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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록’ 기억의 형성과 언서 출
� 1739년 李濱 사건을 심으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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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의 언서는  왕조를 물러나게 할 사람은 鄭이라는 사람일 것이라 언합

니다. ( 략) 그 유명한 언서의 불길한 설명이 사방에 돌며 서울의 화재와 양반들

의 학살을 고했습니다. 조정은 벌벌 떨었습니다.1)1)

 인용문은 1856년(철종7) 조선에 입국하여 천주교 신부로 활동했던 랑스 

리외방 교회 소속의 뿌르띠에(Pourthié, 1830-1866)가 1862년(철종13) 임술민

란의 원인을 설명하며 남긴 기록이다. 이를 통해 19세기 반 ‘정씨 왕조’ 출

에 한 언이 조선사회에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랑스 신부들은 신도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1) 샤를르 달 (安應烈․崔奭祐 역주), 1981 �韓國天主敎 史� 下, 한국교회사연구소,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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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도하여 혼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목 활동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 기에 

매년 조선인 신자들을 만나기 해 자신이 맡은 지역을 돌아다녀야 했다. 이 과

정에서 이들은 조선에 있던 동료 신부들과 연락하며 정보를 공유했기에, 의 

사회 상을 조선 체의 상황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2)2)    

그 다면 조선왕조를 체할 ‘새로운 정씨왕조’라는 내용을 담고 있던 언서 

�鄭鑑 �의 요소는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 속에서 특정시기 한국사 면에 등장

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3)3)17세기 이후 조선인의 기억 속에 뿌리내린 ‘정

감록’의 핵심 요소는 계룡산과 정씨이며, 이 둘을 조합하여 얻는 ‘계룡산은 정씨

의 팔백 년 도읍할 땅’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언서로서의 �정감록� 출  직

까지 일련의 커다란 정치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에게 ‘정감록’의 기

억으로 편승된 념이 진인과 정도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4)4)

지 까지 이 언서에 한 연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기억

으로서의 ‘정감록’ 형성 과정에서 직․간 의 연 을 맺은 의 요소들에 한 

개별 검토이다. 계룡산과 련해서는 산 이름의 어원과 조선시  천도론의 정치

의미를 연구한 사례가 있다.5)5)이어 정씨가 명가를 뜻하는 진인과 결합한 데에

는 조선왕조와 척 에 선 특정 성씨에 한 조선인들의 기억이 작용했음을 지

한 성과가 있고,6)6)동일 에서 정씨 진인의 후보로 국 륙 ‘삼번의 난’에 

2) 1862년 기  조선에서 활동하던 랑스 신부는 2명의 주교를 포함하여 9명이었다. 1863년

에는 함경도와 황해도에서도 천주교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데지 (연숙진 옮김), 2012 �

티니콜라 신부의 생애�, 배론성지 문화 성연구소, 299면. 

3) 필자는 이 에서 정감록 련 조선인의 기억을 다룰 때는 ‘’를 사용하고, 언서로서의 책

명을 표기할 때는 ��를 이용했다. 

4) 백승종은 “�정감록�에는 정도령이라는 낱말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鄭姓 는 眞人이 언

되는 정도다. 鄭姓으로 기록된 인물이 진인과 같은 존재인지 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

다.”라고 설명했다(2012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58면). 김탁은 “�정감록�에는 鄭氏, 

奠邑, 眞人은 보이지만 정도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서술했다(2005 �정감록�, 살림, 34면). 

5) 김탁, 2017 ｢충청지역 신종교와 그 문화  특징: 계룡산 도읍설을 심으로｣ �충청문화연

구� 18; 윤용 , 2005 ｢계룡산의 문화사  의미｣ �역사민속학� 20.

6) 김우철, 2012 ｢조선후기 변란에서의 鄭氏 眞人 수용 과정: �鄭鑑 � 탄생의 역사  배경｣ 

�조선시 사학보� 60; 백승종, 2012 ｢�정감록�이 ‘정감록’인 까닭｣ 의 책, 푸른역사, 

238-243면; 2006 ｢18세기 후반 �정감록�의 출 과 보 ｣ �한국의 언문화사�, 푸른역사,  



‘정감록’ 기억의 형성과 예언서 출현·217

활동했던 만 鄭經 가문을 추가한 시각도 있다.7)7)아울러 남쪽바다 섬에서 진인

이 출 한다는 믿음과 �정감록�을 연결한 성과8)
8)  아기장수 설화를 진인출

설의 기원으로 악한 견해도 존재한다.9)9) 

다음으로 �정감록� 출  시기와 련한 논의이다. 일제 강 기 李能和(1869- 

1943)는 1589년의 鄭汝立 사건으로, 崔南善(1890-1957)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어느 시 으로, 黃善明은 16세기 말 는 17세기 반으로 분석했다. 1923

년과 1973년 조선시  언서를 각각 수집하여 편찬했던 호소이하지메(細井肇; 

1886-1934)와 安春根(1926-1993)은 작성 시기와 자를 알 수 없다고 단했

다.10)10)21세기, 학계에 �정감록� 연구를 활성화시킨 백승종은 �실록� 등 찬사료

를 근거로 이 언서가 한국사에 등장한 시기를 1739년( 조15)으로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김탁은 이 시기 이빈이라는 인물이 이상향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정감록�이 언 되는 것으로 설명했으며,11)11)이후 조선왕조  기간에 걸친 언

의 변천을 체제부정 사건과 함께 검토하면서 �정감록� 부류의 언사상 형성을 

고찰했다.12)12)

필자는 의 기존 연구를 근간에 두면서 동시에 인간의 기억에 한 속성을 

 73-106면[이 내용은 �역사학보� 164(1999)에 ｢18세기 반 서북 지방에서 출 한 �정감  

 록�｣으로 발표 다]; 김탁, 2005 앞의 책, 68면.  

 7) 정응수, 2018 ｢�정감록�의 원천으로서의 정성공 일가: �도선비결�을 심으로｣ � 한일

어일문학회 학술 회 발표논문 요지집�; 2016 ｢정도령이 된 정성공: ｢연평 령의모도｣

를 심으로｣ �日本文化學報� 71; 2013 ｢조선 후기의 해상진인과 정경 부자｣ �日本文化

學報� 58.

 8) 박상 , 2015 ｢18세기 ‘해도진인설’의 변화 양상과 의미｣ �역사와 실� 96; 趙允旋, 2008 

｢18세기 淸州지역의 反․掛書 사건｣ �湖西史學� 50.

 9) 신동흔, 1990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 설의 계｣ �고 문학 연구� 5(2009 �서사문학

과 실 그리고 꿈�, 소명출 , 227면에 재수록); 趙東一, 1981 ｢진인(眞人)출 설의 구

비문학  이해｣ �韓國古典散文硏究�, 同和文化社(1985 ｢진인출 설의 구비문학  이해｣ 

�韓國說話와 民衆意識�, 84면에 재수록)

10) 언서 �정감록�의 기원에 한 연구사는 백승종, 2006 앞의 책, 74-80면; 최남선의 �정

감록� 기원은 六 全集編纂委員 編, 1974(再版) �六 崔南善全集 3 朝鮮常識問答�, 玄

岩社, 60면.  

11) 백승종의 연구서는 주6을 참고할 것; 김탁, 2005 앞의 책, 150-153면. 

12) 김탁, 2016 ｢들어가며｣ �조선의 언사상� 上, 북코리아, 1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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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이 언서의 성립과 변용  재구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인물이든 사

건이든 한 주제에 한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기억은 

언제나 재의 어느 집단에 의해 생겨나 진화하며 활용되고 조작된다. 동시에 

기억은 이를 수용하는 집단의 기억력과 망각의 운동 과정에서 서로 노출되며 무

의식 속에서 왜곡되기도 한다.13)13)필자는 이러한 기억의 특징을 용하여 2장에

서 ‘정감록’ 련 조선인의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서술할 것이다. 이는 기억

이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어 사회의 수면 로 부상했다가 갈등 속에서 철퇴를 

맞아 아래로 가라앉고, 이후 다시  선택된 기억으로 살아남아 사회 체로 확

산되는지를 담아내는 작업이다.

3장에서는 기존 ‘정감록’의 기억이 문자로 결집되어 한국사에서 언서 형태로 

등장하는 이빈 사건과 이때의 �정감록� 내용을 다룰 것이다. 이빈 련 기존 검

토는 김탁이 �승정원일기�를 통해 ‘국가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상향을 동경한 

사건’으로 언 했으나,14)14)사료에서 등장한 인물들의 행 을 종합해서 분석하지는 

못했다. 이에 필자는 이빈 사건을 세 히 분석하여 ‘정감록’을 구성하던 기억의 

요소가 기록으로 환되는 과정을 알아보려 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18세기 조

선인이 품었던 이상향의 소망이 언서 속에 편입되는 정황과, 수백 년 부터 

지속된 기억의 편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살아남아 1739년 �정감록�이라는 책

명으로 등장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재 한국인이 당연시하

는 20세기 이후 각인된 �정감록� 형태에 한 의문이며, 조  등장하는 �정감

록� 형태를 추 하는 작업이다. 끝으로 연구수행 과정에서 �조선왕조실록�, �비

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의 찬사료를 심으로 이야기를 검토  구성했음

을 밝힌다.15)15)

13) 필자는 기억의 속성에 해 다음의  참조. 피에르 노라(김인  옮김), 2010 ｢기억과 역

사 사이에서｣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나남, 31-32면. 

14) 김탁, 2016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정감록�｣ 앞의 책, 370-376면. 

15)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승정원일기�는 국사편찬 원회에서 간행한 탈 본 49책을 이

용했고 필요할 경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원본 이미지를 확인했

다. 한 국사편찬 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들 세 가지 찬사료의 원본, 표 , 

번역 자료를 활용했다.



‘정감록’ 기억의 형성과 예언서 출현·219

2. ‘정감록’의 구성 요소: 계룡산, 정씨, 진인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선인의 뇌리에 각인된 ‘정감록’을 표하는 요소는 

계룡산과 정씨진인으로 압축해 설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선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계룡산과 정씨, 진인에 한 흔 을 더듬어 가면서 정씨진

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여립이 뿌린 언의 씨앗

‘정감록’을 구성하는 기본 와 련한 실마리의 확보․조직․배열, 이를 활

용한 언의 말들은 16세기 말 ‘정여립 모반’ 사건과 깊은 련을 맺고 있다. 정

여립 사건을 기록한 �선조수정실록�을 검토하면, 조선 건국 부터 “연산  계

룡산 개태사 터는 후 에 정씨가 도읍할 곳이다.”라는 언이 있었다고 한다. 아

울러 정여립 사건 발생 100여 년 인 15세기 말, 이미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일어난다.”라는 ‘목자망 읍흥(木子亡 奠邑 )’의 언이 조선 사회에 존재했다

고 한다.16)16) 

그러나 의 언이 과연 정여립 모반을 설명하고 있는 실록 내용 그 로, 각

각 국 와 15세기 말 조선인들 사이에서 실제 그러한 생각이 존재했었는지,17)17) 

아니면 이를 기록할 당시인 16세기 사람들의 기억이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계룡산 개태사는 정씨가 도읍할 곳’이라는 말은 선조 이  왕 의 실록 기

사를 검토하면 이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1459년(세조5), 한 무리

가 당시 좌의정으로 있던 姜孟卿(1410-1461)에게 “姜이라는 자의 와 아래를 

덜고 보면 나라를 열 것을 알 수 있으니, 개태사에 을 하나나 둘을 둔다면 수

고롭지 않고도 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반란을 종용하는 목

을 할 수 있다.18)18)이것은 어도 16세기 말, 정여립 모반 사건 이 에는 계룡

16) �宣祖修正實 � 권23, 22년 10월 乙亥 “先是百餘年 民間有木子亡奠邑 之讖 ( 략) 自國

初以來有讖說 連山縣鷄龍山開泰寺基 乃他代鄭氏所都”

17) 정응수(2018․2013)와 김우철(2012) 논문과 김탁(2005, 2016) 서는 �宣祖修正實 � 기

사 로 조선 국 와 15세기 말의 기억으로 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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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개태사에 도읍할 성씨가 정씨로 한정되거나 표되지 않았다는 을 방증한다.

아울러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일어난다.”는 말의 연원을 추 해 보자. �실록�

과 민간 기록을 상으로 검토하면 이 언의 상한 연 는 정여립이 활동하던 

시기를 앞서지 못한다. 우선 鎭安縣監으로 1589년(선조22) 정여립 수색 작 에 

참여하여 ｢토역일기｣를 지었던 閔仁伯(1552-1626)의 기록을 살펴보자. 민인백은 

“邊泗는 구월산 삼성재 뒤의 석굴에서 옥함을 얻어 정여립에게 들 다. 그 속에 

�天機地機� 열두 편이 있었는데 ‘破字로 奠邑立이라 하 고 한 木子 亡을 두

었다. 子년과 丑년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寅년과 卯년의 일을 어떻게 하겠는

가’ 등의 말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남겼다. 결정 으로 李汝馪(1556-1631) 역시 

정여립을 따르던 무리들이 “목자는 장차 폐해지고, 읍은 일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언서를 지어내 그를 격동시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19)19)이를 근거하면 

결국 이 언의 시  배경은 16세기 말이라는 설명으로 귀결된다. 

