부처가 놓여 있고, 신발 두 짝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만 어처구니가 없어 이리 리 서성이며, 우두커니 서서 바라만 보다가, 마침

내 암벽 아래에다 이름을 써 놓고 탄식하며 떠나왔다. 그곳에는 늘 구름 기운이 감

돌고, 바람이 쓸쓸하게 불었다.29)29) 

당시 선암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 암자 던 모양이다. 결국 연암은 벽곡

하는 도인을 만나지 못했다. 신선이 되면 하늘로 날아 올라가면서 신발 두 짝만 

남긴다고 한다. 신라시 의 명한 문인 최치원에게도 이와 같은 신선 설이 

있다. 그는 벼슬을 버리고 가야산에 입산한 뒤 冠과 신발만 남기고 자취를 감추

었다고 했다. 연암은 간발 차이로 신선을 놓쳤는지도 모른다. 공교롭게도 연암과 

같은 해 가을에 강산을 유람한 霅橋 安錫 (1718~1774) 역시 그의 ｢동유기｣

에서 “선암은 텅비고 이 없었다. 남에서 온 어떤 나그네가 암자에서 살았는

데 백일 동안 火食을 하지 않다가 가을이 차츰 깊어지자 막 떠났다고 들었다”고 

하 다.
30)30)    

4. 일출의 장 에 한 묘사: ｢叢石亭觀日出｣

｢총석정 일출｣은 연암이 강산 유람 에 창작한 한시  가장 뛰어난 작

품이다. 총석정의 일출은 연암이 강산 유람에서 처음 마주친 장 이었기에 그

의 詩 을 크게 자극했던 듯하다. 열하일기 ｢일신수필｣ 1780년 음력 7월 20일 

기사에서 그는 발해만의 일출을 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진, 寧遠衛城 부

29) 朴趾源(朴榮喆 편), 1932 燕巖集 권8, ｢金神仙傳｣ “[( 략) 乃得至船菴], 在 彌峯下. 

從內圓通行二十餘里, 大石削立千仞, 路絶, 輒 鐵索, 懸空而行. 旣至, 庭空無禽鳥啼, 榻上

銅佛, 唯二屨在. 余悵然徘徊, 立而望之. 遂題名巖壁下, 歎息而去. 常有雲氣, 風瑟然.”

30) 安錫 , 霅橋集 ｢東遊記｣(1765) 九月 乙亥( 2일) “船菴空無僧. 聞有客自嶺南來棲菴, 

不火食百日, 秋稍深始去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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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해안의 靑墩臺를 지나면서, 에 총석정을 유람하던 때를 회상하며 이 게 

말했다.  

개 일출 구경에도 운수가 있는 법이다. 내가 에 동으로 바닷가를 여행하면서 

총석정에 올라 해를 보고, 옹천에서 해를 보고, 석문에서 해를 보았지만, 모두 뜻

로 되지 않았다. 늦게 도착해서 해가 이미 바다 로 떠버렸거나, 밤새도록 자지 않

고 일 감치 구경하는 장소에 이르 어도 끝내 운무로 캄캄하게 가려지거나 했다. 

무릇 해가 뜰 때 하늘에 한 의 구름도 없으면 구경을 잘 할 것 같지만, 이는 가장 

재미없는 경우이다. 단지 한 덩이의 시뻘건 구리 쟁반이 바다 속에서 나올 뿐이니 

무슨 구경거리가 있겠는가.   

해는 임 의 상징이다. 堯 임 을 찬미하기를, “바라보면 구름 같고, 다가가면 해

와 같았다(望之如雲, 就之如日)”고 했다. 그러므로 먼동이 트기 에 반드시 많은 구

름들이 몰려들어 정돈하는 것이, 마치 앞장서 인도하려는 듯, 후방에서 따르려는 듯, 

仗과 호 를 갖추려는 듯하고, 수천 수 와 수만 기마가 수행하며 옹 하고 온갖 

깃발들이 장사진을 이루어 천지진동하는 듯한 뒤라야 비로소 장 이 되는 법이다. 

(후략)31)31)

그러고 나서 자신이 지은 ｢총석정 일출｣ 시를 인용했다. 시의 첫 부분에서 

연암은 일행들이 일출하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바심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첫닭이 우는 꼭두새벽에 출발하고자 잔뜩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연암 일행의 조하고 성 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어서 연암은 일출 의 거칠고 어둡고 차가운 동해 바다를 웅장하게 묘사한

다. 숙소에서 십 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총석정에 이르니, 하늘과 맞닿은 바닷

물만 넘실 고 아직 해 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도는 언덕에 부딪쳐 벼락을 

치는 듯하고, 폭풍은 바다를 뒤집어엎고 산을 뿌리뽑을 듯하다. 도에 놀라 고

래와 鯤魚가 뭍으로 나오고, 바람 타고 大鵬이 날아오를 지경이다. 이러다가 

31) 朴趾源(朴榮喆 편), 1932 燕巖集 권12, 熱河日記 ｢馹迅隨筆｣ “盖觀日出, 亦有數存. 

余嘗東遊海上, 叢石亭觀日, 甕遷觀日, 石門觀日, 俱未得意. 或晩到, 日已離海, 或竟夜不寐, 

早至觀所, 竟爲雲霧晦翳. 大抵日出時, 天無一點雲氣, 則似若善觀, 而此 無味. 只是一團赤

銅盤出自海中來, 有何可觀? 日, 君象也. 其贊堯曰: ‘望之如雲, 就之如日.’ 故日之未暾, 必

有許多雲氣湊集外辦, 若 前 , 若 後殿, 若 衛, 如千乘萬騎, 陪扈衛擁, 羽毛斿旆, 龍

蛇震蕩, 然後始爲壯觀. (후략)” 史記 ｢五帝本紀｣에 “帝堯 放勳. 其仁如天, 其知如神, 

就之如日, 望之如雲”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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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새지 않는 것은 아닐까. 玄冥(겨울의 신)이 虞淵( 설 속의 해 지는 

곳)을 얼게 했거나, 三足烏(해 속에 산다는 새)의 발을 묶어놓은 걸까. 海若(바

다의 신)와 水妃(물 속에 사는 선녀)가 차가운 바닷물에 떨고 있는 듯하다. 참

다 못해 등불이라도 켜고 싶은데, 하늘에는 혜성이 사라지고 화성이 빛나며 

살스  부엉이만 울 뿐이다.

