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7 -

‘병자호란’의 기억과 ‘남사고 언’ *

1)

김 신 회 **

1.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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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식 고찰  

  2) 구  풀이 

4. 기억의 환

5. 맺음말

1. 머리말

14일 哺時에 ( 략) 임 이 궐로 돌아와 銅峴을 통해 水溝門으로 나왔다. 廣州

山城에 들어가려, 이에 沈器遠을 명해 留都大 으로 삼았다. 都體察使와 訓練大  모

두 병력이 산성에 들어갈 것으로 아뢰니 박한 변란 소식에 귀를 가릴 틈도 없었

다. 성안의 남자와 여자가 물 듯 쏟아졌고, 노약자들은 맨발로 얼음과 에 넘어졌

다. 개미처럼 들끓고 개구리처럼 울어 며 길을 막고 문을 메웠다. 東門으로 나선 자

들은 험난한 곳을 의지해 楊廣(충청도)을 통해 關東(강원도)으로 갔고, 혹자들은 옮

겨 嶺南으로 향했다. 西門으로 나선 자들은 仁川과 南陽을 통해 바다를 따라 갔고, 

혹은 섬으로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옮겨서 湖南으로 내려갔다.1)

*  본 논문은 김신회, 2020 �조선후기 정감록 언의 역사  변천: 기억에서 기록으로�, 서울

학교 국사학과 박사학 논문의 3장(｢병자호란의 기억과 남사고｣)을 발 으로 재구성

하여 작성했다.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1) �南漢日記�, ｢江都 ｣ “十四日 哺時 上回蹕 由銅峴出水溝門 入廣州山城 因命沈器遠爲留都

大  體相及訓鍊大  皆奏兵入山城 變急驚雷 未及掩耳 城中士女奔波 弱徒跣 僵仆氷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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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은 장서각 소장 �南漢日記� ｢江都 ｣에 삽입 다. 내용은 1636년(인

조14) 12월 ‘병자호란’ 당시 淸軍 일부가 良鐵坪에 이르자 생존을 목 으로 서울 

사 문을 벗어나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장서각에서 �남한일기�

에 부여한 청구기호는 K2-186이며, 표지는 ‘南漢日記 全’으로 표기 다. 책의 분

량은 체 1冊이며, 표지를 제외하고 내용이 존재하는 부분을 확인하면 모두 34

쪽이다. 책에는 ‘○○○撰’의 경우처럼 자 련 직  정보는 없다. 

인용문은 최고 권력자부터 일반인까지 각자 살길을 찾아 청군 상 진출로를 

피해 이 없을 것으로 단한 지역을 향해 떠나는 상황을 묘사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인들은 북쪽에서 려오는 청나라 군 를 피하고자 조선의 下三道와 

강원도 일 를 피난처로 지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 란을 통해 형

성된 집단 기억은 이후 사람들의 인식 체계에 향을 끼쳤고, 이는 조선인들의 

삶에 일정한 흔 을 남겼다. 

필자는 의 에서 ‘병자호란’의 충격이 조선후기 특정 언의 형성에 어떠

한 동력으로 작용했는지 문헌상의 실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는 

17․18세기 조선인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반응하며, 그 속에서 삶

의 의미를 생산하고 재생산했던 방식의 일면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 

이는 집단 기억의 이면에 녹아 있는 과거인의 삶 속에 투 된 가치 체계를 살펴

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南師古는 조선후기 사람들이 ‘십승지’ 련 언의 주체자로, 는 미래를 아

는 언가로 인식했던 인물이다. 본 연구는 남사고를 칭탁했던 언의 원형에 

해당하는 기록을 밝히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본고는 편찬 시 이 1923년

으로 확실한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1886-1934)의 �鄭鑑 � 내에 편성된 남사고 

련 문서들을 하한선으로 제시하려 한다. 이유는 호소이 본 내의 련 기록들

은 조선후기 남사고를 칭탁했던 언의 변천 양상을 확인하고자 할 때, 더 이상 

후 로 내려갈 수 없는 한계선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호소이 본 내의 남사고 련 기록물과 1733년 � 조실록�에서 ‘남사고 언서’

蟻沸蛙叫 攔道塡門 自東門出  由楊廣依  而行入于關東 或轉而向嶺南 自南門出  由仁

川南陽 遵海而行 或入島中 或轉而下湖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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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언 했던 부분을 교차․검토하면 조선후기 ‘남사고 언’의 원형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밝힐 수 있다. 본문은 이를 근거로 ‘남사고 언’의 근간을 