다만 ‘목자망 흡흥’ 련 정도 이 지어 조정에 바친 章 受寶籙의 내용이 

세월과 함께 조선인들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보록은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이 ‘하늘의 명령’임을 드러내고자 작성된 악장

의 노랫말로 1393년(태조2) 정도 이 악장 夢金尺과 함께 조정에 바쳤다.20)20)이

들 노랫말은 다음과 같은 언에 근거해 지어졌다. 첫째 이성계가 왕 에 오르

기 , 꿈에서 神人이 金尺을 주며 나라를 바로 잡으라고 했다. 둘째 고려 말 

군가 지리산 암석에서 얻은 을 이성계에서 바쳤는데, 그 속에 “木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 다시 삼한의 경계를 바로잡을 것이다(木子乘猪下 復正三韓境).”라

는 것과 ‘非衣, 走肖, 三奠三邑’을 언 한 말이 담겨 있었다.21)21) 의 내용은 1392

18) �世祖實 � 권15, 5년 2월 戊辰 “姜字減上下見之 可知開國 開泰寺置僧一二人 不勞而可成

大業”

19) 주28을 참고할 것; 閔仁伯, ｢討 日記｣ �苔泉集� 권2(�韓國文集叢刊� 59, 28면) “邊泗於

九月山三聖齋後石窟 得玉函 納于汝立 其中有天機地機十二篇 以破字作奠邑立 又有木子

亡 子丑猶未定 寅卯事何如等語 是如爲旀”; 李汝馪, ｢時事雜 上｣ �炊沙先生文集� 권4(�

韓國文集叢刊續� 9, 275면) “己丑年冬 鄭汝立 反伏誅 ( 략) 間 無賴 遊從 有所 朴

延齡 膂力絶人 有僧戒衍  譎詭多智 相 贊助 穪譽云 進賜有德宇氣量 非人臣相 又做出

讖書云木子 廢奠邑立 以動汝立”

20) �太祖實 � 권4, 2년 7월 己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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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丙申(17일)의 개국 이후 �태조실록� 체 기사 속 두 번째 기록으로 삽

입 다. 이는 실상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것과 태조를 도울 인물로 배씨(배극렴), 

조씨(조 ), 정씨(정도 ․정총․정희계)를 지목한 고려 말의 언이었다.22)22) 

이러한 배경 아래 정도 은 1년 후 수보록을 지었다. 그 내용은 “굳세고 굳센 

목자가 때를 타고 일어났는데, 가 아마도 그를 도울까? 주 는 그 덕이로다. 

비의 군자는 성에서 오고, 삼 삼읍은 도와서 공 이루리(桓桓木子 乘時而作 

誰其輔之 走肖其德 非衣君子 來自金城 三奠三邑 贊而成之)”23) 다.23)약 20년 후

인 1411년(태종11), 태종은 악장 차례를 논하는 자리에서 수보록의 내용을 언

한다. 태종은 “(그 언에서-필자 주) 첫째 ‘三奠三邑이 응당 三韓을 멸한다.’라

고 했는데, 사람들은 三奠을 정도 , 정총, 정희계라고 한다. ( 략) (그 언에

서-필자 주) 둘째 ‘목자장군의 검과 주 부의 붓과 비의군자의 지혜로 다시  

삼한을 바로잡는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비의를 배극렴이라 한다.”24)라고24)말하

고 있다. 여기서 태종의 언 은 수보록 언을 반복해서 언 한 것으로 삼한은 

고려이며, 아직 조선을 체할 정씨의 존재로는 언 되지 않는다.25)25) 

다만 시간 흐름 속 체제 이완에 따라서, 는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 수

보록 속의 삼한이라는 단어는 역사 개 과정에서 언제든 고려에서 조선으로 변

21) �太祖實 � 권1, 1년 7월 丙申.

22) 1392년(태조 1) 9월 이성계의 명령을 받아 李和에게 내려진 ｢功臣錄券｣에서 趙浚

(1346-1405), 裵克廉(1325-1392), 鄭道傳(1342-1398), 鄭摠(1358-1397), 鄭熙啓(1348- 

1396) 모두 세 단계의 등  가운데 가장 높은 一等功臣의 칭호를 얻었다. 崔承熙, 2003  

�韓國古文書硏究�, 108-113면.

23) 번역은 한국고 번역원 고 종합DB 참조(http://db.itkc.or.kr, 신호열 옮김, 2018.08.13. 

검색); 주20 �太祖實 �도 동일 내용 수록. 

24) �太宗實 � 권22, 11년 윤12월 辛巳 “上又 代 等曰 ( 략) 其一曰 三奠三邑 應滅三韓 

人 三奠爲鄭道傳鄭摠鄭熙啓也 ( 략) 其二曰 木子 軍劍 走肖大夫筆 非衣君子智 復正

三韓格”; 이러한 태종의 언설은 成石璘(1338-1423)이 뽑고 權近(1352-1409)이 批點한  

�三峯集;受寶籙�(�韓國文集叢刊� 5, 321면) 끝에 석벽에서 얻은 과 祕書의 내용으로 

실려 있다. “按石壁中書曰 木子乘猪下 復正三韓境 祕書曰 木子 軍劍 走肖大夫筆 非衣君

子智 復正三韓格 走肖 趙浚 非衣 裴克廉 又曰 三奠三邑 應滅三韓 公及鄭摠 鄭煕啓

也”; 이 내용은 논문 심사자로부터 확인했다. 

25) 정응수, 2013 앞의 논문, 369면은 삼한을 조선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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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어 해석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었다.26)26)이는 수보록 속 언이 후  어떻

게 승 는지를 검토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목자가 돼지를 타고 내려온다.”거

나 ‘삼 ’, ‘목자장군의 검’, ‘비의군자의 지혜’, “응당 삼한을 멸할 것이다.”, “다

시 삼한을 바로잡을 것이다.” 등의 구 은 조선왕조 내내 살아남아, 20세기  

일본인에 의해 수집․정리된 �정감록비결집록� 책명 내의 각종 언서 속에 남

겨졌다.27)27)이처럼 20세기 이후 한국인의 기억 속에 정착된 �정감록� 속 언의 

뿌리는 유래가 조선 기까지 올라가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 생명력을 유지한 채 특정시기 특수목 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언으로 변

형되기도 했다.  

이야기를 다시 정여립 사건으로 돌려보겠다. 선조 이  �조선왕조실록�에서 

계룡산과 정씨를 연결한 언이 없다는 에 유의하여 1589년(선조22) 계룡산과 

정씨 련 실록 기사를 주목하자. 이 경우 ‘계룡산은 정씨가 도읍할 곳’과 ‘목자

망 읍흥’은 각각 16세기 말 정여립 일당이 ‘국 ’와 ‘100여 년 앞서’라는 단서

를 붙여 민간에 유포했던 언의 말로 이해할 수 있다.28)28) 

실상 �선조수정실록�에 나와 있는 기사를 세 하게 들여다보면 정여립은 그 

스스로 조선 왕실에 을 가하는 여러 언들을 퍼뜨리고 있다. 이때 정여립

이 이용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계룡산과 정씨이다. 여기서 그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여립이 자신을 추종하는 들과 함께 폐사지 벽에다 썼다

는 시를 살펴보자. 그는 시에서 “客이 남쪽 지방을 유람한 지가 오래 는데, 계

룡산에서 이 치우쳐 밝아졌다. 무술년과 기유년에 순조로운 운수가 열릴 것이

26) 언의 내용이 해석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언 은 김탁, 2016 ｢태종

의 언사상｣ 앞의 책, 64면 참조. 

27) 김탁은 “�정감록� 책으로 결집되는 언서의 구 들은 조선왕조 기부터 등장하고 있

었다.”(2005 앞의 책, 86면)라는 견해를 밝혔다. 본문에서 로 든 구 은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安春根, 1981 ｢靑邱秘訣｣ �鄭鑑 集成�, 634면; 李民樹 譯註, 1985 ｢無學秘訣｣ 

�鄭鑑 �, 75면.

28) 필자의 생각은 �조선왕조실록�과 ‘한국고 번역원’ 홈페이지에 구축된 ‘고 번역DB통계’ 

상의 ‘고 번역서+고 원문’ 합계인 ‘2,628책(2018.03.22.기 )’을 상으로 한 검색에서, 

선조  이 에는 이와 같은 부류의 언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에 근거한다.(http:// 

www.itkc.or.kr/content/contents.do?menuId=142 2018.09.0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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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태평을 이루는데 무엇이 어렵겠는가.”29)라고29)말하고 있다. 즉 客인 자신과 계

룡산의 련성을 지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정여립은 당시 천안 지역의 私奴 던 길삼 이라는 자가 포한 도 질

로 명성을 얻고 있던 정황을 이용하여, “길삼 ․길삼산 형제가 神兵을 거느리

고 혹은 지리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계룡산에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말을 

지어내어 황해도 지방에 퍼뜨렸다. 정여립은 아울러 자신의 ‘가상의 호(幻號)’로 

八龍을 만든 후, “정팔룡은 神龍한 사람인데 왕도를 계룡산에 세울 것이니, 오래

지 않아 거병할 것이다.”라는 말을 지어낸 후 이를 황해도에 유포시켰다.30)30)

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여립은 계룡산을 주목하며 이곳에 도읍하여 조

선왕조를 신할 성씨로 자신의 정씨를 부상시키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정여

립이 자신의 언을 유포시키기 해 출발 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 황해도-즉 

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양을 기 으로 했을 때 북쪽지역-라는 을 주목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정여립 역모 사건으로부터 150년 후인 1739

년( 조15)에 �정감록�이 최 로 출 하는 지역 역시 조선의 북쪽인 함경도이기 

때문이다. 

정여립이 계룡산과 정씨 련 언을 만들어 황해도에 유포한 배경을 알아보

기 해, 련 논의를 우선 16세기에 한정하여 설명하겠다. 황해도는 15세기 말 

연산군(1494-1506) 집권 이후, 종(1506-1544)과 명종(1545-1567) 를 거치며 

반세기 이상 된 사회모순이 ‘임꺽정의 난’으로 폭발한 지역이었다. 16세기 

표  사회모순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당  기록에서 ‘良 賤多’로 표 되는 ‘양

인 감소와 노비 증 ’라는 상을 들 수 있다. 조선은 16세기 내부 모순으로 인

해 양인 신분을 포기하고 스스로 권력층의 노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

함에 따라, 세 부과 방식으로의 國役인 租(토지세)․庸(노동력 징발)․調(지역 

토산물) 3세와 軍役을 수행할 양인 감소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와 련하여 

29) �宣祖修正實 � 권23, 22년 10월 乙亥 “汝立嘗 衍僧輩 遍覽國內山川 題詩廢寺壁 有云 

客遊南國久 鷄岳眼偏明 戊己開亨運 何難致太平” 

30) �宣祖修正實 � 권23, 22년 10월 乙亥 “汝立使涵斗等 揚 於海西曰 吉三峰三山兄弟領神

兵 或入智異山 或入鷄龍山 又  鄭八龍神勇人 當爲王都鷄龍 不久擧兵”; 길삼 의 三峯

을 정도 의 號로 고려하는 시각도 있다(김우철, 2012 앞의 논문,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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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과 지방 권력층이 재산으로서의 노비를 늘려가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상이 

양인과 소유 노비를 결합시켜 여기서 생산되는 자녀들을 노비로 만드는 ‘양천교

혼’이었다.31)31)

둘째는 권력층이 노비와 토지를 결합해 운 하던 농장 확 를 거론할 수 있

다. 당  권력층은 양인에서 노비로 몰락한 사람들의 노동력과 이들이 몰락하면

서 내어 놓은 토지를 확보하고, 그 에 간척사업을 통해 얻은 토지로 소유 면

을 규모로 늘려갔다. 문제는 양인 몰락에 따른 권력층의 토지소유 확 와 

이들 토지의 면세  편입은 국가 수세 상지의 격한 유실을 의미했고, 이는 

재정악화로 이어졌다는 이다. 이제 조선 정부는 세수입을 가지고는 리들

의 녹 조차 지 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약한 재정 상황에 직면하게 다.32)32)

이와 같은 통시  왕조 말기 증상은 선조 집권기인 정여립 활동 시기에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련하여 �선조수정실록� 기사를 남긴 당

인의 목소리를 끌어와 16세기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내부 모순을 들어보자. 기

록자는 “당시 국가의 군정은 문란하고, 재력은 고갈 으며, 근래 흉년과 재난이 

있고, 그 사이에 도 이 일어났다. 민간에서는 항상 친족과 이웃에게 군포를 징

수하는 데에 괴로워하고,  북계에서는 쇄환의 소요가 있어, 정여립은 백성들이 

난을 생각함이 증하고 있음을 알았다.”33)라고33)설명한다. 16세기 말, 이처럼 어

두운 사회 상은 정여립이 모반을 염두에 두는 요 동기 다. 그는 이에 “백

성들이 곤궁하여 난을 일으킨다.”라는 내용의 無名子歌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호응하고자 했다.34)34) 

정여립 모반사건이 일어난 1589년은, 임꺽정이 처형된 1562년을 기 으로 

략 한 세  범 인 30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이었다.35)35)임꺽정 사건은 권력에서 

31) 양천교혼과 노비증식은 김성우, 2001 ｢공민층의 몰락과 국역체제의 해체｣ �조선 기 국

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95-159면 참조.