다음으로 연암은 일출 직 의 바다 풍경을 화려한 비유를 들어 섬세하게 묘사

한다. 일출 직 에 한 기 붉은 빛이 수평선에 생겨난 경을 ‘용의 발톱에 

 불그스  종기가 난 듯하다(誤觸龍爪毒可疼)’고 기발하게 비유했다.  그 빛

이 물결 로 번진 바다를 ‘얼룩무늬가 진 꿩의 가슴 같다(波上邃暈如雉膺)’고 

하고, 혼돈 상태에서 하늘과 바다가 갈라지자 ‘붉은 붓으로 일직선을 그은 듯하

다(以朱劃一爲二層)’고 하여, 매우 실하게 비유했다. 

뿐만 아니라 연암은 해가 바다 로 떠오르게 하려고 불을 맡은 신들이 애쓰

고 있으리라고 상상하며 익살스럽게 노래하기도 한다. 珊瑚와 扶桑(해 뜨는 곳

에 자란다는 나무)을 땔감 나무로 해서, 炎帝가 입으로 불어 고 祝融이 부채질

하는 바람에 새우의 수염이 불길에 그슬리고 굴이 껍질째 익어버릴 지경이다. 

그리고 구름과 안개들이 동쪽 하늘로 몰려들어 온갖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는 

가운데 하늘은 새 임 을 맞이하기 해 용상을 비워놓은 듯하다. 동쪽 하늘에 

뜬 승달과 샛별은 魯나라에 조회하러온 약소국 滕나라와 薛나라의 제후처럼 

서로 먼  해를 알 하겠다고 다투는 듯하다.  

시의 마무리 부분에서 연암은 학수고 하던 해가 마침내 떠오르는 장 을 감

격스럽게 노래하고 있다.

 

붉은 기운 차츰 묽어 오색으로 나뉘더니 赤氣漸淡方五色

먼 물결 머리부터 로 먼  맑아지네 遠處波頭先自澄

바다  온갖 괴물 어디론지 숨어 버리고  海上百怪皆遁藏

희화만이 홀로 남아 수  장차 타려 하네  獨留羲和 驂乘 

            

羲和는 고  국 신화에서 해를 태운 수 를 몬다는 신이다. 鄧林( 설 속의 

숲)의 가을 열매처럼 해가 붉어지니, 東公(해를 맡은 신)이 공처럼 차서 반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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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놓았다. 그러자 여섯 마리 용들이 우쭐거리며 해를 태운 수 를 끌고, 夸父

(해를 쫓아가다가 목이 말라 죽었다는 신화 속 인물)가 헐 벌떡 그 뒤를 따른다.  

갑자기 살 푸리듯 하늘가 어두워지더니  天際黯慘忽顰蹙

기운이 솟아난 듯 어 차 해 수  미네   努力推轂氣欲增

해는 바퀴처럼 둥 진 않고 독처럼 길쭉한데 圓未如輪長如瓮

뜰락 말락 하니 철썩철썩 부딪치는 소리 들리는 듯  出沒若聞聲砯砯

만인이 어제처럼 모두 바라보는데  萬物咸覩如昨日

가 두 손으로 받들어 단번에 올려 놓았나 有誰雙擎一躍騰

일출 직 에 잠시 하늘이 더 어두워지매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듯 하다가 마

침내 해가 둥실 솟았다. 자세히 찰하면 수평선 로 막 솟아나는 해는 둥 지 

않고 길쭉한 독처럼 보인다. 앞에서 인용한 열하일기 ｢일신수필｣ 의 기사에

서 말했듯이, 해는 임 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연암은 “성인이 나타나시니 만인이 

바라본다(聖人作而萬物覩)”고 한 주역의 말을 인용하여, 일출을 ‘성인’ 즉 덕과 

지혜가 뛰어난 통치자의 출 에 비겨 찬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암의 ｢총석정 일출｣은 종래 총석정을 노래한 수많은 한시들 

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편시이다. 무려 70구나 되는데, 一韻到底로 짝수 구마다 

平聲의 ‘蒸’운에 속하는 한자들로만 압운했다. ‘증’운은 연암이 시에서 구사한 

‘譍’, ‘鬙’, ‘ ’, ‘楞’, ‘ ’, ‘砯’처럼 잘 안 쓰이는 생소한 한자가 많아 압운하기 힘

든 險韻에 속한다. 그런데도 首句入韻으로 첫 구를 포함해 모두 36군데의 운자

를 여유있게 구사하는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한 ‘곤어’와 ‘ 붕’, ‘ 명’과 ‘우연’, ‘삼족오’, ‘해야’, ‘부상’, ‘염제’와 ‘축융’, ‘희

화’, ‘동공’, ‘등림’과 ‘과보’처럼 莊子, 列子, 淮南子, 山海經, 楚辭 등에 

나오는 고  국 신화 의 일출과 련된 고사들을 종횡무진으로 활용하고 있

다. 그뿐만 아니라 세심한 찰과 실한 비유가 한데 어우러져서, 일출을 앞두

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동해의 장 을 놀랍도록 사실 으로 형상화하는 데 성

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석정 일출｣은 연암이 시인으로서도 탁월한 재능을 

지녔음을 입증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과정록에 의하면, 서 洪象漢은 자제들의 거처에서 연암의 ｢총석정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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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요즘 세상에 이런 필력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시