밝힐 수 있는 17세기 후반의 문헌을 집  검토할 것이다. 학계의 남사고 련 

논의는 이 작업을 통해 한층 더 역사  실체에 근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남사고 논의는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몸을 보존할 열 군

데의 공간’이라는 ‘십승지’ 개념의 분석을 심에 두고 부수 으로 조선후기 이

래의 믿음에 근거해 이 언의 주창자로 남사고를 언 했다.2) 일부는 ‘십승지’를 

도참사상의 일종 내지 풍수지리의 명당으로 바라봤다.3) 반면, 다른 이들은 ‘십승

지’가 모두 서울 남쪽에 집 된 것과 련하여 兵亂을 피하는 데에 목 이 있음

을 지 했다.4) 양승목은 ‘십승지’ 출  배경과 논의 개 과정을 검토하여 호소

이 본의 ｢감결｣이 십승지론의 근본이며, 이것이 남사고 칭탁 언으로 나아가고, 

이후 호소이 본의 다른 ｢피장처｣ 기사들로 진행한 것으로 설명했다.5) 

다른 하나는 설화와 문헌을 통해 언가로서의 남사고에 근했다. 이때 남사

고 설화는 당 의 민  인식이 반 된 것으로 해석했다.6) 한편 박상 은 16세기 

이후 생산된 각종 문헌 속 ‘남사고 언’의 검토를 통해 조선인들이 남사고를 어

떻게 언가로 인식해 나갔는지의 역사  과정을 추 했다.7) 기왕의 연구들은 

2) 백승종, 2012 ｢십승지의 비 ｣ �정감록 미스터리�, 175․177면; 김탁, 2005 ｢승지(勝地) 

사상｣ �정감록�, 301-309면(김탁은 ‘십승지’를 곧바로 남사고와 연결하지 않았다.); 황선

명, 1999 ｢십승지 고( )｣ �종교와 문화� 5권, 서울 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57-171면(“십

승지지는 도선道詵이 계시한 조종지법祖宗之法에 따라 남사고南師古가 정占定한 것이

라고 믿고 있지만 실증할 만한 근거는 희박하다.”-157면); 金水山․李東民, 1981 ｢십승지

지(十勝之地)｣ �鄭鑑 �, 明文 , 54-65면.

3) 최낙기, 2011 ｢서론｣ ��鄭鑑 � 연구�, 선문 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논문, 2면; 芮庚

熙․金在漢, 2007 ｢鄭鑑 과 擇里志의 可居地 比  硏究｣ �淸大學術論集� 10, 172면; 崔昌

祚, 1983 ｢永春勝地에 한 地理學的 解釋｣ �湖西文化論叢� 2, 91면.

4) 황선명, 2004 ｢정역으로 본 개벽사상과 한국의 미래｣ �民族宗敎의 開闢思想과 韓國의 未

來�, 윤일문화, 344면; 劉鳳榮, 1970 ｢外寇와 鑑訣所  十勝之地｣ �白山學報� 8, 220면.

5) 양승목, 2016 ｢조선후기 십승지론의 개와 ‘살 곳 찾기’의 향방｣ �韓國漢文學硏究� 63, 97

면. 필자는 조선시  ‘십승지’ 논의의 출발   변천과 련하여 양승목과 다른 입장이다.

6) 한미옥, 2010 ｢남사고 설화에 나타난 승 의식｣ �남도민속연구� 20, 333-368면; 鄭羽洛, 

1998 ｢南師古 傳乘에 나타난 天命觀과 悲劇的 性格｣ �大東漢文學� 10, 121-142면.

7) 박상 , 2017 ｢조선 후기 ‘ 언가 남사고’의 탄생과 그에 한 인식의 변화｣ �지방사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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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속에서 남사고와 련된 것으로 인식되는 ‘십승지’와 설화 등을 통해 소

 ‘남사고 언’의 실체에 근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논의 출발 에 

치한 실증 문헌을 염두에 두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한 한계가 있다. 