32) 농장 확 는 김성우의 의 책 ｢농장의 발달과 사족층의 성장｣ 161-225면; 조선 정부의 

재정 기는 ｢16세기 국가 재정수용의 증 와 재정운 의 기｣ 51-93면 참조.

33) �宣祖修正實 � 권23, 22년 10월 乙亥 “時國家軍政紊亂 財力殫屈 比年凶灾 盜賊間發 民

間常苦族隣軍 之徵 又有北界刷民之撓 汝立見民有思亂之漸”

34) �宣祖修正實 � 권23, 22년 10월 乙亥 “又作無名子歌 皆述民窮亂作之意 人不知所自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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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있으며 을 읽거나 쓰지 못한 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다수 

조선인들에게 큰 동정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36)36)그 근거는 집권자 층의 시선

과 입장이 반 된 �선조수정실록� 기록이지만, 정여립 모반사건을 설명하면서 

굳이 “당시 황해도의 풍속이 완악했기 때문에 일 이 이곳에서 임꺽정 난이 일

어났다.”는 을 함께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사료를 뒤집어 읽으면 임

꺽정에 호응하는 하층민의 심성이 사회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무교육 시행 이  사회에서 구 설화는 문맹이면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장치인데, 강원도 철원군에서 채록된 ‘꺽지’

설화를 통해 16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백성을 

해 좋은 일을 한 임꺽정이 꺽지 물고기로 변해 군에게 붙잡히지 않기를 바

랐던 조선인들의 동정심이 자리하고 있는데,37)37)임꺽정에 한 동정이 �실록� 속 

문자기록과 구 설화에서 공통으로 표출되는 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여립은 이처럼 16세기 조선 사회에 한 사람들의 불만이 팽배했던 분 기

를 극 활용하면서 언을 만들고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여립이 ‘임꺽

정 난’이 발생했던 황해도 지역의 도사 직을 희망했다는 과 황해도에서 유

행했던 다음 두 가지 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언 가운데 하나는, 에

서 소개했던 “정팔룡이 곧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말이었다. 다른 한 언

은 “호남 주 땅에 응당 성인이 일어날 것인데, (그가-필자주) 조선 백성들을 

건져 구제하면 수로․육로의 하인과 일족․이웃의 요역과 추쇄 등의 역은 모두 

덜어지고, 공천과 사천, 서자와 얼자를 벼슬에 등용하지 않는 법을 모두 하

35) �明宗實 � 권28, 17년 1월 8일 癸巳 “傳曰 叛國大賊林巨叱正等 今已畢捕 予甚嘉悅”

36) 필자는 근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수행하기 , 읽고 쓰는 능력이 곧 권력이던 시 임을 

기 하여, 이러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문맹률에 한 서양 학자들 연구를 수용하면, 

1820년 세계에서 오직 12%의 사람들만이 읽고 쓸 수 있었다(https://ourworldindata. 

org/literacy 2018.5.9. 검색). 일제강 기인 1929년 �조선일보�에서 남천리 지역민 178명

을 상으로 한 문맹조사에서 한 과 한문이 혼용된 신문 한 장을 거침없이 읽고 내용을 

악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노 택, 1994 ｢日帝時期의 文盲率 推移｣ �國史館

論叢� 51, 104면).

37) 한국학 앙연구원편, �한국구비문학 계� ｢꺽지로 변하는 임꺽정: 제보자 안승덕(2011. 

2.19. 채록)｣ (https://gubi.aks.ac.kr/ 2018.8.3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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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로부터 국가가 태평무사할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다.38)38)  

이와 같은 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비권력층의 집권층에 한 과

한 부세와 사회 내 각종 차별 등이 불만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주목할 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인간 능력을 월하여 을 구

제할 성인이 언 되는 이다. 정여립이 활동하던 16세기 말 아직 ‘정감록’ 련 

기억인 眞人의 용어로 표 되지는 않았지만, 진인과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성인의 존재가 황해도에서 언 되는 상황은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정여립이 언 했던 성인의 존재는 40년 후인 1628년(인조6), 변 가․

명가로서의 의미를 갖는 진인의 출 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첫머리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조선인의 기억 속 ‘정

감록’을 구성하는 요소는 계룡산, 정씨, 진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세 가지 기

본  모두 정여립이 만들어 퍼뜨린 언 속에 직․간 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상을 염두에 두고 정여립이 뿌린 언의 씨앗이 

돼 나가는 양상과 그 속에서 명가로서의 진인 출 은 어떻게 언 되는지를 

살펴보겠다.

2) 언의 변용과 확산  

정여립이 퍼뜨린 언의 요소는 여러 방면에서 조선사회에 발자국을 남겼다. 

정여립 사건 12년 후, 정여립 첩의 사 으로 라도 益山 사람 소덕유는 경상도 

善山 사람 길운 을 꾀어 제주도에서 모반을 일으키고자 했다.39)39)제주도로 들어

간 길운 은 스스로를 길삼 으로 지칭했는데, 길상 은 바로 정여립이 황해도

에 퍼뜨렸던―“길삼  형제가 신병을 거느리고 혹은 지리산, 혹은 계룡산에 들

어간다.”―라는 언설 속 인물이었다. 이는 언의 요소가 사회에서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38) �宣祖修正實 � 권23, 22년 10월 乙亥 “湖南全州地 當有聖人作  拯濟吾民 則水陸皂隷 

族隣徭役推刷等役 皆蠲免 公私賤庶孽禁錮之法 皆革除 自此國家太平無事” 

39) �宣祖實 � 권139, 34년 7월 癸丑; 고성훈, 2009 ｢1601년 제주도 역모 사건의 추이와 성

격｣ �사학연구� 96, 155-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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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립 역모사건 39년 후인 1628년 1월, 계룡산과 련하여 훗날 �정감록�을 

구성하는 세부 언이 사회의 수면 로 떠오른다. 당시 강원도 원주에서 떠돌

던 언서 속에는 ‘草溪潮入 鷄龍建都( 계에 조수가 들어오면 계룡에서 도읍을 

세운다.)’40)라는40)표 이 등장했다. 이는 재 �정감록� ｢鑑訣｣ 속의 ‘草浦潮生行

舟( 포에 조수가 생겨 배가 다니고)’라는 표 의 최  형태로 이해된다.41)41) 

계속해서 ‘ 계조입 계룡건도’가 언 된 바로 그해 12월, 역성 명가로서의 의

미를 갖는 眞人 역시 조선 사회에서 언 된다. 국을 심으로 하는 근  이  

문화권에서 진인이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도가에

서 일컫는 ‘착한 본성을 기르는 사람․수련하여 도를 깨달은 사람’, 둘째는 불교

에서 일컫는 진리를 깨달은 아라한이다. 셋째는 불사약을 구하던 진시황이 盧生

으로부터 “진인은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구름을 

타고 다니며 천지와 더불어 원합니다.”라는 설명을 들은 후, “나는 진인을 흠

모하니 스스로를 眞人이라 이르고 朕이라 칭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목에서 

유래한다. 이후 진인은 천하를 통일하는 ‘眞命天子’를 지칭하게 다.42)42) 

진인 련 언설을 검토해 보면 의 1628년 12월 사건에서 라도 남원 사람 

송 유는 “나라가 망하려 하여 진인이 이미 출 했다.”거나 “하늘이 사람을 내

렸으니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43)43)여기서 진인

의 성씨는 許氏이다.44)44) 한 3년 후인 1631년 충청도 옥천사람 조흥빈의 고변사

건에서 련자들은, 진인에 해 ‘伽倻山 아래에 살며 생김새가 기이하고 두 어

깨에 해와 달 모양이 있는 정씨 성을 가진 사람․異人․성인․眞人’으로 언 한

다.45)45)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새로운 도읍지로 계룡산 

40) �仁祖實 � 권18, 6년 1월 乙丑.

41) 백승종, 2012 앞의 책, 119면; 2006 앞의 책, 119면; 李民樹 譯註, 1985 �鄭鑑 �, 25면. 

42) 진인의 세가지 의미는 汉语大词典编纂处, 1994(3쇄) �汉语大词典� 2, 139-140면; 진시황

의 진인 언 은 사마천(김원  옮김), 2005 ｢진시황본기｣ �사기본기�, 225-226면.

43) �仁祖實 � 권19, 6년 12월 甲辰.

44) 김우철, 2012 앞의 논문, 80면 주23 재인용; 진인의 성씨로 許氏, 鄭氏, 崔氏가 경합하는 

상은 이 논문의 74-88면 참고. 

45) �仁祖實 � 권24, 9년 2월 丁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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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부의 鎭岑과 계룡산 남부의 新都(신도안)가 언 되는 이다. 둘째는 진인

이 “가야산 아래에 살고 있다.”는 언 인데, 이는 180년 후인 1812년(순조12) 

‘홍경래 난’에서 홍경래가 언 하는 ‘가야산 아래 진인’으로 이어진다.46)46) 

필자가 여기서 주목하는 은 그러한 언서가 실제 존재했느냐 아니면 군

가 상 편을 곤경에 빠뜨리기 해서 만들었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조선인들 사

이에 이러한 기억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 변형  활용되면서 사회에 

확산되는 상이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상을 보여주는  하나

의 사례는 정여립 사건에서 그가 사용했던 鄭八龍이라는 ‘가상의 호(幻號)’이다. 

흥미롭게도 정여립 사건 약 140년 후면서 무신란이 수습된 1729년( 조5), 라

도와 경상도 경계 지역에서는 스스로를 정팔룡과 정도령으로 일컫는 자가 등장

하고 있다.47)47)결국 ‘계룡산이 정씨 도읍지로 확정되는 과정’, ‘진인이 정씨로 굳

어지는 상’은 정여립이 심은 언의 씨앗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조

선인의 호응을 얻고 살아남으며, 다른 유사 개념인 정도령을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 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조흥빈 사건에서 정씨 성을 가진 異人의 존재가 언 된 이후, 조선에서

는 정씨 명에 한 언설이 꾸 히 퍼져나가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사회에 상당

부분 퍼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682년과 1691년의 각종 鞠問 사건에서 련

자들이 “조선에서 鄭哥가 신한다.”거나 “그 말의 뜻을 찰하면 세속의 이른

바 奠邑의 讖 인 듯하 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48)48)그

리고 1694년(숙종20), ‘海島眞人’과 ‘海上眞人’으로서의 鄭氏가 출 할 수 있는 

지역은 남해의 섬으로까지 확장되기에 이른다.49)49)

여기에는 국 륙의 통치 왕조가 명에서 청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청나라

에 반기를 들고 명나라 회복을 해 만에 東寧王國을 세웠던 만 정씨 가문

에 한 조선의 기억이 작용하고 있다. 만 정씨 세력의 시작은 鄭成功(1624 

46) �純祖實 � 권15, 12년 4월 庚午.

47) �英祖實 � 권22, 5년 4월 癸未 “森曰 湖嶺之間 有或稱鄭八龍 或稱鄭都令 云 故 捕校

捉來 則手持鐵椎 自稱裵守一 而爲人極妖惡矣”; 김탁, 2005 앞의 책, 142면.

48) 김우철, 2012 앞의 논문, 89면 주65; 93면 주74 재인용.

49) �肅宗實 � 권26, 20년 4월 戊辰; 권27, 20년 7월 庚午; 9월 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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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인데 그는 나가사키(長崎)에서 명나라 사람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

에서 태어났다. 정성공은 청의 南明 정권 섬멸 과정에서 항거  확보를 해, 

166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만에서 몰아낸 후 죽는다. 정성공의 뒤를 이은 

인물이 아들 鄭經(1642-1681)으로, 1664년 만에 동녕왕국을 세운 후 1673년 

륙에서 ‘삼번의 난’이 일어나자 참여하여 복건성 일부를 장악한다. 정경은 

1680년 륙의 거 을 상실한 후 만으로 귀환하여 이듬해 1월에 죽고, 1683년 

정씨 세력은 청에 항복한다.50)50)

주목할 은 륙에서 삼번의 난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은 련 정보를 얻기 

해 극 활동하는데, 이때 조선에 퍼진 소문이 ‘정경의 군 가 명에 한 의리

를 지키지 않고 청을 섬기는 조선을 정벌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정경의 조선 

침공설이 퍼지면서 피난 행렬이 꾸려지는 등 조선 민심도 동요했다. 이 과정에서 

역모를 꾀하던 인물들은 ‘정경의 조선침공설’을 이용하게 되고, 이는 조선인들의 

기억 속에 해도진인과 해상진인의 주인공으로 정씨를 각인시킨 원인이 다.51)51)

진인의 성씨와 특징이 구체화되는 모습은 숙종 23년(1697) 이 과 유선기의 

상변에서 볼 수 있다.52)52)이들은 진인의 성씨로 정씨와 최씨를 거론하는데, “조선

의 왕으로 鄭姓을 세운 후에 국을 공격하여 崔姓을 왕으로 삼는다.”는 언사를 

내뱉고 있다. 우선 주목할 은 ‘정씨가 먼  조선의 왕이 된 후’라는 말이다. 이

를 통해 조선에서 진인이 될 수 있는 성씨로 정씨가 다른 성씨와의 경쟁에서 우

에 서는 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己巳年 戊辰月 己巳日 戊辰時’라는 

진인 사주의 구체화다. 이는 기존 막연히 세상을 변 할 존재라는 의미로부터 

실의 어려움을 견디면 언젠가 만날 수 있는 실감을 갖춘 인사로 의미가 확

장되는 상이다. 즉 진인 사주에 한 언설은 조선인들에게 상상 속 진인이 아

닌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실화 시킨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필자는 아울러 ‘새로운 세상을 열 정씨’라는 기억의 확산에 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 1728년( 조4) 발발한 무신난이라고 생각한다. 정여립 사건 이후 인조와 

50) 국 륙의 명․청 교체기 만 정씨세력에 해서는 정응수, 2018 앞의 논문, 404-407면. 