는 공짜로 읽어선 안 되지” 하고는, 자신의 문객을 시켜 크고 작은 국 湖州産 

좋은 붓을 200자루나 보내어 정 하게 성의를 표했다고 한다.
32)

32) 의정 홍 한

의 사 형인 홍상한은 연암 장인 이보천과 동서지간으로, 1765년 조 서에 

임명되었다. 그의 아들 사형제  둘은 요 하고 장남 洪樂性과 차남 洪樂命은 

그 무렵 각각 참 과 참의 등 요직에 있었다. 홍상한은 이 두 아들  군가의 

방에서 연암의 시를 보았던 모양이다.
33)33) 

과정록에 소개된 이 일화는 강산 유람 이후 ｢총석정 일출｣ 시가 주 에 

알려지면서 찬사를 받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 이는 당시 왕실의 인척으로 

한창 권세를 리던 홍 한 집안으로부터 연암이 뛰어난 인재로서 주목받고 있

었음을 시사한다. 

｢총석정 일출｣은 세간에 리 되어, 1770년  후반에 尹光心이 동시  

명 문인들의 명문과 명시를 뽑아 편찬한 幷世集에도 수록되었다.
34)

34)단 여기

에는 시 제목이 ‘叢石觀日’로 되어 있으며, 연암집에 수록된 것보다 12구가 더 

있고 자 차이도 약간 있다.  유한 의 아들 兪晩柱가 남긴 방 한 일기인 欽
英에도 이 시가 소개되어 있다. 즉, 丁酉年(1777) 5월 22일자 일기에서 유만주

는 “道甫의 衆香城唱酬 1책을 보았다”고 한 뒤, ｢贈左 山人｣ 등 연암의 한시 

3편과 함께 이 시를 재하고 있다.
35)

35)시 제목이 역시 ‘叢石觀日’로 되어 있으며, 

연암집에 수록된 것보다 10구가 더 있고 자 차이가 일치하는 등 병세집과 

동소이하다. 책의 편자인 ‘도보’가 구의 字인지는 알 수 없으나,  향성창

수는 책 제목으로 보아 ‘ 향성’ 즉 강산에서 지은 명시들을 뽑은 책으로 짐

작된다.  

32) 朴宗采, 過庭  권1, “今世能有此筆力乎? 是不可空讀也.”

33) 李奎祥의 幷世才彦 에 홍낙명은 金履坤의 가까운 친구로, 을 잘한다고 소개되었다. 

홍낙명의 文은 尹光心 편, 幷世集, 文, 권2에 수록되어 있다.

34) 尹光心 편, 幷世集, 詩, 권1. 

35) 兪晩柱, 欽英(1997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본 1, 352-356면) “見道甫衆香

城唱酬一冊.” 단 시의 작가를  밝히지 않았다. 原詩를 轉寫하면서 2구를 락한 듯하

다. 제57, 58구인 “萬丈海深誰汲引, 始信天有階可陞”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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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암집을 편찬하기 해 연암의 한시들을 모아 필사한 燕岩集草稿補

遺九를 보면, 첫 장의 상단 여백에 “｢총석정 일출｣과 ｢澹園八詠｣은 열하일

기 에 있으니 등서할 것”이라고  있다.
36)

36)이로써 연암집에 별도로 수

록된 ｢총석정 일출｣은 열하일기 ｢일신수필｣에서 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병세집과 흠 에서 보듯이 연암은 처음에 ｢총석 일｣이란 제목으로 훨씬 

더 긴 시를 발표했으나, 나 에 일부를 축약하는 등 개작하여 열하일기에 실

었던 듯하다. ｢총석정 일출｣로 수정된 시 제목도 연암집 편찬시에 붙여진 

것으로 짐작된다.     

5. 신선의 실체에 한 탐사: ｢金神仙傳｣ 

연암의 ｢琴鶴洞別墅 集記｣에 의하면 그는 강산 유람에서 돌아온 직후에 한

양 서소문 밖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유언호 등을 해 뒤풀이 모임을 가졌다

고 한다.
37)

37)한편 연암과 신 온은 벗 李義肅에게,
38)

38) 강산 유람 갈 때 송별의 

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라도 그에 해당하는 을 지어달라고 독

했던 것 같다. 그에 호응해 이의숙은 편지 형식으로 아래와 같은 을 지어주

었다. 

( 략) 옛사람들은 일컫기를, 司馬遷의 문장은 천하의 명산과 大川을 유람하고 체

득한 것이라고 했소. 이 말이 생겨난 이래로 세간에서 문장을 애호하는 자들은 아름

다운 산수를 유람하면 즉시 붓을 들어 시상을 가다듬고 정신을 혹사하여 기이한 표

을 찾아내고는 ‘사마천도 에 이와같이 했었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요. 이래서 

36) 단국 학교 동양학연구원 편, 2012 연민문고 소장 연암박지원작품필사본총서, 문 원, 

권14, 燕岩集草稿補遺九, 179면 “叢石亭觀日出․澹園八詠, 在日記中謄出.”

37) 朴趾源(朴榮喆 편), 1932 燕巖集 권3, ｢琴鶴洞別墅 集記｣ “灌泉, 不佞漢陽白門 宅, 

而歸自楓嶽, 集於此.”

38) 李義肅( 명 商肅, 1733~1807)은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廣平君의 후손으로, 조부는 潛邸 

시  조의 사부 던 감 李顯益이다. 이의숙은 진사 제 후 개령 감 등을 지냈다. 

문장이 뛰어났는데, 특히 산수기를 잘 지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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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체득한 것이 천박한 겁니다. 하지만 명민하신 元發(신 온)과 활달하신 美仲

(연암)에게야 어  이런 일이 있겠소, 어  이런 일이 있겠소.