필자는 기존 성과를 염두에 두면서 조선후기 사람들이 이른바 ‘남사고 언’으

로 인식했던 담론의 기원을 밝히고자 한다. 이 작업은 ‘남사고 언’이 출 한 

역사  배경과 그것의 확한 실체를 함께 규명하는 데 목 이 있다. 한편 口傳

의 특성은 본문을 이해하기 해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구 의 통은 강

한 생명력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수세기에 걸쳐 손실되지 않고 소

장된 문화의 축 에 해당한다. 구 은 지역과 집단별 환경에 맞게 세부 으로 

변화할 수 있으나 요한 요소들은 손상되지 않고 안정된 구조를 유지할 수 있

었다.8) 근  손으로 책을 베끼던 필사의 방식 역시 이와 같은 구 의 통과 

동일한 선상에서 기능했다. 

그런데 인간의 기억은 이들 구 과 필사를 추동한 근원  힘에 해당하는 요소

다. 기억은 삶이고, 살아 있는 집단에 의해 생겨나 진화하며 무의식 속에서 왜

곡․활용되기 쉽다. 한 기억은 기억이 결속시킨 집단에서 솟아나는데, 집단들

이 있는 만큼 기억들도 존재한다.9) 필자는 본문에서 근  언이 형성되는 과

정을 추 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 작업은 근  이  사회에서 구 과 필사가 기

억을 매개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수 있다. 이를 통

해 독자들은 특정 지역을 심으로 ‘남사고 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향유 는

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논지 구성을 해 장서각 본 �남한일기�를 심에 두면서 련 역

사  사건을 확인하기 해 �조선왕조실록� 등의 찬 사료를 검토할 것이다. 

방문화� 20(2), 99-129면.

8) 구 의 통에 한 설명은 로버트 단턴(조한욱 옮김), 1996 ｢농부들은 이야기한다: 마더 

구스 이야기의 의미｣ �고양이 학살- 랑스 문화사 속의 다른 이야기들�, 문학과지성사, 

31-40면. 번역본 원 은 Robert Darnton, 1984 The Great Cat Massacre, Basic Books.

9) 기억의 생성과 진화, 왜곡과 複數의 성질은 피에르 노라(김인  옮김), 2010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기억의 장소1-공화국�, 나남, 34-35면. 번역본 원 은 Pierre Nora, 1984 Les 

Lieux de Mémoire, Gallim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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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언 기록의 생성 과정을 검토하려는 목 상 정부에서 생성한 기록보다

는 민간 기록물을 활용하고자 시도했다. 본문에서 인용한 黃胤錫(1729-1791)의 

증보 �海東異蹟�은 그러한 노력의 一環이다. 

본문 2장은 �남한일기�의 구성 내용을 집  분석함으로써 이 문헌이 어떠한 

목 에서 17세기 후반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는지 설명하려 한다. 3장은 �남한일

기�의 특정 부분이 호소이 본 �정감록�(1923) 내의 언 기록과 여하한 공통

과 차이 을 지녔는지에 한 분석이다. 4장은 세월 속에서 특정 기억을 반 한 

기록이 언서로 환하는 실체를 보여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실체를 확인

하기 어려웠던 ‘남사고 언’의 실상과 언화 과정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측면에

서 의의가 있다.

2. 장서각 �남한일기�의 구성

조선 사회에서는 ‘병자호란’ 이후 청에 항복한 기억을 담은 다양한 사람들의 

체험 기록이 큰 틀에서 ‘남한일기’라는 제목으로 생산․유포․유행했고, 다시  

확산․재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일기�는 이 과정에서  다른 조선인들의 

손을 거치며 각각의 의도에 따라 일부 내용은 사라지고 어떤 내용은 추가 으며 

심지어 체 제목도 변형될 수 있었다. 컨  南礏(1592-1671)이 지은 것으로 

표기된 하버드 학교 소장 ‘병자호란’ 체험기는 표지에 �남한일기�를 내세운다. 