51) 만의 정경과 해상진인 연 성은 정응수, 2013 앞의 논문, 365-378면.

52) �肅宗實 � 권31, 23년 1월 壬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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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를 거치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정씨 진인과 함께, 정도령의 존

재 역시 무신난을 계기로 사회에 등장한다.53)53)특히 무신난에 주도 세력으로 참

여했던 鄭希亮(?-1728)은 자신을 정도령으로 일컬었다.54)54)그런데 정도령이라는 

용어는 아래에서 언 할 �정감록� 정본화 과정에서 삽입된 여러 언서 속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다만 19세기 말 동학 확산과 진인 출 을 설명한 김구

(1876-1949)의 �백범일지�에서 ‘계룡산에 정도령이 도읍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

인되는데,55)55)정씨 진인의 유사 형태인 정도령의 존재가 1892년 조선인의 념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만 정씨 가문에서 비롯한 해도진인의 

존재를 무신란 주동자들이 정도령으로 변형․활용함으로써 이후 조선 사회에 남

긴 흔 이라 생각하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20세기 후반 충청도 공주에서 

채록된 다음 정도령 설화이다.

정감록 얘기, ‘해도정출(海島鄭出)’이라고 그랬어요. 정도령이 바다 가운데서 나온

다고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 

- 1989.5.14. 공주시 동 노인회 에서 정기원 씨(남, 69세) 구연56)
56)

독자는 여기서 김구 언사와 설화를 통해 언서 �정감록�의 참언을 실 할 인

물로 정도령이 언 되는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설화 구 자는 정도령과 �정

감록�을 동일선상에서 다룬 기억을 하고 있다. 흥미로운 은 정도령이 언

되는 1729년에 이 언은 책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다. 실상 언서 

�정감록�은 무신란으로부터 10여 년 후, 조선의 북쪽에서 처음 등장한다. 한  

�정감록� 정본화 과정에 들어간 각종 언서에는 정도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러한 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다. 16세기 말 정여립이 조선

53) 주47을 참고할 것; �英祖實 � 권18, 4년 5월 庚申. 

54) �南征 � 坤 26-27면 “通諭文曰 行兵曹判書兼四路都巡撫使爲通諭事 ( 략) 所 鄭希亮

 卽前參奉重元之子遵儒 變名陰圖不軌 自稱鄭都令之說 多發於同黨賊徒之口” �남정록�

내용은 유교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자료를 활용했다(http://www.ugyo.net 

2018.12.01. 검색).

55) 김탁, 2017 앞의 논문, 135면 주6 재인용; 金九, 1983 �白凡逸志�, 敎文社, 32면.

56) 신동흔, 2009 앞의 책, 248면, 주5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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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를 신할 계룡산과 정씨의 언을 만든 이후, 조선사회에는 17세기 만 

정씨 세력과 련한 소문을 거치면서 진인의 성씨로 바다의 섬에서 등장할 정씨

가 굳어졌고, 이후 무신란 주모자들이 정도령을 활용하면서 정도령 역시 ‘정감

록’의 기억으로 편승 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감록’에 한 기억 요소

를 바탕으로 군가는 자신이 처한 지역과 상황에 따라 이를 선택  변용하면

서 기록할 수 있었다. 특히나 인쇄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의 상황에서 아울

러 �정감록� 같이 정부에서 지당한 언서의 경우에는 내용의 체 거리는 

같으면서도 세부 내용은 달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본의 존재 가능성은 상당부분 

열려있었다고 야 한다. 군가가 �정감록�이라는 책명을 달고 그것이 사회에 

인기를 얻는 순간 유사한 제목과 내용을 갖춘 다양한 이본이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었다.

3. 기억에서 기록으로

‘정감록’을 구성하는 기억의 요소들은 조선왕조 개창 이후 사람들의 심을 얻

고 선택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시 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기록으로 환

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한국사에서 언서의 책명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정감록�의 출 이다. 이 장에서는 1739년 발생한 이빈 사건을 통해 기억이 기

록으로 바 는 상을 검토하고 그 속에 반 된 조선인들의 이상향에 한 소망

을 그리고자 한다.

1) 이상향의 기억, 철옹성

�정감록�과 �역년기�의 일도 한번 밝게 핵실하여 엄히 처치해야 합니다. 이를 함

경감사에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해야 하는데, 비변사에서 문서를 살펴보니 조유제 

등은 련이 가장 긴 합니다.57)57) 

57) �備邊司謄 � 조 15년 6월 15일 “又所啓 鄭鑑 歷年等事 亦不可不一番明覈嚴處 此則

令咸鏡監司推覈狀聞 而自本司 見文案 趙裕齊等干連 緊” 歷年은 련 사료를 검토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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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은 한국사 연구에서 언서 �정감록�의 등장을 실증하는 최  사료

로 인정받는 1739년( 조15) 6월의 �비변사등록� 기사이다. 두 달 후인 8월의  

�실록� 기사에는 조가 함경감사에게 文名을 갖춘 鏡城 사람 李載亨 父子를 찾

도록 지시한 과, 당시 서북 변경 사람들은 鄭鑑이라는 인물이 언한 책을 가

지고 서로 말을 했다는 사회상을 하고 있다.58)58)이러한 성과 에 �승정원일

기�를 포함하여 �비변사등록�을 교차해서 검토하면, 이 언서의 출 과 련한 

새로운 역사상을 그려낼 수 있다.

20세기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된 이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   

�정감록�의 모습을 추측해보자. 1985년 역주를 진행한 李民樹는 이와 련 4가

지 견해를 제시했다. 첫째 �정감록�은 조선시  내내 살아남은 참 설을 담고 

있는 수많은 비기를 종합해서 칭한다. 둘째 재 �정감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鑑訣｣을 비롯한 10여 종류의 비기를 묶어 지칭한다. 셋째, �정감록�이라고 

하면 ｢감결｣ ｢東國歷代本宮陰陽訣｣ ｢歷代王都本宮數｣ ｢三韓山林秘記｣ 등을 묶어

서 말한다. 넷째 ｢감결｣ 하나만을 말하기도 한다.59)59)이러한 견해는 1961년 번역

을 한 金水山도 동일하다.60)60)

한국인에게 익숙한 20세기 �정감록�은 일제시기 호소이하지메(細井肇, 1886- 

1934)가 조선으로 건 와 당시 조선에 존재했던 언서 35종을 모아 1923년 2월 

동경에서 편찬한 �鄭鑑 秘訣輯 �을 원형으로 한다. 이후 각각 동년 3월과 4월

에 조선인 金用柱의 �鄭鑑 �(51종)과 玄丙周의 �批難鄭鑑 眞本�(25종)이 京城

에서 출간 으며, 양자 모두 동경 본을 심으로 가감했다.61)61) 

�정감록� 출  당시 내용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언서를 �정감록�으로 지칭

했는지에 해서는 재 시 에서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다. 다만 1787년(정조

때 歷年記를 의미한다.

58) 백승종, 2012 앞의 책, 230-233면; 2006 앞의 책, 78-80면; �英祖實 � 권50, 15년 8월 庚辰.

59) 李民樹 譯註, 1985 ｢해설｣ 앞의 책, 201-202면.

60) 金水山 編著, 1975 ｢정감록 해제｣ �鄭鑑 �, 24-25면.

61) 일제시기 �정감록� 편찬에 해서는 백승종, 2012 앞의 책, 251-275면. 서울 학교 앙

도서  소장 병주 �비난정감록진본�은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확인 가능하며, 大正 12

년(1923) 4월 18일 발행으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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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왕 정조와 金鍾秀(1728-1799)의 화를 통해 그 모습의 강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화를 나  계기는 1787년 星州에서 郭과 金이라는 姓을 가진 두 

사람이 이 언서를 돌려 베끼다가 官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김종수에 따르면 

성주에서 발견된 이 책은 매우 작은 씨로 쓰 고 풍수지리의 술법을 담았으

며, 첫머리는 南宋의 文天祥을 지칭하는 ‘文文山의 벗 李泌’로 시작한다고 했다. 

다만 책명은 �鄭鑑 �의 鑑자가 아닌 勘으로 혔다고 한다. 이를 들은 정조는 

이  獄 사건에서 자신이 본 �정감록�을 회상하며 “아무개씨는 몇 년을 가고, 

아무개씨는 몇 년을 간다.”라고 기억하자, 김종수 한 성주에서 발견된 책에 이

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동조한다. 한 정조는 지난번 자신이 본 이 언서의 

내용에 해 “이 책의 처음과 끝이 모두 묻고 답하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김

종수는 “바로 李泌과 鄭勘이 문답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한다.62)62) 

20세기 이후 정본화 과정 속 �정감록� ｢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감과 이심

의 화로 이루어졌으며, 앞서 정조가 언 한 로 “山川이 기를 모아 계룡산으

로 들어가니 정씨 팔백년 땅이요, 元脈은 가야산이니 조씨 천년의 땅이요, 주

는 범씨 육백년 땅이요, 송악에 이르러서는 왕씨가 부흥할 땅”63)이라는63)내용과 

지리 정보를 담고 있다. 이를 근거하면 18세기 �정감록�은 세부 차이는 존재하

겠으나 재의 �정감록� 속 ｢감결｣을 큰 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조와 김종수는 �정감록�의 등장 시기에 한 견해도 밝혔는데, 두 사람 모

두 이 언서가 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정조는 그 출  시기를, “무신년(1728, 조4)과 을해년(1755, 조31) 이후 나

라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류 가운데 략 풍수지리의 술법을 아는 자들이 이 

요사스러운 말을 지어 이로써 인심을 소동시키는 계책을 낸 것이요, 병신년

62) 정조와 김종수의 문답은 �承政院日記� 정조 11년 7월 15일 “鍾秀曰 嶺伯有私書於領相以

爲 星州牧使 捉得郭姓人 所謄妖書 蓋郭哥謄此於金姓人處 金哥謄此於許姓人處 ( 략) 其

妖書則乃蠅頭細書之冊子 而槪是地理方書 其中妖 凶 無數 ( 략) 上曰 其書起頭云何 

鍾秀曰 其起頭則以文文山之友李泌爲辭矣 上曰 此必鄭鑑 也 鍾秀曰 果是鄭鑑  而但非

鑑字 卽勘亂之勘字矣 上曰 此冊年前 獄時 予已見之 如某氏幾年 某氏幾年之說 在其中矣 

鍾秀曰 此等說果在此冊中 ( 략) 上曰 此冊首末皆問答乎 鍾秀曰 卽李泌 鄭勘問答 也” 

63) 李民樹 譯註, 1985 ｢감결｣ 앞의 책, 24-25면 “山川鍾氣 入於鷄龍山 鄭氏八百年之地 元脈

伽倻山 趙氏千年之地 全州范氏六百年之地 至於松岳 王氏復 之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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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정조1) 이후 나온 것은 아닌 듯하다.”64)라고64)분석했다. 이러한 정조의 견

해는 한국사에서 이 언서가 찬사료에 처음 기록된 1739년의 시 과 략 일

치한다. 그 다면 이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조  처음 등장하는 �정감록�

출 에 해 알아보자. 이 이야기는 일단의 무리가 조선의 북쪽 변경을 넘나들

었던 일에서 출발한다. 