그 기는 하지만 산수를 감상한다는 것은 지극히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람들은 그

것을 지극히 쉽게 여기지요. 나는 그 에 의혹을 느낀 이 있소. 강산에서 온 사

람을 나는 많이 만나보았는데, 모두들 “산 우리가 빼어나고 암석이 희며, 못이 맑고 

폭포가 길더라”고 말합디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쉬운 것을 본 데에 불과하고, 지극

히 쉽지 않은 것은 아직 못 본 것이오. 한 모두들 “기괴하고 百變하며,  가을로 

달리 보이고, 아침 녁으로 자태가 다르더라”고 말합디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쉬운 

것을 본 데에 불과하고, 지극히 쉽지 않은 것은 아직 못 본 것이오.

나는 들었소. 산이 우뚝 솟아 있고 물이 끊임없이 흘러감은 모두 道體(도의 본질)

가 로 드러난 것이라고. 그러므로 군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에 담긴 이치를 통

해 산수를 감상하기에, 산수와 혼연일체가 되어 마음이 합치하지요. 마음으로 남달리 

체득한 것이 있어야 ‘樂山樂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을 보는 것에 비유하건

, 그 사람의 복식을 살펴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모발과 피부

를 살펴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면 안 되지오. 상을 잘 보는 자는 반드시 사람의 마

음을 살펴보고 그 마음이 아름다움을 알고 난 뒤에 ‘아름답다’고 말할 터이오.  산

우리며, 암석이며, 폭포며, 못이며, 특이하고 환상 인 볼거리라고 하는 것들은 바

로 복식이나 모발이나 피부 같은 것이지, 마음은 아니지요. 

그 기는 하지만 이는 들과 더불어 말하기 쉽지 않소. 하지만 두 분은 들

보다 월등하신데다, 함께 손잡고 같이 보았지요. 원발이 도달하지 못하면 미 이 인

도하고, 미 이 당도하지 못하면 원발이 일러주었을 테니, 이와같이 하면 지극히 쉽

지 않은 것에 해서도 체득하는 것이 도리어 지극히 쉬워지고, 좋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면 이득이 도리어 많아지지 않겠소. 내 비록 엉성한 문장으로 두 분의 요구

에 해 책임을 모면하려 하오만, 두 분은 이미 스스로 체득하셨을 터이니, 내 다시 

무엇을 말하리오.39)39)  

39) 李義肅, 頤齋集 권2, 書 ｢ 申元發(光蘊)朴美仲｣ “( 략) 古人稱司馬文章, 得於天下名

山大川. 自有此 以來, 世之好文詞 , 游佳山水, 輒抽筆吟思, 憯神抉奇, 自 司馬子長亦嘗

如是, 是以得之淺.然夫以元發之明悟, 美仲之通儻, 豈有是哉, 豈有是哉! 雖然, 觀山水, 至未

易焉, 而人觀之至易, 僕嘗惑之. 人之自金剛來 , 僕多見之矣. 莫不曰: ‘其峀秀, 其石皓, 其

潭淸, 其瀑長.’ 然此不過觀其至易, 未觀其至未易 . 莫不曰: ‘奇怪百變, 春秋異觀, 朝晡幻

態.’ 然此不過觀其至易, 未觀其至未易 也. 僕聞之也, 流峙動靜, 罔非道體之自然. 故君子之

觀山水, 弗以其形, 以其理. 融然自契, 有獨得于心 , 然後可 之 山水矣. 譬如相人, 相人

之服飾而曰: ‘美’耳, 未可也. 相人之毛髮體膚而曰: ‘美’耳, 未可也. 善相 , 必相其心而知其

美, 然後曰: ‘美’耳. 夫所 曰峀, 曰石, 曰瀑, 曰潭, 曰異觀幻態 , 迺服飾耳, 毛髮耳體膚耳, 

非心耳. 雖然, 此未易 衆人 也. 顧二足下超乎衆人之中, 携手而共觀, 元發之未達 , 美仲

之矣, 美仲之未至 , 元發告之矣, 則如是其於至未易 , 得之反至易, 得好人共之, 其益顧

不多 ? 僕雖欲以寂寥之文, 塞二足下所求. 二足下 固已自得之矣, 僕乃復何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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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이의숙은 성리학  문 에 입각해서 문장 공부보다 성리학에 치력하

라고 충고하는 편지를 연암에게 보낸 이 있다.
40)

40)그런데 의 편지에서도 그

는 문장에 한 지나친 애호심을 경계하면서 형 인 성리학  山水觀을 피력

했다. 산수는 審美的 상일 뿐만 아니라 ‘도체의 발 ’이므로, 산수가 구 하고 

있는 이치를 마음으로 체득해야만 物我一體가 되어 진정으로 산수를 감상한 것

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栗谷 李珥가 강산을 다녀온 洪仁祐의 關東 에 

부친 발문에서 산수의 흥취뿐 아니라 산수에 깃든 도체를 알아야 한다고 한 주

장과 상통하는 것이다.
41)

41)  이의숙은 세간에서 문장을 애호하는 자들이 사마천

의 선례를 빙자하여, 산수를 제 로 감상하는 일이 지극히 쉽지 않은데도 지극

히 쉽게 여긴다고 비 했다. 이는 金昌翕이 강산을 유람한 柳成運의 溟岳 
에 부친 발문에서 피력한 주장을 연상  한다. 그 에서 김창흡도 유람하기 좋

아하는 세간의 은이들은 사마천이 천하 유람에 앞서 십 년이나 학식을 쌓은 

 모른다고 하면서 이처럼 유람이란 말하기 쉬운 게 아닌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42)42) 

이와 같이 이의숙은 李珥와 김창흡 등 앞시  성리학자들의 산수 을 계승하

여 연암과 신 온에게 충고하는 을 지어 주었다.
43)

43)그런데 앞서 살펴본 연암

의 행 으로 미루어 보면, 성리학  산수 에 입각한 이의숙의 충고가 과연 얼

마나 받아들여졌을지 의심스럽다. 강산 유람 에 연암의 심은 고승들과 교

유하고 신선을 만나는 데 쏠려 있었다. 당시 그는 성리학에서 이단으로 배격하

는 불교와 도교에 한 심을 숨기지 않았다. 