그러나 자를 남 으로 명기한 이본들 역시 ‘丙子日 ’ ‘亂離日記’ ‘丙子日記’ 

‘丙丁日記’ 등 다양한 제목을 앞세우고 있다.10)

국립 앙도서  ‘한국고 종합목록’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면, ‘남한일

기’ 제목과 일치하는 건수는 13건이다. 소장처 제공 서지 사항을 참고하고 복제

본을 제외하면, 자는 南礏, 未詳, 石之珩, 承政院 등 넷으로 분류할 수 있다.11) 

10) 南礏(申海鎭 역주), 2012 �남한일기�, 보고사, 7-8․274-280면(｢머리말｣․｢《남한일기》의 

체제와 이본 내의 상｣). 남 의 �남한일기�는 신해진이 번역하여 인․첨부한 하버드

학교 칭도서  소장본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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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鄭之虎(1605-1678)의 �남한일기�와 兪棨(1607-1664)의 �남한일기� 역시 

존재한다.12)

한편 장서각 �남한일기� 내의 ｢南漢日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趙慶男(1570- 

1641)의 �續雜 � 4권을 바탕으로 덜거나 보탠 형식이다. 필자는 장서각 본 �남

한일기�가 의 특징을 보인다고 해서 자로 조경남을 지목하는 것과 �續雜 �

4권의 이본으로 정의하는 것에 부정 이다. 큰 틀에서 �남한일기�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기록 생산 방식은  작권과는 다른 조선시  문헌 생산을 둘러싼 

역사  환경을 고려해야 그 함의를 이해할 수 있다. 

장서각 �남한일기�는 ‘병자호란’ 이외에도 顯宗(재 :1659-1674)과 肅宗(재

:1674-1720) 의 기록을 수집․편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장서각 �남

한일기�에서 엿보이는 일련의 편집 방식은 이들 기억들이 이를 편집한 인사에게 

의미 있고 기억할 필요가 있었기에 당  여러 기록들에서 추출한 것으로 이해해

야 한다. 

한편  연구자들은 본문 내의 자 련 명확한 정보가 없으며 규모 역시 

각각 1책․3책․4책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표지에서 ‘남한일기’를 내세우는 

경우 자를 石之珩(1610-?)으로 단정했다. 자 추정은 조선시  기록 생산의 

문화  맥락을 고려하여 신 히 근해야 한다.13) 장서각 �남한일기�(1책) 역시 

본문에서 자를 명기한 부분이 없음에도 일각에서는 찬자를 석지형으로 규정했

다.14) 그런데 규장각과 국립 앙도서  등이 소장한 각각 4책과 3책 규모의 �남

11) 국립 앙도서  홈페이지 ｢한국고 종합목록｣에서 ‘南漢日記’를 검색하면 14건이 확인

된다(2020.11.20. 검색. 도서  검색 직후 화면에서는 18건으로 표기되나 클릭 후 목록 화

면에서는 14건으로 표시됨). 본문은 14건  ‘丙子南漢日記( 자:羅萬甲)’를 제외한 13건

으로 기술했다.

12) 김남일, 2015 ｢병자호란 시기 �승정원일기�의 거 자료 �南漢日記� 연구: 개수본 �승정

원일기�와 �남한일기�․이도장의 �승정원일기�의 비교｣ �韓國史學史學報� 32, 288면.

13) 의 문제제기는 �남한일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고서의 자 정의에도 동일하게 용할 

사항이다. 책 표지의 제목이 특정인이 작성한 기록물과 동일하다고 해서 그러한 유형을 

지닌 서 들의 자를 모두 동일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험하다.

14)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1차 집필: 안장리, 2차 집필: 박진성)는 조경남 기록으로 해설

(http://royal.aks.ac.kr/UCI/Contents?Uci=G002+JSK+KSM-WM.1636.4161-20140415.K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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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 역시 자를 석지형으로 소개하고 있어 혼란을 다.15) 근래 석지형 기

록으로 소개된 4책과 3책의 �남한일기�는 실상 당시 승정원 가주서 직책을 맡았

던 리들이 작성한 일기로 �승정원일기�의 본이라는 주장이 제기 다.16)

그런데 장서각 �남한일기�와 석지형 술로 誤認된 �남한일기�는 다음 그림에

서 볼 수 있듯, 시작부터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거칠게 보아도 자는 12월 12

일부터, 후자는 12월 14일부터 시작한다. 내용 한 동일 기록으로 단할 수 없

을 만큼의 차이를 지닌다. 남 의 ｢남한일기｣(하버드 학교 소장) 역시 “崇禎九

年丙子 十二月十一日 余以重試枝同官赴闕”로 시작하여 같은 제명의 이들 서 과

는  다른 형태이다. 이는 비록 제목에서 ‘남한일기’를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이

들 문헌의 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은 낮다는 을 방증한다.  