1739년( 조15) 4월 23일 북병사와 함경감사 鄭錫五는 조선 국경을 넘어 만주

로 들어간 조선인 두 사람을 종성부사가 체포한 후 사형한 사실을 앙 정부에 

보고했다. 조정을 놀라게 한 은 金成白 등 5인은 1735년( 조11)을 시작으로 

1737년과 1738년에도 변경을 넘었으며, 청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들과

도 함께 살았다는 내용이었다.65)65) 

의 사건이 일어난 즈음 평안도 三登顯에서는 李濱이라는 인물이 숙천부사 

李馨遠의 심과 추  속에 붙잡혔다. 이빈과 함께 붙잡힌 사람은 韓斗三, 片大

運이었으며, 이들 3인 포함 략 40여 명이 숙천부 옥사에 함께 구 던 듯하

다. 숙천부에서 이빈은 “백두산 아래 100여 村이 있는데 그곳의 괴수는 金居士

이다.”라는 진술을 했고,66)66)이형원이 이러한 내용을 평안감사에게 알리자 감사가 

다시  앙에 보고하게 된다.67)67) 

이형원이 이빈 사건에 극 나선 이유는 1738년( 조14) 6월 숙천부사로 임명

된 이후 했던 특정소문 때문으로 보인다.68)68)그가 한 내용은 철옹성과 �정

64) �承政院日記� 정조 11년 7월 15일 “上曰 非必 某某人所爲 而要之戊乙以來 怨國不逞之

類 略知地家方書  作此妖  以爲騷動人心之計也 似亦非丙申以後所出 矣”

65) 북병사와 함경감사 보고는 다음 사료 참조. �英祖實 � 권49, 15년 4월 己亥; �承政院日

記� 조 15년 4월 21일; 4월 23일 “寅明曰 北兵使元弼揆 咸鏡監司鄭錫五 以犯越人事 有

狀啓矣 自乙卯越去 五人 而其中二人已爲捕得 三人則尙留彼地 越來  旣已見捕正法”;  

�備邊司謄 � 조 15년 4월 23일 “戶曹判書兪拓基曰 厥漢輩招中 有 胡同居之說 所

胡 似是避罪之人 則此外又安知無 來之人乎”; 조 15년 4월 24일 “行戶曹判書兪拓

基曰 移接彼地在於乙卯及丁巳戊午 ( 략) 上曰 鍾城府使誰也 宋曰 南益齡也” 

66) 이빈이 함흥 사람이라는 내용은 �備邊司謄 � 조 15년 6월 15일; 이빈의 김거사 진술

은 �英祖實 � 권49, 15년 5월 庚申.

67) �備邊司謄 � 조 15년 7월 30일 “又所啓 李濱事旣已收殺矣 李濱及各人招辭旣如此 李

馨遠轉報之後 道臣之驚動轉通於朝廷 事理當然”

68) 이형원의 숙천부사 임명은 �承政院日記� 조 1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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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록� �역년기� 등의 언서 다. 이빈 사건이 일어난 즈음, 평안도에는 ‘北關

(함경도)에서 150리 떨어진 땅’, ‘그 구도 정확한 치를 알 수 없는 철옹성’의 

존재에 한 소문이 횡행하고 있었다. 당시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함경도에서 넘

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탐문해도 철옹성의 실상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형원은 실상을 캐기 해 휘하 군 을 이빈에게 근시켰

고, 삼등 에서 이빈을 붙잡은 후 그로부터 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69)69)

이빈 사건을 한 조정은 평안감사와 함경감사에게 해당지역 수령  변방 일

을 아는 사람으로 差使를 삼아 은 히 두 곳의 변경을 살피도록 지시했다. 이에 

평안감사는 숙천부사 이형원을, 함경감사는 갑산부사 申世洸을 차사로 삼았다.70)70) 

두 명의 차사에게 맡겨진 주요 임무는 백두산 정계를 조용히 살펴 실상을 악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공을 세우려는 마음이 앞섰던 이형원은 군병 포함 최

소 500명의 인력을 거느리고 배 3척을 건조한 후, 죄인 3인을 향도로 삼아 압록

강을 넘어 4-5일을 머물게 된다. 이때 이형원은 이들을 인  없는 곳에 주둔시

키고, 죄인 이빈과 호송 인원을 포함한 18인을 별도 편성하여 철옹성을 찾기 

해 깊숙이 들여보내나 성과를 얻지는 못한다.71)71) 

5월 10일 조정에 도착한 신세 의 보고에는 이형원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린 

채 변경을 건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조정은 청나라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

생할 것을 염려하여 즉시 이형원의 행동을 지시킬 것을 명령한다.72)72)조정은 

69) �承政院日記� 조 15년 5월 10일 “聖任曰 臣聞北來人  則北人之越去西關 甚多 而道

臣探問去處 則終無形止 所 鐵籠城 距北關一百五十里地云 而亦不知何處 北人越去則分明 

而終不得推 去處 此甚可疑 亦不可 常處之矣 ( 략) 聖任曰 三登縣有賊後 捉得李濱 而

濱之 內 白頭山下 有百餘村 而其魁首則金居士云 故臣發 軍官于平安監營 而馨遠曾以此

事 有酬酢於前捕 云 似有苗脈 而馨遠初去之時 自 渠自獨見而來  何不取信乎”; 조 

15년 7월 20일 “馨遠欲鉤得實狀 軍官密誘李濱”

70) 숙천부사 이형원이 국경을 넘은 내용은 �英祖實 � 권49, 15년 5월 乙卯; �비변사등록�

조 15년 5월 10일; �承政院日記� 조 15년 5월 10일 참조.

71) 이형원이 돌아다닌 목은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13일; �備邊司謄 � 조 15년 6

월 14일.

72) 신세 의 보고 내용은 �英祖實 � 권49, 15년 5월 乙卯; �承政院日記� 조 15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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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앞서 변경을 넘다 종성에서 붙잡힌 김성백 사건을 계기로 함경감사를 체

직하고 후임자로 朴文秀(1691-1756)를 지명하여 견한다. 아울러 자의  단

으로 국경을 넘은 차원 이형원과 부차원  죄인 세 사람을 앙으로 붙잡아 오

게 한다.73)73) 

조정에서는 변경을 넘은 이들 죄인을 6월 9일 앙으로 붙잡아 올리는데,74)74) 

이빈의 철옹성 련 진술을 앙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기 해서 다. 세 명의 

죄인 가운데 핵심은 이빈이었다. 그는 보통 체구임에도 서울의 포도청 심문에서 

겁을 내지 않을 만큼 담력 넘쳤으며, 기력도 별반 쇠하지 않을 정도로 신체 조

건이 좋은 인물이었다.75)75) 

이빈 사건에서 조정의 심을 끈 내용은 두 가지 다. 하나는 조선인들이 변

경을 넘어가 鐵甕城과 馬馬海里에 무리를 지어 거주한다는 얘기 다. 필자는 여

기서 이빈이 언 한 철옹성과 마마해리는 조  당시 평안도 寧邊에 존재하던 

철옹성이나, 평안도 江界의 마마해와는 별개의 공간으로 생각한다.76)76)다른 하나

는 �정감록�과 �역년기� 등 언서의 언 이었다.

먼  철옹성  마마해리와 련한 이빈의 진술과 同시기 조선인들의 기억을 

살펴보자. 사건 기 이빈은 숙천 아에서 “丁巳年(1737)에는 12일 내에 철옹

성을 왕래했으며 주민은 20-30호 고, 작년(1738)에는 8일 내에 철옹성을 다녀

왔는데, 주민은 1백여 호 다.”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그는 “(철옹성에-필자주) 

거하여 살기를 좋게 여기는 자들은 토를 팔고서 들어갔다.”라고 했으며, 사람

들을 유인한 인물은 伊川 출신으로 곡식을 나라에 바쳐 가선 부가 된 金同知라

고 진술했다.77)77)여기서 김동지는 뒤에 언 할 金業先이라는 인물로 사건  맹

73) �承政院日記� 조 15년 5월 10일; �備邊司謄 � 조 15년 5월 10일; 부차원은 희천군

수 朴亮佐이며 련 사료는 �備邊司謄 � 조 15년 7월 30일 참조. 

74)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9일.

75) 이빈의 정신과 신체 특징은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9일; 6월 10일 “上曰 施 不生

㤼乎 聖任曰 周牢數三次 而終不服矣 ( 략) 潝曰 ( 략) 李濱極爲獰惡 久囚之餘 爲捕卒

捉來 而氣力 不敗矣”

76) 조  변 철옹성의 존재는 �英祖實 � 권31, 8년 1월 丁亥; 조  강계 마마해의 존

재는 �英祖實 � 권41, 12년 2월 戊辰.  

77) �承政院日記� 조 15년 5월 15일 “寅明曰 ( 략) 至於好好居生  賣田土而入去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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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들 김성항과 함께 숙천부에 구 된 인물이다.

철옹성을 찾기 해 이형원과 함께 변경을 넘은 일이 실패로 끝난 직후, 이빈

은 살기 해 官측에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빈은 “(이형원과 함

께 들어가 머물 던 곳에서-필자주) 그 로 40-50리를 들어가면 철옹성의 有無

를 알 수 있다. 함경도 사람들은 마마해리에 머무는데, 혹은 몇 년을 지내고 혹

은 1년을 지낸다.”라는 내용이었다.78)78) 

그러나 이빈은 서울로 올라와 포청에서 심문을 받을 때에는 “자신이 간 곳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했다.79)79)이빈의 이처럼 엇갈리면

서도 의심스러운 진술은 철옹성에 한 조정의 심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 시

기 함경도와 평안도에는 철옹성 련 소문이 무성했던 듯한데, 이빈 사건이 있

기 부터 이들 지역에서 근무한 리들 에는 그곳의 실체를 알아내기 한 

시도를 수행했다. 이야기의 핵심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부터 존재

했고 그곳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역시 끊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철옹성 소문 련,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80)80)함경도에 근무했던 한 邊

은 “철옹성에 한 설이 옛 부터 존재했다. 남자는 짐을 등에 지고 여자는 짐

을 머리에 인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철옹성에 가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찾

을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했다. 1735년( 조11) 함경도 吉州牧使로 근무했

략) 顯命曰 ( 략) 所 金同知卽伊川人 而納粟嘉善云矣”

78) �備邊司謄 � 조 15년 6월 15일 “李濱之 以爲 猶入四五十里 則可以知鐵甕有無 北關

民人留滯馬馬海里 或經數年 或經一年云”

79)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9일 “聖任曰 臣見肅川文案 今日又聞罪人之  大抵李濱招

辭可疑 多 渠稱以丁巳年則十二日內往來 昨年則八日內往來云 前後三次往來 而終不指示

 極涉可疑 今日則亦以爲不往渠之往處 故不能 覓云”; �備邊司謄 � 조 15년 6월 15

일 “今以李濱招辭中大違端 之 ( 략) 丁巳年入見之時 居民不過數三十戶 再次往見 則

曰百餘戶云”

80) 1739년 철옹성 련 리들의 목소리는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9일 “北道邊 遞來

人來見臣 臣問之 則鐵擁(甕)城之說 自古有之 男負女戴 往 絡繹 而不能 見云 向 吉州

牧使成允赫 見臣 曰 其州人金就章 非虛妄之人 而稱以渠自往見鐵擁(甕)城云 故問其形止 

則居民三四十戶 渠亦欲往居云 成允赫欲以衙客及吏屬 就章偕往 見矣 未及爲之而遞還

云 其 似有某處而未可知矣 ( 략) 潝曰 雲寵萬戶來見臣 以爲鐵擁(甕)之說 自古有之 往

居 背相接 或稱不可居而還爲出來 有之云矣”; 당시 운총만호는 崔溢이며 련 사료

는 �承政院日記� 조 15년 4월 21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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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成允赫도 철옹성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길주 사람 金就章은 허망한 이가 

아닌데, 그가 가서 철옹성을 보았고, 규모는 3-40호이며 김취장 역시 가서 살고

자 했다. 아무개 땅에 철옹성이 있는 듯한데 알 수는 없다.”라는 이었다. 1739

년( 조15)의 雲寵萬戶 역시 “철옹성에 한 얘기는 이 부터 존재했으며 철옹

성에 가서 살려는 사람들도 계속 존재했지만, 더러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나온 자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들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1735년부터 철옹성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인데 묘하게도 앞서 김성백 

등 5인이 변경을 넘었다고 진술한 시 과 일치한다. 

여기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철옹성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 시 부터 

존재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자. 에서 필자가 료들의 재직 연도를 서력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심을 끌지 못했을 수 있지만, 과연 당 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 부터’라는 기억이 어느 시 을 지 하는지 유의해야 한다. 이는 이빈 

사건을 조사하던 우의정 宋寅明(1689-1746)이 역시나 함경도에서 직을 지냈던 

주요 인물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81)81) 

먼  이빈 포함 철옹성과 마마해리를 廢四郡과 연상하여 기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조  당시 폐사군은 행정상 평안도와 함경도 경계에 치

한 곳으로 江界府에 소속 다.82)82)이것이 조정에서 이빈 사건을 처할 때 평안

도와 함경도에서 각각 차사를 뽑아 합동으로 조사하게 했던 이유이며, 압록강 

머 철옹성을 찾던 이형원 일행의 시도가 실패한 후 조정에서 이빈을 서울로 

붙잡아 올리고자 포청 군 을 강계부로 견한 까닭이었다.83)83)  

81) 송징래는 �備邊司謄 � 기  1736년 9월 14일 북병사를 제수 받아 11월 9일 국왕에게 하

직 인사를 한 후 부임했다. 그는 �承政院日記� 기  1737년 8월 4일 해당 직책을 수행 

이며, 10월 4일에는 서울로 돌아온 상태이다.; 서종옥은 �備邊司謄 � 기  1736년 10월 

7일 함경감사를 제수 받아 12월 12일 국왕에게 하직 인사 후 부임했다. 그는 �承政院日

記� 기  1738년 7월 2일 해당 직책을 수행 이며, 8월 1일 부제학으로 임명 다.; 조

국은 �英祖實 � 기  1737년 윤9월 15일 함경북도 六鎭의 어사로 차출되어 1738년 7월 

8일 국왕에게 복명했다(�英祖實 � 권45, 13년 윤9월 庚午; 권47, 14년 7월 戊午).