방경각외 에 수록되어 있는 ｢김신선 ｣은 앞서 살펴본 ｢총석정 일출｣ 시

와 아울러 1765년 가을의 강산 유람이 낳은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신선에 

40) 李義肅, 頤齋集 권2, 書 ｢ 朴美仲｣.

41) 李珥, 栗谷全書 권13, ｢洪恥齋(仁祐)遊楓嶽 跋(丙子)｣.

42) 金昌翕, 三淵集拾遺 권23, ｢溟岳 後序｣. 이의숙의 편지는 세부 인 표 에서도 김창흡

의 과 유사하다. 

43) 그리고 그 자신도 수년 뒤인 1771년 강산을 유람하고, 내 강과 외 강의 명승지 서른

네 곳에 한 평을 모은 ｢金剛評｣과 총석정 등 해 강의 명승지 일곱 곳에 한 記를 모

은 ｢海記｣를 남겼다(李義肅, 頤齋集 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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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암의 심은 상당히 일 부터 싹텄다. ｢閔翁傳｣에서 보듯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10  말부터 그는 병을 다스리기 한 방편으로 집안 하인들이나 閔有

信과 같은 이야기꾼들을 통해 시 에 떠도는 소문들을 즐겨 들었는데, 그 과정

에서 신선으로 소문난 金弘基에 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다.  연암은 스무 

살 때 과거 공부 하던 한양 근교 奉元寺에서 이야기꾼 尹映을 만나 후일 ｢許生

傳｣의 소재가 되는 이야기 등을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당시 윤 은 食하고 

잠을 자지 않으며 ‘龍虎交’라는 引法 등 도교의 신선술을 수련하고 있었다.
44)

44) 

이러한 윤 과의 만남은 신선술에 한 심을 북돋아 주었을 것이다. 

20 에 들어서도 연암은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데다가, 신선술이 우

울증에 특효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더욱 그에 해 깊은 심을 기울이

게 되었다. ｢민옹 ｣에서 민유신은 신선이란 염세 인 사람에 불과하므로 ‘가난

뱅이야말로 신선이다’라고 풍자했으며, 역사교과서를 읽은 어린애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매일 먹는 밥이 진짜 불사약이라는 궤변으로 불로장생설을 조롱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민유신의 통렬한 비 을 한 이후에도 신선과 신선술에 

한 연암의 심은 식지 않았다.

｢김신선 ｣의 주인공인 김홍기는 당시의 실존 인물이었다. 그는 아내와 단 한 

번 동침하여 아들을 본 뒤로 평생 여색을 멀리했고, 수년 동안 벽곡하면서 面壁 

수련한 결과 축지법을 써서 하루에 수백 리 길을 나는 듯이 걸어 국내의 명산들

을 두루 유람했으며, 추 나 더 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이덕무 역시 耳
目口心書에서 ‘金洪器’라는 조  다른 이름으로 그에 해서 동소이한 정보를 

소개했다. 1766년에 어진 그 기록에 의하면, 김홍기는 당시 쉰 살 남짓으로 얼

굴이 매우 맑고 비쩍 말랐다고 한다. 천성 으로 산수 유람을 좋아해서 집에 있는 

날이 며칠 안 되었고, 고승들과 교유하기를 좋아해서 강산의 尙彦 사와도 결

교하고 싶었으나 가난과 처자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해 한스러워했다고 한다.
45)

45) 

스물일곱 살 되던 해인 1763년(계미, 조 39) 연암은 집안 하인인 尹生과 申

44) 熱河日記 ｢玉匣夜話｣의 ｢許生傳｣ 後識. ｢許生傳｣의 후지는 2종이 있는데, 여기서 인용

한 후지는 熱河日記 필사본 몇 종에만 보존되어 있다. 이가원과 김 조의 국역본 열
하일기에도 번역․소개되었다. 

45)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48, 耳目口心書 3 “金洪器, 學修鍊 也.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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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을 시켜 김홍기를 가만히 찾아보게 했다. 그러나 한양 안을 열흘 동안이나 뒤

졌어도 만나지 못했다. 윤생이 김홍기가 산다는 西學洞 집을 찾아 갔더니 그 집

은 실은 사 의 집으로, 김홍기는 거기다 처자를 맡겨 놓고 일 년에 서  번 찾

아올 뿐이라고 했다. 윤생은 김홍기의 아들이 일러  로 김홍기의 친구들 집

을 찾아나섰다. 그들은 中庶層이 모여살던 한양 도심의 이른바 閭巷에 주로 살

고 있었다.  그들은 한때 앙 청의 하  리나 무 을 지낸 이 있어 그 

직함으로 불리웠으나, 손님이 찾아오는 걸 좋아하고 술과 노래와 바둑, 거문고를 

즐기며, 이름난 화 를 가꾸거나 기이한 책과 옛날 칼 따 를 수집하는 등으로 

소일하고 있었다. 

윤생이 김홍기의 친구들 집을 일일이 찾아다녔지만 어느 집에도 그는 있지 않

았다. 마지막으로 長暢橋에 사는 林 同知를 찾아갔더니, 여든 살이 넘은 그 노인

은 김홍기가 만취한 채 아침에 막 강릉으로 떠났다고 하는 것이었다. 연암은 윤

생이 김홍기를 힘들여 찾지 않았나 의심하기도 했으나, 신생 역시 수십 집을 찾

아다녔어도 다 못 만났고, 그의 말도 윤생과 마찬가지 다. 