한편 장서각 본 �남한일기�의 ｢강도록｣을 해제한 서지 정보는 이를 魚漢明

(1592-1648)의 �江都日記�로 설명했다.17) 그러나 어한명의 �강도일기�와 장서각 

�남한일기� 내의 ｢강도록｣은 시작부터 다른 개별 기록이다.18) 

(2020.10.10. 검색); ‘장서각’ 홈페이지 해제(집필자: 박재 )에서 설명하는 바를 따르면 석

지형 기록으로 서술(http://jsg.aks.ac.kr/dir/view?catePath=&dataId=JSG_K2-186) (2020.10. 

10. 검색); 쟁기념 에서 2017년 특별기획 으로 발행한 �병자호란, 그 기억과 반성�

63면 역시 장서각 소장본 �남한일기�(1冊)를 석지형 기록으로 서술했다.

15) 4책과 3책의 각 �남한일기� 본 연구는 김남일, 2015 앞의 논문, 255면 <표 2>와 256면. 

김남일 연구에 따라 소장처(청구기호 책수)를 소개하면 규장각(규998 4책, 규4352 4책), 

국립 앙도서 (BA2154-8 3책, BA2154-15 3책)과 ‘고려 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제공하는 버클리 학교 동아시아도서 (15.4 4책) 등의 5종이다. 

다만 소장처 서지 정보를 참조하면, BA2154-15(古2154-15임-필자주)는 제목이 �丙子 �

․ 자는 미상으로 소개되며, 나머지 4종은 자를 석지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5종

의 �남한일기�는 본에 따라 자 출입은 있으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책 표지․내

제․발문 등 어디에도 석지형의 일기라고 표기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16) 김남일, 2015 앞의 논문, 247․288면.

17) ‘장서각’ 홈페이지(집필자: 박재 ) 해제 참조.

18) 어한명의 �강도일기�는 ‘魚漢明(申海鎭 역주), 2012 �강도일기�, 역락’에서 인․첨부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충남 학교도서  소장본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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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남한일기� 내의 ｢남한일기｣ 석지형 작으로 誤認된 �남한일기�19)

<그림 1> ｢남한일기｣ 이본 비교

장서각 본은 ‘前 감 남  著’라는 정보가 표기된 하버드 학교 소장 �남한일

기� 내의 ｢강도록｣과 형식  내용에서 유사하다.20) 다만 장서각 본과 하버드

학교 본은, 양자를 비교할 경우 단순 자출입 정도의 차이만 존재한다고 설명

할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19) 제시한 자료는 버클리 학교 동아시아도서  소장본이다. 해제는 장경남이 작성했으며 

‘고려 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 원문이미지를 제공한다(2020.10.10. 검색). 각주 15

에서 언 한 다른 4종의 시작 부분도 이와 동일하다.

20) ‘前 감 남  著’라는 자 정보가 표기된 하버드 학교 소장 �남한일기�의 ｢남한일기｣

를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신해진은 2012 의 책, 286면에서 �남한일기� 속 ｢남한일기｣

와 ｢강도록｣, 즉 �남한일기�의 자를 남 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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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남한일기; 강도록�
하버드 학교

�남한일기; 강도록�21)

규장각

어한명 �강도일기�22)

<그림 2> ｢강도록｣ 이본 비교 

장서각 본과 하버드 학교 본 가운데 자에만 존재하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해당 부분은 趙翼(1579-1655)이 사직을 받들라는 명령을 버리고 사

사로이 大富島에 들어가 난리를 피했던 , 강화도 함락 직후 李時稷(1572- 

1637)이 목을 매고 죽으면서 남겼던 , 尹昉(1563-1640)이 정승의 지 로 여염

집에 숨었던 이다.23) 

21) 사진은 南礏(申海鎭 역주), 2012 �남한일기�, 보고사, 340면에 인․첨부된 자료 이용.