82) 폐사군의 경계는 �英祖實 � 권118, 48년 1월 辛酉 江界府使 鄭彦忠 상소 참조.

83)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9일 “又以左右捕盜廳 啓曰 ( 략) 發 左右廳軍官 行到江

界地 罪人李濱韓斗三片大運等 今已捉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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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철옹성을 폐사군과 연결하여 생각했던 료들의 기억을 살펴보자. 

1736년( 조12) 11월부터 략 1년간 북병사로 재직했던 宋徵來는 “廢四郡을 본

즉 옮겨 들어간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한 1736년 12월부터 1738

년 7월까지 함경감사로 재직했던 徐宗玉과, 1737년 윤9월 함경북도 六鎭의 진휼 

업무를 감찰하는 어사로 임명되어 1738년 7월 국왕에게 결과를 보고한 趙榮國이 

공통으로 하는 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송인명에게 “진사 오필제란 인

물이 집을 팔고 옮겨 들어갔다 합니다.”라는 언사를 하고 있는데, 에서 이빈이 

진술한 “거하여 살기 좋게 여기는 자들은 토를 팔고서 들어갔다.”라는 내용과 

유사하다.84)84) 

다음으로 함경도 어딘가에 의 철옹성과 같은 곳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 있었다. 1735년( 조11) 청나라로 가는 외교사  연행사의 서장 에 임

명되어 평안도를 경유하며 련 소문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具宅奎의 기억

을 들어보자.85)85)그는 1739년( 조15) 이빈 사건으로 의견을 나 는 자리에서 그

곳 특징을, “함경도 굴속에는 십리 되는 평야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들어간

다 합니다. 평안도 사람들 에 옮겨 들어간 자들이 많이 있는데 조선 경내에 

있는 듯합니다.”86)라고 말했다.  86) 

필자는 여기서 “십리 되는 평야를 갖고 있었다.”라는 언 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곳이 농사가 가능한, 즉 먹고 사는데 직  도움을 주는 경제 

행 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어 든 평안도에서도 신비

의 그곳을 찾아 함경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과, 이러한 

소문이 1735년( 조11) 조선 북쪽에 존재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일부 사람들

은 그곳을 함경도 길주의 어느 곳으로까지 구체화했다. 앞서 成胤赫 역시 “길주

84) �承政院日記� 조 15년 5월 15일 “宅奎曰 ( 략) 廢四郡 臣未見之 ( 략) 寅明曰 宋徵

來爲北兵使時 見之則多有移徙入去 云 徐宗玉趙榮國亦有所云云 進士吳必濟  賣家移入

云矣” 

85) 구택규는 �英祖實 � 권40, 11년 9월 庚申에 서장 에 임명되어 �英祖實 � 권41, 12년 4

월 癸未에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했다.

86) �承政院日記� 조 15년 5월 15일 “宅奎曰 北道窟中 有十里開野之處 人多入去云 ( 략) 

而平安道民人 多有移入  ( 략) 則似是內地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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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었을 때에 본즉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었다.”는 을 1739년( 조

15) 송인명에게 언 하고 있는데,87)87)이러한 기억은  구택규의 언 과 거의 동

일하다. 

이와 같은 기억들을 통해 필자는 철옹성 련 소문의 처음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시기상 17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형태는 “함경북도 

길주 어느 곳에 치한 굴속에 들어가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만나게 된다. 

그곳은 흉년을 만나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곳이다.”라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

곳은 언서 �정감록� 속 이상향으로 설정된 피장처와 유사한 공간이었다. 앞서 

성윤 의 언 에 등장했던 김취장 역시 이곳을 ‘별천지․별세계’로 기억하고 있

었다.88)88)이러한 소문은 당시 북쪽 지역에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이빈은 이를 폐

사군 머의 ‘철옹성’으로 지어냈을 것이다. 

흥미로운 은 철옹성 부류의 이상향을 동경하는 문화 상이 18세기 조선 사

회에 확산되고 있었다는 이다. 이상향이란 실에서는 알 수 없고 갈 수도 없

지만, ‘살기 좋은 공간’이라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성한 곳이다.89)89)이러한 상이 

18세기 사회상이라면 �정감록;감결� 속 십승지 개념은 이와 같은 문화 배경 속

에서 출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필자가 이빈이 철옹성을 지어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이빈과 

함께 붙잡혔던 한두삼은 서울 포도청 심문에서 “철옹성에 들어간 일은 애  이

빈과 함께 가지 않았다.”거나 “숙천 감옥에 있을 때 처음에 실상을 모르는 것으

로 진술하자 주리 틀리는 형벌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본 것으로 거짓 자백했

다.”라고 진술한 이다. 둘째 한두삼은 이빈과의 질에서 “자신은 실제 철옹성

을 보지 못했고 이빈에게 속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자 이빈이 머리를 숙이고 아

87) �承政院日記� 조 15년 5월 15일 “寅明曰 臣軍官成胤赫在吉州時見之 則多有入去之人

云”; 성윤 은 �英祖實 � 권40, 11년 4월 己未에 길주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88)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10일 “聖任曰 吉州人金就章以爲 分明見鐵擁(甕)城 則果是

別乾坤 渠欲入居云 成允赫親聞其語 蓋就章卽吉州之約正輩云”

89) 이태희, 2017 ｢조선시  사군(四郡) 련 산문 기록에 나타난 도교 문화  공간인식의 

양상과 의미｣ �코키토� 81, 490면. 논문 속 사군(四郡)은 단양․청풍․제천․ 춘으로 

필자가 언 한 ‘폐사군’과는 별개 지역이다. 이태희는 이상향을 유토피아로 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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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말도 못한 을 들 수 있다. 셋째 한두삼이 숙천 옥사에 갇혔을 때 함께 붙

잡힌 김여원과 이진창에게서 들었다는 다음 내용이다. 그것은 “김여원, 이진창 

자신들은 이빈을 따라 차 갔으나 보지 못했는데, 이빈이 ‘철옹성은 내가 의당 

찾아내야 하니 희들은 가서 보았다는 것으로 말을 해 달라.’”라고 부탁한 

이다.90)90) 

이외에 이빈이 철옹성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는 다음 증거도 존재한다. 이빈은 

포도청에 옮겨온 직후 받은 심문에서 “세 차례 (철옹성을-필자 주) 왕래하면서

도 청나라 땅인 을 알지 못했는데, 檀君臺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조선 땅인 

 알았다.”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官에서 이러한 이빈의 진술 내용을 편 운에

게 묻자 그는 “맹랑하다.”고 답했다.91)91)이는 이빈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이빈이

란 인물은 언제든지 말을 꾸며 그럴듯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지  

수 과 개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이빈 사건과 같은 시기 함경도에서 유행하던 ‘육진’ 지역과 련한 

소문을 언 하겠다. 이빈 사건에서 련자들이 육진을 직  철옹성으로 언 하

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빈이 처음 폐사군을 넘어 철옹성에 드나

들었다고 진술한 1737년( 조13), 육진에서는 ‘魚帥入北 六鎭無人’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여기서 魚帥는 魚有琦를 의미하는데, ‘북병사로 임명된 어육기가 

함경도로 들어오면 육진 지역에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어유기는 

1737년 6월 앞서 언 한 송징래의 후임으로 북병사에 임명된 이후 3개월 동안 

90) 한두삼이 서울에서 한 진술 내용은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13일 “韓斗三入往鐵擁

(甕)事 初旣不 李濱偕往云 故斗三雖服誣招 猶不可直歸李濱於虛謊 而至於金汝元李振昌 

則李濱旣自 之偕往 ( 략) 使之面質斗三以爲 渠實不見而爲李濱所欺云 則李濱垂頭無

 且斗三 內 在肅川獄時 聞金汝元李振昌之  則渠輩隨李濱 累往而不見 李濱以爲 鐵擁

(甕)城 吾當 出 汝輩則宜以往見爲 云云 ( 략) 韓斗三以爲 在肅川時 初以不見實狀納

供 則嚴加周牢 不勝其刑 果以往見誣服”

91) 필자는 “맹랑하다”는 답변을 한 인물을 편 운으로 추정했는데 사료에는 단지 ‘그  한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때 이빈과 함께 포도청으로 끌려 온 인물은 한두삼과 편 운

으로, 이빈과 한두삼은 이름이 표기된 반면 편 운은 진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게 

추측했다.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10일 “潝曰 三次往來 而不知爲胡地 有檀君臺 故

只知爲我地云矣 上曰 其中一人 則本府文案孟浪云矣 潝曰 渠以爲無識淺見 非亡命則必死

罪也 此招辭而問之 則以爲孟浪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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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을 꺼리다 원필규로 교체된 인물로,92)92)실상 해당 직임을 띠고 부임하지는 

않았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소문을 만들어 낸 인물은 함경도라는 지방에 

거하면서도 인편이든 문자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앙의 소식을 극 나서서 

할 수 있으며, 문자 활동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라고 하겠다. 실제 이 소문은 1738년 ‘어사입북’이 빠진 채 ‘육진무인’의 형

태로 해지는데, 이로 인해 함경도를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자들이 발생하고, 

함경감사는 이들을 붙잡아 돌려보내기도 했다.93)93)   

2) 기억의 결정체: 책명 �정감록�의 등장

이빈 사건을 처리하는 조선 료들이 철옹성 외에 조사에 신 을 기울인  

다른 소재는 민심을 흔드는 언서 련 정보 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말을 지

어내는 근원을 알아내는 것이 최  심사 다. 사건  이빈의 입에서 철옹성

과 함께 언 된 언서는 �歷年記�와 �정감록�이었다. 서울로 붙잡  와서 심문

을 받던 이빈은 �정감록� 련 의를 달아난 趙裕濟라는 인물에게로 돌렸다.94)94)  

이빈은 �역년기�에 해, “金成恒이라는 인물은 맹인으로, 陰陽과 卜筮 등의 

술법이 정 한데 �역년기�를 상세히 알며, (그의 아버지-필자 주) 金業先 역시 

�역년기�를 아는데, 이빈 자신은 �역년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했다. 그러

면서 자신은 安 白과 김업선이 �역년기�의 말을 주고받을 때 이를 들었다고 

진술했다.95)95)이어 이빈은 “김업선은 伊川 사람으로 아들(김성항-필자 주)이 病

92) 어유기 소문과 향은 �承政院日記� 조 15년 5월 15일; 6월 10일 참조, 어유기 북병사 

임명과 직은 �備邊司謄 � 조 13년 6월 18일; 조 13년 윤9월 14일 참조.

93)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10일 “顯命曰 ( 략) 近來北道訛 朋  昨年又有六鎭無人

之訛  以是北人大騷 奔避 甚衆 徐宗玉執其奔避  還 北關矣”

94)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9일 “而所 鄭鑑  雖諉於在盜之惟悌 亦極巧惡” 이 목은 

조의 傳敎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 惟悌는 趙裕濟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라고 생각하며 盜는 로 풀이했다.

95)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10일 “聖任曰 鄭鑑 根本 出於趙裕濟 而關西不爲覈問 所

歷年記 若祕記  然李濱以爲 金成恒以盲人 術業頗精 詳知歷年記 金業先亦知之 而渠則不

知云矣 ( 략) 上曰 歷年記誦之乎 聖任曰 金業先誦傳云矣 以此出問目 而終不服矣 潝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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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이기 때문에 北靑 지역에 가서 살았으며 (그들은-필자 주) 북청에서 거한 후

에 조유제의 �정감록�과 �역년기�를 익히 보았다.”라고 진술했다. 특히나 김성

항이 그 책들을 외워서 했기 때문에 이빈 자신 역시 이를 들었다는 것으로 

진술했다.96)96)

그런데 여기서 �역년기� 출  시 과 내용 련 흥미로운 을 발견할 수 있

다. 앞서 언 했던 조 국은 1737년 윤9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육진의 감진어사

로 근무하던 시 에 �역년기�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739년 이빈 사

건을 조사하던 趙顯命(1690-1752)에게, “�역년기�는 한 로 작성 는데 내용을 

검토하면 大北쪽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97)97)그런데 1737

년은 이빈이 철옹성을 찾아 처음 조선 변경을 넘어갔다고 주장한 해와도, 한 

‘육진에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발생한 시기와도 공교롭게 일치한다. 