김홍기에 해서는 세간에 설이 분분했다. 사람들은 그의 나이가 백 살이 넘

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의 아들 나이로 미루어 쉰 살 남짓일 거라고 추측하

기도 했다.  그는 지리산에 약  캐러 갔다가 墜落死 한지 수십 년이 되었다

거나, 신선이 되어 아직도 산 에 살아 있는데 지 의 김홍기는 술만 잘 마시는 

가짜 신선이라고 하기도 했다. 연암은 다시 아이종 金五福을 시켜 김홍기를 찾

아보라고 했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 뒤 연암은 강산 유람에 나서면서 김홍기와 같은 신선을 몸소 찾아보기로 

했다. 앞서 언 한 이덕무의 이목구심서에 의하면, 에 김홍기는 강산을 여

러 달 유람한 이 있었다. 그때 겨우 엽  열 푼을 가지고 갔으나 그나마도 다 

못 쓰고 남겼다고 한다. 벽곡을 하고 축지법을 쓰니 여비가 거의 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46)46) 

46) 趙熙龍의 ｢金神仙傳｣의 주인공 ‘金可基’는 김홍기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김가기는 강

산에 세 번 들어갔으나 짚신 한 켤 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내 강 정양사

에서 벽곡하는 노승과 참선 결을 벌여 이겼다고 한다(실시학사 고 문학연구회 역주, 

1999 조희룡 집 6, 壺山外記 ｢金神仙傳｣,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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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은 단발령에서 장안사로 향하던 도  가마 멘 들에게서 선암에 벽곡하

는 남 선비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장안사에 머물 에도 그 벽곡하는 선비가 

거의 백 일을 채우고 떠나기 직 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즉시 그를 찾아

가 보고 싶었지만, 동행들과 함께 가려던 약속이 어 났고, 마침 강원 감사가 행

차하여 산 이 북새통을 이루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여러 날 비

가 내려, 산 에 엿새 동안을 묵고서야 비로소 선암으로 떠날 수 있었다. 험 하

기 짝이 없는 선암에 고생 끝에 당도했더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신발 두 짝

만 남아 있었다. 연암은 허탈한 심정으로 선암을 떠나야 했다.

｢김신선 ｣의 마지막 목에서 연암은 문자학 지식을 끌어와 신선에 해 논

했다. 신선 ‘仙’자는 ‘屳’자나 ‘僊’자로도 을 수 있다. ‘仙’은 ‘人’자와 ‘山’자의 합

성이므로 신선이란 산사람(山人)이란 뜻이 되고, ‘屳’은 ‘入’자와 ‘山’자의 합성이

므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신선이란 뜻도 된다.  ‘僊’은 ‘僊僊’이라는 의태

어에서 보듯이 가볍게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벽곡하는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성취한 신선이 아니라, 세속을 훌훌 떠나서 산 에 들어가 사는 불

우한 인물일 뿐이라는 것이 연암의 결론이었다.       

이상과 같이 ｢김신선 ｣은 신선으로 알려진 김홍기라는 일 개인의 기라기보

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분  제약 때문에 출셋길이 막힌 채 술과 풍류를 즐기며 

放達하게 살아가는 여항인들의 집단  기에 가깝다.
47)

47)이들의 삶을 우회 으

로 그려내는 연암의 솜씨는 실로 묘하다. 일종의 추리소설처럼 신선 김홍기의 

행방을 추 하는 과정에서 그의 정체가 차 밝 진다. 類類相從이라고, 김홍기

가 실은 그와 친 하게 교유하는 여항인 의 한 사람에 불과함이 드러나는 것

이다. 그리하여 연암의 ｢김신선 ｣은 조선후기 다수의 神仙傳들이 신선의 기

이한 행 이나 신선술을 흥미롭게 하는 데 그친 것과 달리, 신선을 자처하는 

자들의 사회  실체를 드러낸 아주 독특한 신선 이 되었다. ｢민옹 ｣에서 ‘세상

을 싫어하는 가난뱅이가 바로 신선이다’라고 한 민유신의 역설 인 명제를 한층 

더 심화 발 시킨 셈이다.     

47) 이하의 작품론은 김명호, 2001 ｢연암 문학과 사기｣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  동

문화연구원, 41-42면에서의 논의를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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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아울러 ｢김신선 ｣에는 서학동․체부동․ 각동․미원동․모교․사복천 

․이문안․계동․창동․장창교 등 한양 여항의 구체 인 지명들이 등장하고, 

사․첨지․만호․ ․첨사․丞․ ․동지 등 여항인들이 주로 맡았던 직

명들이 나열되어, 당  조선의 실이 실감나게 재 되어 있다. 10  말에 창작

한 ｢廣文傳｣도 한양의 시장과 유흥가를 배경으로 조선 고유의 지명과 인명을 구

사하기는 했으나, 史記를 범으로 삼는 복고주의 문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

했다. 그에 비하면 ｢김신선 ｣은 사실 이자 조선 인 한문학 작품으로서도 커

다란 진 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끝내 김홍기의 종 을 찾지 못한 연암은 몸소 수소문한 끝에 내 강 수미  

아래 선암까지 찾아갔으나 역시 신선을 만나지 못하고 만다. 이는 강원 감사의 

행차가 방해한데다 여러 날 비까지 내려 시일을 지체한 탓만은 아니었다. 신선

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이 실은 뜻을 펴지 못한 울분을 산수 유람으로 해소하며 

살아가는 불우한 여항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신선과 연암의 만남을 가

로막은 진짜 장애는 다름아닌 신분  차이임이 암시되어 있다. 연암보다 격하

게 지체가 낮은 여항인이었기에 그와는 교분을 맺기 힘든 것이 실이었다. 그

기는 하지만 연암 역시 불우한 처지이기는 마찬가지 다. 벗 유언호나 金履素 

등이 이미 문과 제하여 직에 순조롭게 진출한 데 비해, 그는 아직 시에도 

합격하지 못한 채 과거 비를 하고 있었다. 강산으로 떠날 때 지어  송별시

에서 어용빈이 노래한 로, 연암은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는 이 없어 울 한 심

정으로 지내는 ‘白門의 高士’ 다. 그래서 여항인들의 불우한 처지에 남달리 공

감하고 그들의 자유롭고 방달한 삶을 동경하여 ｢김신선 ｣을 지은 것이다.