22) 사진은 魚漢明(申海鎭 역주), 2012 �강도일기�, 역락, 245면에 인․첨부된 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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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장서각 본에만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다. 강화도 함락 직후 왕실이 

섬을 나와 남한산성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림 군이 강화유수로 수비에 실패한 

張紳(?-1637)의 어머니를 발견한 내 에게 남겼다는 다음 언사이다. 림 군은 

“장신은 그녀의 아들로 (그녀를-필자주) 먼  버리고 달아났는데, 外孫壻(외손

녀 사 )인 내가 그녀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하며 떠났고, 그녀는 결국 추

와 굶주림으로 죽었다.24) 끝에는 어떤 어부가 燕尾亭을 지나면서 천하의 요새

인 강화도를 지키지 못한 것을 비유하여 불 다는 詩를 붙 다. 아울러 그가 

을 지어 순 한 沈誢(1568-1637)을 조문하고 뱃 을 두드리며 떠났다는 내용을 

남겼다.25) 

장서각 �남한일기�는 목차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 17세기를 살았던 군가

가 정치  의도를 갖고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기억을 정제한 형태이다. 목차는 

내부 형식을 종합하면 ｢南漢日記｣ ｢江都 ｣ ｢全羅御使司諫李楷書啓｣ ｢十勝保身

之地｣ ｢癸丑年冬至使金壽恒狀啓草｣ ｢己未五月十五日三司合啓｣의 여섯 항목으로 

구분된다. 

｢계축년동지사 김수항 장계 ｣는 내용상 다시 네 부분으로 구별되는데, 김수항

의 장계 본(1673)과 ｢自北京金堤郡守書狀｣(1673) ｢甲寅十二月兩司合啓｣(1674) 

｢政院啓曰｣(1674)이다. ｢기미오월십오일 삼사합계｣ 역시 내용상 사헌부․사간

원․홍문 의 합계(1679)와 ｢五月初一日李有湞結案｣(1679) 등 두 부분으로 구

성 다. 장서각 �남한일기�는 구성에서 알 수 있듯 ‘병자호란’부터 1679년(숙종

5)까지의 기억을 반 한 기록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3) �南漢日記�, ｢江都 ｣ “趙翼 棄奉社稷之命 私自避亂于大阜島中 ( 략) 李時稷製遺文 

自縊而死 其文曰 長江失險 ( 략) 尹昉以政丞 已脫衣 走隱匿於閭 ”   

24) �南漢日記�, ｢江都 ｣ “奉嬪宮及兩大君 淑  渡江而直向南漢 其渡江也 內官告于大君曰 

張判書夫人在此 何以爲之 大君曰 張紳以其子 先棄而走 吾以外孫壻 何以爲之乎 卒以凍餒

死于江于賊”

25) �南漢日記�, ｢江都 ｣ “後人見有一 父過燕尾亭倚棹而歌曰 美哉山河之固 曾不可解帶而

爲城 美哉 山河之固 又作一文 吊沈都正 叩舷而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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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배경 내용 全34면

南漢日記
1636.12.12.-

1637.2.2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상황 1면-12면

江都
1636.12.12.-

약1637.1.21.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 상황 12면-20면

全羅御使司諫

李楷書啓

1671년

( 종12)

남원부사 나만엽의 失政을 다룬 李嵇 

서계
21면

十勝保身之地
※추정:1672년

( 종13)

1. 몸을 감출 수 있는 10곳

2. 己丑獄事부터 丙子胡亂 항복까지

정치사건 비유

21면-23면

癸丑年

冬至使

金壽恒

狀啓草

癸丑年冬至使

金壽恒狀啓草

1673년

( 종14)

오삼계 반란을 하는 김수항의 장계 

본
23면-27면

自北京

金堤郡守書狀

1673년

( 종14)

오삼계 반란과 胡人 500여 명의 조선 

경내 진입 소식
27면

甲寅十二月

兩司合啓

1674년

( 종15)

송시열, 송 길, 이유태는 당여를 조

정에 심는데 힘
27면-30면

政院啓曰
1674년

(숙종 즉 년)

유세철의 벌을 풀어주라는 숙종의 명

령과 승정원의 보고
30면-31면

己未五月

十五日

三司合啓

己未

五月十五日

三司合啓

1679년

(숙종5)

李有湞의 投書사건 련, 송시열 등의 

서인을 역모로 다스리기를 청함
31면-33면

五月初一日

李有湞結案

1679년

(숙종5)