서울로 올라 온 이빈의 입에서 이러한 진술과 련 의자들의 의심스러운 상

황이 나오자 조정에서는 죄인들을 질할 필요성에서 추가로 이진창, 김여원, 김

성항 등을 숙천에서 서울로 붙잡아 오도록 지시한다.98)98)특히 이진창의 동생 이

진만은 형이 체포되자 자신의 배를 칼로 찔러 자살을 시도했기에 조정의 의심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들은 략 한 달 후 서울로 들어오는데 이때 호송된 인물

은 의 3인과 김업선, 이진만, 승려 極明이 포함 다.   

조가 이들을 의심한 은 네 가지 다. 첫째 이빈 사건의 김업선이 1730년

( 조6) 경술옥사 사건에서 언 된 金同知와 동일 인물은 아닌가라는 의혹이었

다. 경술옥사는 경술년에 일어난 두 사건을 의미한다. 하나는 朴道昌 등이 玉貞

이란 여인을 박도창의 첩과 함께 궁궐에 들여보내 박도창의 고모인 內人의 도움

을 받아 사람 머리 와 여우․고양이 를 부 , 주문과 함께 궐 안에 묻고 

安 白金業先諸人 歷年記酬酢之時 聞之云矣 上曰 此詐也”

96)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10일 “潝曰 金業先本是伊川之人矣 聖任曰 以其子病人故 往

居北靑 居北靑之後 趙裕濟鄭鑑 歷年記 慣見云矣 上曰 尤痛 金成恒矣 潝曰 李濱以爲金

成恒 誦傳其冊 故渠亦聞之云” 

97)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10일 “顯命曰 所 歷年記 趙榮國得見 則以諺書謄出 而大抵

大北所作云矣 上曰 何以知大北所作耶 顯命曰 必其語意似大北之作矣”

98) 이빈 사건 련 서울로 올라온 죄인들은 다음 사료 참조.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13

일; 조 15년 7월 17일; �備邊司謄 � 조 15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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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주한 사건이다.99)99)다른 하나는 睦天任, 睦天顯 형제가 조카 睦聖觀과 

함께 內官과 조하여 궁궐 담을 넘어 불을 지르고 흉역을 모의한다는 내용이다. 

조정은 이들 두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으며 무신란의 연장선에 치한 것으로 

이해했다. 문제는 목천임이 의를 받던 내용은 그의 종인 老味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노미가 지목한 내 이 바로 김동지 다. 특이한 은 경술년 김동지가  

�승정원일기�에서는 ‘김동지’로, � 조실록�에서는 ‘이동지’로 표 된다는 이

다.100)100)조정에서는 경술옥사 이후, 김동지의 존재에 해 계속해서 심을 가졌

다. 그러나 노미가 고발한 사람들 모두 실상이 없는 것으로 석방 으며, 이동지

란 인물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빈 사건으로 재차 경술옥사 련 

자료를 검토해 김동지를 찾고자 한 1739년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101)101)   

둘째 조는 김업선이 맹인 아들을 거느리고 서울에서 살다가 왜 함경도로 갔

으며, �정감록�을 듣고 믿은 후에 식구를 거느리고 발신할 곳을 찾아간 의도를 

의심했다. 셋째 조는 김성항의 경우 “이빈이 말한 �정감록� 이야기를 귀로 듣

는데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나, 외우지 않았다면 갇  있는 몇 개월과 붙잡  

올라오는 즈음에 평상시 외우던 것도 잊어버리는데 이처럼 외워서 말하니 이빈 

진술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조는 김업선 부자를 亂民 아니면 흉

역이라고 여겼다. 넷째 이진창의 동생 李振萬은 모의한 것이 없었다면 어  붙

잡히자 스스로 배를 찔 는지를 의심했다.102)102)  

 99) 경술옥사는 �英祖實 � 권26, 6년 5월 庚午; 5월 辛未; 권27, 6년 8월 庚戌 참조.

100) �英祖實 � 권29, 7년 2월 己亥; 권42, 12년 9월 丙辰; �承政院日記� 조 11년 2월 14일.

101) �承政院日記� 조 15년 7월 24일 “傳曰 相 該府 旣無金同知之事 則以無文之事 若有

其事而推問  決非事體 亦無其梯 此則不可更問 以囚捕廳結末後 稟旨處分事 分付書訖”

102) �承政院日記� 조 15년 7월 17일 “上以捕廳罪人事 下備忘 使徵啓書曰 ( 략) 所 金

業先  卽所 往年金同知資名相符 而其居北道 亦乎其年 尤涉殊常 渠以瞽  旣居京中 

則往居北關 其何意思 此亦於渠足矣 抑何意思 聽信鄭鑑  率其眷 往拔身之地  意亦陰

慘 以此添問目 施 嚴問 其子成恒 以業先之子 其所去就 已涉殊常 而李濱所 鄭鑑 中

說 不過耳聽 旣非誦讀 則滯囚幾月 捉來驅馳之際 雖常時誦讀  其或漏忘 若是誦供 無異

於濱 業先爲父 成恒爲子 若非亂民 則必有陰蓄 ( 략) 而所 振萬  若無所爲 其何自刺 

尤涉陰慘” 친 부분은 ‘김동지는 瞽 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필자는 앞서 이빈

이 “김업선의 아들 김성항은 맹인이다.”라고 한 목을 참고하여 ‘김동지가 瞽 를 거

느리고 이미 서울에 살았은즉’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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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의혹을 풀고자 포도청은 다시  죄인들을 문 한 후 이를 국왕에게 보

고하는데 이때 거론되는 인물이 조유제이다. 조는 좌변포도 장 구성임으로부

터 조유제가 함경도에 있는 것을 보고 받고 빨리 붙잡도록 지시한다. 조정에서

는 이에 함경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즉시 붙잡아 서울로 보내도록 조치한다. 아

울러 구성임은 김성항 문  시 �정감록�을 외우게 하니 그가 거리낌 없이 익숙

히 외우며 을 잘 짓고 언변도 좋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을 추가로 

보고했다.103)103)

한편 김업선은 서울로 올라와 포청 심문을 받을 때 자신을 伊川 上西面 출신

으로 나이는 56세 내지 57세로 진술했다. 그는 이빈 사건 련 후의 �역년기�

와 �정감록� 등의 일을 모두 잊어버린 것처럼 답하 고, 이로 인해 송인명은 그

를 요사하고 간악한 인물로 지목했다.104)104)이빈 사건을 보고받던 조는 �정감록�

유래에 한 하나의 단서를 언 하는데 “�정감록�은 北人(함경도 사람들)의 口

傳에서 나온 것으로 이형원은 실상을 캐고자 휘하 軍官을 보내 은 히 이빈을 

꾀었으니, 이 역시 軍法의 지시 엿보아 살피려는 뜻에서 다.”라는 내용이었

다. 그러면서 조는 참람하고 외람된 말도 찾아서 제거할 것을 지시한다.105)105) 

이빈이 김업선, 이형원 등과의 질을 끝내자 조정은 이빈을 함경도로 보내 

감사 주  하에 조유제와 질시킨 후 결과를 기다려 극변에서 효시하도록 결정

103) �承政院日記� 조 15년 7월 19일 “上曰 曺允在於何處乎 聖任曰 方在北道云矣 上曰 分

付捉來乎 聖任曰 自廟 發關於北伯 使之趁卽捉 矣 上又閱文案而笑曰 所 鄭鑑  至今

不忘而誦之 其亦異矣 聖任曰 盲 固多有聰 而面質之時 使之成誦 則熟誦無礙矣 上曰 其

人何如 聖任曰 能文善辭 實難當之人也” 은 趙裕濟로 보는 것이 옳다. 국사편찬 원

회 탈 본(49책)과 �承政院日記� 홈페이지는 曺允成으로 되어있으나, 규장각한국학연

구원 홈페이지 원본 이미지는 曺允으로 기록되어 있다. 曺允成은 이때 參贊官이었다. 아

마도 조 당시 ‘조유제’를 ‘조윤’으로 잘못 기록한 듯하다(※ 함경감사 박문수는 조유제

의 罪狀을 보고하고 있다. �承政院日記� 조 16년 1월 25일; �備邊司謄 � 조 16년 1

월 28일; 여기서도 25일자 기록에는 趙裕濟로, 28일자 기록에는 趙裕浴으로 되어 있다). 

104) �承政院日記� 조 15년 7월 20일 “始炯曰 伊川有上西面 業先其有無 行査於伊川官 則

可知矣 ( 략) 寅明曰 金業先年纔五十六七 非 昏之人 而稱以 昏 有若前忘後失 然 

極爲妖惡矣 不可置之”

105) �정감록� 유래는 주111 참조; �備邊司謄 � 조 15년 8월 7일 “傳曰 ( 략) 其若僭猥

之說 探得而祛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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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06)106)함경감사 박문수는 사건  달아났던 조유제를 체포하는데 성공한 후, 

조정에 장계를 보내 이빈과 조유제의 처벌 방향을 보고한다. 박문수는 해당 보

고서에서 이빈은 요사스러운 말을 앞장서 주장하여 人心을 속인 죄로 효시하겠

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조유제는 이빈의 요사한 말을 믿고 빠져서 함부로 

(철옹성에-필자주) 옮겨 가고자 한 죄목으로 유배형에 처할 것을 청했다.107)107)그

러나 이빈과 조유제 모두 함경감  주  하에 처형된다.108)108)박문수의 이러한 보

고 내용은 사실상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일어난다.”는 부류의 ‘정감록’ 기억을 

문자화한 뿌리는 이빈이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함경감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 이빈과 조유제의 역할을 추

해보자. 사건 기 조정에서는 철옹성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최  심사 다. 

�정감록�은 이빈을 서울로 붙잡아 올려 그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면모가 드러났

는데, 조정은 처음 이빈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를 조유제에게 두었다. 

그러나 철옹성이라는 소문 자체를 만들어낸 인물이 이빈이고 자신의 의를 어

떻게든 덜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처지에서 책임을 조유제에게 미룬 그의 언 을 

그 로 믿을 수는 없다. 

사건을 조사하던 포도 장 구성임은 “北道 철옹성의 설은 이미 세상에 하는

데, 이빈이 ‘그가 스스로 가서 보았다.’라는 것으로 앞장서서 말했기 때문에 사람

들이 많이들 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 다.”라는 견해를 밝혔다.109)109)필자는 이

러한 구성임의 소회가 일정부분 사실을 반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정에서

는 철옹성 소문에 속은 사람을 수년 동안 70여 명으로 악했는데, 이는 이빈 

자신이 그곳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1737년을 기 으로 삼을 경우 ‘수년’이라는 의

미에 부합한다.110)110)이를 박문수의 장계와 조하면 결국 수년 부터 인심을 미

106) �承政院日記� 조 15년 7월 29일; �備邊司謄 � 조 15년 7월 30일.

107) �承政院日記� 조 16년 1월 25일 “此卽咸鏡監司朴文秀 以罪人李濱 有所狀稟 而李濱則

以唱說妖  誑惑人心之罪 請以梟示 趙裕濟則以信惑妖  妄欲遷徙之罪 請用流配之律”

108) �備邊司謄 � 조 18년 2월 10일 “左議政宋箚子云云 ( 략) 倡爲鐵甕之說  年已梟

示”; �承政院日記� 조 18년 5월 29일 “應洙曰 ( 략) 李濱韓斗三 臣雖捕殺 趙裕濟則

朴文秀亦殺之”

109)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10일 “聖任曰 臣之淺見 則北道鐵擁(甕)城之說 已成流傳 

李濱倡說 渠自往見云 故人多傳播 以至於此境矣”



‘정감록’ 기억의 형성과 예언서 출현·247

혹시켜 이들 70인을 꾄 것은 이빈이었고, 조유제는 이빈의 말을 신 하여 이들 

70인을 데리고 철옹성으로 옮겨 가고자했던 인물로 유추할 수 있다.          

에서 조가 언 한 �정감록� 단서들과 함경감사 박문수의 보고 내용을 다

시  뒤집어서 읽어보자. 그 게 하면 �정감록� 이야기의 시작이 이빈에게서 출

발하기에, 당시 숙천부사로 있으면서 련 소문을 한 이형원이 이빈을 목표로 

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결말로 보면, 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이빈이 이형원을 속인 셈이었다.111)111)필자는, 이빈이 이형원에게 “폐

사군 머 철옹성과 마마해리가 있는 그곳에 �정감록�을 지은 鄭鑑이 존재한

다.”고 말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형원은 공을 세우려는 마음에서 이빈과 

한두삼을 향도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넘었으나 애  이 모든 것이 

이빈의 거짓이었기에 그 존재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이빈이 이형원에게 언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에 조는 

서울에서 이빈을 조사하고 함경도로 보낸 이후인, 즉 8월 6일의 함경감사 수신 

傳敎에서 “정감은 그 사람의 근본을 이미 알지만 이는 북도(함경도) 사람이 아

니다.”라고 직  그 이름을 지목하여 논평할 수 있었다.112)112)그러나 이빈의 철옹

성과 �정감록�을 둘러싼 활동은 조의 명을 받아 사건을 조사하던 박문수가 조

유제를 붙잡으면서 실상이 탄로 났다. 그 결과는 앞서 언 한 로 인심을 속인 

죄로 이빈을 효시하겠다는 박문수의 보고 다.      