후일 연암의 친한 벗이 되는 홍 용도 연암이 다녀온 지 5년 뒤인 1770년 가

을에 강산 유람을 다녀왔다. 그 뒤에 사 동생이  강산으로 떠나자 그에게 

지어  序에서 홍 용은 강산과 신선 김홍기에 해 이 게 말하고 있다. 

강산은 우리나라의 장 이다. 하지만 한낱 국의 太湖와 같은 上品일 뿐이니, 

巨石을 보면 을 했다는 米芾(북송의 서화가)처럼 한 번 을 올릴 만은 하다. 그

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산을 제멋 로 ‘蓬萊山’이라 부르고 신선이 살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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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양사에 올라 衆香城의 우리들을 바라본  있는데 빽빽하게 모여 있어 

뾰죽한 창들을 모아 세운 듯했다.48)48) 원동과 내원통을 비롯한 골짜기들도 험하고 

궁벽하며 험하고 비좁아서, 마주 하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았다. 만약 신

선이 이런 곳에 살고 있다면, 그는 여항에서 ‘김신선’이라고 일컫는 따 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안목을 갖춘 자가 다. 단지 남의 말만 믿고 곧 “ 래산은 신선이 

사는 산이므로 천하의 명산들을 압도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루

한 풍습이다. 그러므로 나는 강산을 보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다운 사람

이 되기 어려움을 알았다. 기야 雁門(안무재)을 벗어나 孝嶺(孝養嶺)에 올라서 멀

리 동해를 바라본 뒤에 비로소 망연자실했었다. (후략)49)49) 

강산을 유람하기 수년 에 국 륙을 유람한 바 있는 그의 안목으로 보

자면 강산은 소한 일개 명승지에 불과한데도, 우물 안 개구리처럼 식견 좁

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명산으로 자부한다고 풍자했다. 년 이후 

홍 용과 친교를 맺은 洪元燮은
50)

50)뒷날 그의 에 바친 제문에서 “요동 벌

에서 말을 달리고, 강산에서 수 를 돌렸지요”라고 회고했다. 홍 용이 국 

유람을 다녀온 뒤 다시 강산 유람을 다녀온 사실을 언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목에 주석을 붙여 “담헌(홍 용)이 강산 유람을 갔다가 그 산이 기이하기만 

하고 좁아터져서 볼 게 없다고 흥이 식어 바로 돌아왔다”고 했다.
51)51) 

48) 향성은 강산의 별칭이자, 내 강에 있는 산 우리의 명칭이기도 하다. 마하연의 뒤를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한 무리의 산 우리들이다. 정양사에 오르면 마주 보여 향성

을 감상하기에 좋다고 한다[李肯翊, 燃藜室記述 별집 권16, 地理典故, 山川形勝 “金剛

山 ( 략) 登正陽寺, 有天乙臺․開心臺․歇星樓, 得一山眞面目, 直 衆香城, 玩味景色

尤宜”]. 

49) 洪大容, 湛軒書 內集 권3, ｢ 從弟金剛山序｣ “金剛爲東方偉觀. 然直一太湖佳品, 可供米

癲一拜. 東人妄呼爲蓬萊, 有仙人居焉. 余嘗登正陽, 望衆香諸峯, 森束如攢戟, 靈源圓通諸

洞, 危僻險窄, 之令人不 . 苟有仙人居焉, 是委巷所稱金神仙 流耳. 東方 具眼 , 徒仰

人喉吻, 輒曰: ‘蓬萊, 仙山也.’ 以壓盡天下名嶽, 此東方之陋習也. 故余觀金剛, 然後知難

爲人於東方也. 及出鴈門, 登孝嶺, 而望遠海, 然後乃爽然自失矣. (후략)” 참고로 金龜柱의 

강산 기행시에 ｢孝養嶺 望滄溟｣이 있다(金龜柱, 可庵遺稿 권3). 

50) 洪元燮(1744~1807)은 본 이 南陽이고 호는 太湖로, 의정 洪致中의 손이다. 생원 

제 후 구 통 , 충주 목사 등을 역임했다. 古文에 뛰어났으며, 문집으로 太湖集이 있다. 

51) 洪元燮, 太湖集 권7, ｢祭湛軒文｣ “走馬華表, 回車金剛. (원주) 湛軒往遊金剛, 以其徒奇

而狹隘無可觀, 敗意徑還”(이 은 成大中의 靑城雜記 제4권, 醒 에도 재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홍 용도 북경 여행 에 쓴 ｢東國史略｣에서는 강산의 아름다움을 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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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 유람으로 한껏 안목이 높아진 홍 용은 강산뿐 아니라 김홍기

에 해서도 폄하하는 말을 했다. 강산이 신선이 사는 신령스런 산이라는 속

설을 부정하면서, ‘김신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항인 따 나 그곳에 있을지 모르

겠다고 했다. 하지만 연암의 ｢김신선 ｣은 그런 傲然한 시선으로 김홍기를 하

지 않았다. 연암은 방경각외 의 서문에서도 “김홍기는 大隱이라, 유람에 숨었

다오. 세상이 혼탁해도 맑은 본성 잃지 않고, 남을 해치지도 탐내지도 않았네. 

이에 ｢김신선 ｣을 지었노라”고 창작 동기를 밝혔다.
52)52) 

은자에도 大隱, 中隱, 隱의 등 이 있다. 깊은 산 에 숨어사는 자는 실은 

‘소은’에 불과하고, 하찮은 벼슬을 하며 직에 숨어사는 자는 ‘ 은’이라면, 진정

으로 한 은자는 서민들과 더불어 시 에 숨어산다고 본다.
53)

53)그래서 ‘ 은’

을 ‘ 隱’이라고도 한다. 연암은 여항인 김홍기를 바로 그런 ‘ 은’으로 높이 평

가하면서, 그가 국내의 명산들을 유람하는 것도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

기고 청정하게 살기 한 방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김신선 ｣에서 김홍기

와 같은 신선을 끝내 만나지 못한 회한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1765년의 강산 유람은 연암 박지원의 문학 창작에 

큰 향을 미친 사건이다. ｢총석정 일출｣ 시와 ｢김신선 ｣은 당시의 체험을 

소재로 한 표  작품이다. 그뿐만 아니라 ｢髮僧菴記｣, ｢楓嶽 集序｣, ｢觀齋記｣, 

｢琴鶴洞別墅 集記｣ 등과 열하일기의 도처에서 연암은 거듭 강산 유람을 회

상했다. 

강산 유람의 말에 해서는 연암 아들 朴宗采가 過庭 에서 간략하게 

했다(洪大容, 湛軒書 外集, 권2, 乾淨衕筆談, 1766년 음력 2월 15일). 

52) 朴趾源(朴榮喆 편), 1932 燕巖集 권8, 放瓊閣外傳 ｢自序｣ “弘基大隱, 迺隱於遊. 淸濁

無失, 不忮不求. 於是述金神仙.” 

53) 白居易의 詩 ｢中隱｣(白氏長慶集 권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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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본 논문에서는 李賢穆․魚用賓․李義肅이 지은 송

별의 詩文들과 유람 도  만났던 金基長이 당시를 회상한 , 일본 東洋文庫 소

장 연암집에 수록된 ｢四仙亭聯句｣ 등 지 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을 구

사해서, 당시의 유람 과정을 좀더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

암의 강산 유람에는 그의 벗 兪彦鎬와 申光蘊뿐만 아니라 유언호의 형인 강원

도 성 령 兪彦䥧도 동행했음을 밝혔으며, 연암 일행은 통상 인 경로와 달

리 해 강에서 내 강으로 여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므로 연암은 유언선

을 비롯한 3인의 동행과 함께 지은 ｢四仙亭聯句｣를 남겼고, 강산 유람에서 마

주친 최 의 장 이 바로 총석정의 일출이었기에 그 감격을 노래한 장편 칠언고

시를 지었던 것이다. 

｢총석정 일출｣과 련한 논의에서는 尹光心의 幷世集과 兪晩柱의 欽英 
등을 통해, 이 시가 창작 즉시 걸작으로 고평되어 세간에 리 되었으며, 후

일 열하일기와 연암집에 수록되면서 일부 수정된 사실을 밝혔다. ｢김신선 ｣

과 련해서는 신선 김홍기에 한 이덕무․홍 용 등의 언 과 비교하면서, 불

우한 閭巷人에 한 연암의 심이 남달랐음을 부각하 다. 이와 아울러, 창작의 

직  배경이 된 유람 과정과 착하여 해당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 본 논문의 

시도는 조선후기의 강산 유람 열풍에 따라 창작된 수많은 기행시와 기행문의 

걸작들을 연구하는 데 유익한 참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제어 : 박지원, 유언호, 강산, 총석정 일출, 김신선

투고일(2016. 9. 29),  심사시작일(2016. 10. 13),  심사완료일(2016. 10. 26)



78·한국문화 76

<Abstract>

Park Ji-won’s Excursion to Mt. Kumgang and Literary Creation
54)

   Kim, Myoung-ho *

Starting in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Korea under the Joseon Dynasty 

(1392-1910) was swept by a fashion for excursions to Mt. Kumgang,  known as the 

Diamond Mountain. Countless sightseers set out for the mountain, thus leading to a 

flood of verse and prose travelogues. In 1765, Park Ji-won (1737-1805; pen name: 

Yeonam) likewise traveled to Mt. Kumgang together with his friends, Sin Gwang-on(申

光蘊, 1735-1785) and Yu Eon-ho(兪彦鎬, 1730-1796), and Yu Eon-seon(兪彦䥧, 1722- 

1776) the last companion’s elder brother. “Seeing the Sunrise at Chongseok Pavilion” 

(Chongseokjeong Gwanilchul, 叢石亭觀日出), a poem in classical Chinese, and “The 

Tale of Kim the Daoist Immortal” (Kim Sinseonjeon, 金神仙傳) are his representative 

works addressing the experience. Moreover, even in various prose works and Jehol Diary 

(Yeolha Ilgi, 熱河日記), Park repeatedly reminisced on his excursion to Mt. Kumgang. 

Although it was thus an important literary event, the trip to Mt. Kumgang has been 

little studied in existing research on Park. After widely excavating related materials and 

concretely reconstructing the process of Park’s excursion at the time, with this as the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sought to examine in depth “Seeing the Sunrise at 

Chongseok Pavilion” and “The Tale of Kim the Daoist Immortal,” two masterpieces 

yielded by the tour of Mt. Kumgang. Such an attempt will help to study the 

innumerable verse and prose travelogues that were composed as a result of the fashion 

for excursions to Mt. Kumgang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Park Ji-won(朴趾源), Yu Eon-ho(兪彦鎬), Mt. Kumgang(金剛山),        

“Seeing the Sunrise at Chongseok Pavilion(叢石亭觀日出)”, “The     

Tale of Kim the Daoist Immortal(金神仙傳)”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