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필자는 이빈이야말로 1735년부터 시작된 함경북도 

길주의 이상향 련 소문  1737년 즈음의 철옹성 풍문을 퍼뜨린 근원에 해당

하는 인물로 생각한다. 실제 그가 官에 진술한 자신의 고향 역시 함경도 함흥이

었는데,113)113)이들 소문의 지역 배경이 함경도라는 에서 련성은 충분하다고 생

110)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10일 “顯命曰 李濱或虛 惑民 則遠不過數月 而今則數年見

欺之民 皆是七十之人矣”

111) �承政院日記� 조 15년 7월 20일 “上曰 ( 략) 則今 馨遠之罪 豈重於殺人乎 ( 략) 

一則渠意臆慮 有誰人入其中 以急功名之心 鍛鍊鑄張 以此梟示則過矣 一則鐵瓮城 非馨遠

創出也 在於鄭鑑  而出於北人之口傳 而馨遠欲鉤得實狀 軍官密誘李濱 此亦軍法炯察

之意也 此不過見欺於李濱也”

112) �備邊司謄 � 조 15년 8월 6일; �承政院日記� 조 15년 8월 7일.

113) 이빈은 �備邊司謄 � 조 15년 6월 15일 기사에서 자신을 함흥 사람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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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특히 이빈은 1737년 즈음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감록� 속 왕조교체

를 언 하며 “폐사군 머 철옹성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정감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으며 땅을 갖고 큰 어려움 없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유혹했을 것

이다. 이빈의 왕조교체 언  가능성은 서울에서 그를 신문하던 기, 우변포도

장 金潝의 평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김흡은 차사(이형원으로 추정-필자주)

의 왕복한 편지 한통을 언 하며 “이빈은 매우 간교합니다.”라고 평가하자, 조

는 �승정원일기� 기록을 담당한 任珽(1694-1750)에게 “이 일을 책에 지 말

라.”라고 지시하기 때문이다.114)114) 

끝으로 이빈 당 의 �정감록� 내용을 언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한

다. 앞서 필자는 18세기 �정감록�은 20세기 이후의 �정감록� 속 ｢감결｣을 큰 

거리로 하고 있으나 세부 모습은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서술했다. 이는 18

세기 당시의 이 언서는 20세기 이후 독자의 뇌리 속에 각인된 재 모습과는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 양상은 략 두 가지다. 하나는 이상향으로서의 

철옹성에 한 언 이고, 다른 하나는 정씨 진인의 출  공간이 조선 강토의 북

쪽 끝자락인 폐사군과 그 머의 공간―이 공간은 섬일 수도 있음―으로 설정

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홍경래 난’ 당시 정씨 진

인이 군 를 모아둔 공간으로 폐사군 지역이 설정 다는 이다.115)115)그 사례를 

언 하면 다음과 같다.  

김창시가 다시  제게 청하기를, 선천 검산 아래의 가야동 안에서 정시은이라 이

름한 이가 태어나서 5세가 된 후에 大國에 들어갔다. 홍의도에서 성장하여 철갑으로 

114) �承政院日記� 조 15년 6월 9일 “潝曰 差使員往復私書一通得見 則李濱極奸矣 上曰 此

事 注書勿書草冊 可也 此下不能記”

115) 홍경래의 난과 련하여 인용한 두 사료는 趙東一, 1981 앞의 책, 130-131면의 자료(4)

와 (10) 재인용. 조동일은 이 에서 진인이 군 를 四郡에 주둔한 것을, “국토의 맨 끝

인 그런 궁벽한 곳에서는 진인이 은 한 일을 꾸미고 있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그 게 

말했던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127면). “金(昌始)更請矣身曰 ( 략) 且宣川劍山下 珈

倻洞內 鄭時殷爲名漢 生後五歲 入于大國 紅衣島成長 而率胡兵鐵騎十萬 方在 物嶺上邊 

江界閭延地 昨年正月 出來”(자료4; 關西平亂  15冊 인본4, 334-335면); “五之同

志 在各道 不  而江界閭延廢四郡等地 有眞人鄭時時 胡兵連絡 以其多數軍 假作採

蔘軍 秘密屯聚 以待時日”(자료10; 洪景來, 李佑成․林熒澤, 李朝漢文短篇集 下, 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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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한 胡兵 10만을 거느리고 바야흐로 물령 쪽, 강계, 여연 땅에 있어, 작년 1

월 장차 나오려 하 는데 (후략)

우리 동지들 가운데 각도에 퍼져 있는 자들이 지 않다. 강계와 여연의 폐사군 

등지에 진인 정시시가 있어 胡兵과 함께 연락하고 있는데, 다수의 군사들을 인삼을 

캐는 장정으로 임시 만들어 비 스  모여 있으면서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필자는 홍경래 난을 배경으로 하는 의 언사 속 진인과 그 배경인 폐사군은 

19세기 에 갑작스  등장한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홍경래 난과 련한 의 

폐사군과 胡兵 이야기는 18세기 이빈이 말한 철옹성의 주요 무 이며 청나라 사

람들과 함께 머물 다고 거짓 진술한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결국 ‘홍경래 난’ 역시 이빈이 뿌린 �정감록�에 향을 받았음을 방증하는 것이

라 하겠다. 즉 21세기 재의 우리는 진인이 출 할 공간으로 남해의 섬을 연상

하는 海島眞人을 당연시 하지만, 1739년 이빈 사건의 �정감록� 속 진인의 출  

공간은 폐사군 머 지역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겠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조선왕조가 기록한 찬 사료에 1739년부터 등장하는 언서 �정감

록�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 으며, 이 언서가 사회에 출 한 배경은 무엇인지

를 검토하고자 했다. 필자는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기억이 갖는 속성

을 주목하여 기억의 생성과 성립, 변용  재구성에 을 두어 역사상을 구

하고자 했다. 이는 ‘정감록’ 련 기억이 어떻게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립과 

충돌 속에서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살아남아 사회에 퍼져 나가는가를 그려내는 

작업이었다. 필자는 아울러 기억이 문자를 통해 기록으로 환되는 상에 심

을 갖고, ‘정감록’ 기억이 언서의 책명으로 등장하는 18세기 반 조선의 사회

상에 용해 보았다. 이를 통해 오랜 시간 속에서 살아남은 기억의 편이 기록

으로 결집하는 구조를 이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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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개창 이후 일련의 정치 사건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기억으로서의 ‘정

감록’으로 각인된 요소는 계룡산과 정씨, 진인으로 이는 16세기 말 정여립 모반

사건과 깊은 련을 맺고 있었다. 정여립은 조선 왕실에 을 가하는 여러 

언들을 퍼뜨렸는데, 이때 그가 활용한 요소가 계룡산과 정씨 다. 그는 계룡산을 

주목하며 이곳에 도읍하여 조선왕조를 신할 성씨로 자신의 정씨를 부상시켰

고, 그 과정에서 ‘국 ’와 ‘100여 년 앞서’라는 단서를 붙여가면서 언의 신비함

과 당 성을 더하 다. 정여립이 이러한 언을 만들고 유포할 수 있었던 배경

에는 양인감소와 노비증 라는 당  사회모순에서 기인한 사람들의 불만 확산이 

주요 원인이었다. 

정여립이 퍼뜨린 언의 요소는 이후 사회 여러 방면에서 흔 을 남겼는데, 

계룡산이 정씨 도읍지로 경화되는 내력과 진인의 성씨로 정씨가 굳어지는 상

이 이러한 자국들을 잘 보여 다. 필자는 동시에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감

록’을 구성하는 요소는 특정 시 의 생성물이 아니라는 을 알 수 있었다. ‘정

감록’ 련 기억의 조각들은 도도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살아남아 조선인들의 

선택을 받고 그 길에서 변형  활용되어 후 까지 해진 문화의 생명체 다. 

‘정감록’을 구성한 기억의 요소들은 사람들의 심을 얻고 선택을 받는 경로를 

거치면서 어느 순간 기록으로 환 다. 이 과정의 집결체가 바로 언서 �정감

록�의 출 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필자는 1739년 발생한 이빈 사건을 통해 ‘정

감록’의 기억이 기록으로 환되는 상을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이상향에 한 열망이 언서 출 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곳은 십리 규모의 평야를 갖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었

다. 아울러 필자는 이빈이라는 인물이 당시 함경도에서 유행하던 이상향 련 

소문과 깊은 연 을 맺고 있는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언서 �정감록� 역시 

그로부터 출발하고 있었다. 이는 이씨 멸망과 정씨 흥기로 표되는 기억을 문

자화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18세기 이 언서는  한국인이 당

연시하는 모습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정감록’에 한 기억이 어떻게 형성  되어 이후 언서 형태

로 사회에 출 했는지를 조사 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찬 사료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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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논지를 검토했기 때문에 민간의 시선을 다양하게 담아내지는 못하 다. 이

를 보완하기 해 18세기 반 �정감록� 출 과 련한 해당 지역 민간에서 생

산된 사료를 활용한다면 당  역사상을 한층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후일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정감록, 정여립, 계룡산, 정씨, 진인, 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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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한국문화 84

<Abstract>

Formation of the Memories of Chŏnggamnok(鄭鑑 ) and the 

Appearance as a Book of Prophecy-Focusing on the Lee Bin(李濱) 

Incident in 1739 
116)

Kim Shin Hoi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constituted Chŏnggamnok(鄭鑑 ), a 

book of prophecy, and the background of its appearance which began to appear in the 

records of the Chosŏn(朝鮮) Dynasty since 1739. In doing so, I tried to describe the 

history by focusing on the creation, the transforma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human 

memory. It has been the work of describing the ways in which the memories of 

Chŏnggamnok(鄭鑑 ) appeared in Chosŏn(朝鮮) society, declined in the course of 

collisions and conflicts, and then re-emerged and expanded. I tried to make use my 

interest that lies in the phenomenon in which memory is transformed into a record by 

examining the Chosŏn(朝鮮) society where the memories of Chŏnggamnok(鄭鑑 ) 

appeared in the name of a book of prophecy. It aim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formation of a record from fragments of memories that have las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rough the series of political events since the beginning of the Chosŏn(朝鮮)  

Dynasty, the elements embedded as the memories of Chŏnggamnok(鄭鑑 ) were 

Kyeryongsan(鶏龍山), Chŏngssi(鄭氏), and Chinin(眞人). They were closely related with 

the Chŏngyŏrip(鄭汝立) incident in the late 16th century. At that time, Chŏngyŏrip(鄭汝

立) spread various prophecies that were threatening to the Chosŏn(朝鮮) Dynasty. 

Chŏngyŏrip(鄭汝立) made use of Kyeryongsan(鶏龍山) and Chŏngssi(鄭氏) as he 

appointed his own surname Chŏngssi(鄭氏) to be the replacement of the Chosŏn(朝鮮) 

dynasty with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Kyeryongsan(鶏龍山). In so doing, he 

superimposed the expressions such as ‘early in the Chosŏn(朝鮮) Dynasty’ and ‘a 

*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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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dred years earlier’ to add mystery and justify the prophecy. Chŏngyŏrip(鄭汝立) was 

able to make and spread the prophecy because of the prevalent dissatisfaction among 

people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peasant class.

The elements of prophecy that Chŏngyŏrip(鄭汝立) spread left various traces in the 

society later. There are two typical examples. First, Kyeryongsan(鶏龍山) had been 

recognized firmly as the capital of Chŏngssi(鄭氏) dynasty, and Second, Chŏngssi(鄭氏) 

as Chinin(眞人)’s surname. It can be argued from this that the elements constituting 

Chŏnggamnok(鄭鑑 ) as a book of prophecy were not products of a certain period. 

The fragments of memories of Chŏnggamnok(鄭鑑 ) had survived for a long time and 

attracted people, in the course of which they were transformed and appropriated to be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The Chŏnggamnok(鄭鑑 ) as memories turned into a record at a certain point of 

time while attracting people and being chosen by them. I would like to conceptualize 

the emergence of Chŏnggamnok(鄭鑑 ) as a book of prophecy as the crystallization of 

this process. I have examined the Lee Bin(李濱) incident in 1739 through which 

memories of Chŏnggamnok(鄭鑑 ) had been transformed into a record. I was able to 

find out that the peoples’ desire for utopia was the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the 

book of prophecy. The utopia was the place with a certain size of cultivatable fields 

from which one could subsist without worries. In addition, I found out that Lee Bin(李

濱)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rumor of utopia which was popular in Hamgyong(咸鏡) 

Province at that time. The prophecy of Chŏnggamnok(鄭鑑 ) also originated from him. 

This was significant in that it transformed the memories epitomized by ‘the fall of Lee

(李氏) Dynasty and the prosperity of the Chŏng(鄭氏) Dynasty’ into a literature. What 

is more, the contents of this prophecy in the 18th century were different from what 

Koreans know in the 21st century.

Key Words : Chŏnggamnok(鄭鑑 ), Chŏngyŏrip(鄭汝立), Kyeryongsan(鶏龍山), 

Chŏngssi(鄭氏), Chinin(眞人), Lee Bin(李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