죄인 이유정의 진술과 그에게 사형을 

결정
33면-34면

<표 1> 장서각 소장 �남한일기� 구성

의 목차 구성을 염두에 두면 장서각 �남한일기�는 조선후기 역사에서 크게 

두 가지 사안에 심을 갖고 편집된 기록물로 보인다. 첫째는 ‘병자호란’과 쟁

패배 련 기억이다. 둘째는 宋時烈(1607-1689)을 심으로 한 서인과 남인의 

송논쟁에서 빚어진 붕당 간의 립이다. �남한일기� 내 ‘병자호란’ 련 기록

은 조선 조정의 남한산성 항 기인 ｢남한일기｣, 강화도가 청군에게 함락된 말

을 다룬 ｢강도록｣, ‘병자호란’ 당시 란을 입지 않았던 열 곳을 거론한 ｢십승 

보신지지｣이다. ｢계축년동지사 김수항 장계 ｣는 김수항이 1673년 동지사로 淸

에 갔다가 ‘오삼계 난’을 하고 작성한 장계의 본이다. ｢자북경 김제군수서장｣

은 ‘오삼계 난’ 소식이 들리던 차에 조선의 북쪽 경계에서 胡人 500여 명이 경내

로 들어온 소문을 담았다.26) 이상은 ‘병자호란’  이후 청과의 동향에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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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인 상황에서 나오게 된 기록들이다. 

다음 붕당 간 권력 동향을 담았던 기록들을 살펴보자. ｢갑인십이월 양사합계｣

는 1674년( 종15/숙종 즉 년) 12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입장을 같이하여 숙

종에게 올린 이었다. 내용은 ‘갑인 송’에서 송시열이 같은 당여를 조정에 심

어 지휘한 채 효종을 둘째 아들로 보아 왕실의 통을 해쳤으며, 그가 종을 

이기려 한 죄를 물어 극지방에 귀양 보낼 것을 청했다. 한 이와 동년 동월 발

생했던 사건을 다룬 ｢정원계왈｣이 있다. ｢정원계왈｣은 숙종이 유생 柳世哲(1627 

-1681)의 처벌을 풀어주려 하자 성균 에서 거부한다는 승정원의 보고와 뒤이어 

국왕이 자신의 뜻을 철한 내용을 담았다. 유세철은 과거 송논쟁에 뛰어들었

던 인물이다. 그는 1666년( 종7) 경상도 유생 1천 명을 거느리고 ‘기해 송’에

서 송시열이 효종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아 왕 비에게 1년 상복을 입게 했던 

것은 종통을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주장하다 처벌을 받았었다.27)

�남한일기� 마지막에 편성된 두 은 ‘경신환국’ 직 인 1679년(숙종5) 강화도

에서 발생했던 李有湞 투서 사건 련, 남인 측에서 송시열을 심으로 한 서인

을 역모로 다스리려는 내용을 담았다. ｢기미오월십오일 삼사합계｣는 三司에서 5

월 15일 숙종에게 올린 로, “투서 안의 ‘종통이 차례를 잃었다.’는 내용은 이유

정의 모의가 아니요. 마음을 처하고 생각을 쌓으면서 나라의 종통을 어지럽힌 

것은 송시열이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춘추�의 법을 가지고 논하면 송

시열은 죄의 머리가 되고 이유정은 송시열의 뜻을 추종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

으로 서인을 공격했다.28) ｢오월 일일 이유정결안｣은 5월 1일 시행된 이유정의 

진술을 포함하여 그의 사형을 결정한 기록이다. 

이들 이외에 ｢ 라어사 사간 이해서계｣가 있다. 李楷는 李嵇(1635-1679)의 오

기 내지 와 으로 보인다. 물론 서계는 작성 주체를 李楷로 표기하여 李嵇와 다

26) �南漢日記�, ｢自北京金堤郡守書狀｣ “自北京金堤郡守書狀 內 卽又聞之 則北京大亂 北

道越邊 胡人五百餘人 走入我境 北伯罔知所措 朝野震懼”

27) �顯宗實 � 권12, 종 7년 3월 20일(庚子); 종 7년 3월 23일(癸卯); 종 7년 3월 25

일(乙巳); �肅宗實 � 권1, 숙종 즉 년 12월 30일(己未). 

28) �南漢日記�, ｢己未五月十五日三司合啓｣ “其所 宗統失序  非李有湞之  處心積慮 而亂

國統於前  時烈也 蓄慍怨上 而啓 亂於後  時烈也 交通賓客 橫騖論議 使民志不定  

時烈也 論以春秋之法 則時烈宜爲首 有湞宜爲從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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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나,29) 다음 설명으로 보충할 수 있다. 신해년 11월로 시작하는 서계는 南原府

使 羅萬葉이 진휼을 잘못해 죽음에 이른 자가 道內에서 심하다는 것과, 지역 토

호와 교활한 아 을 다스리지 못해 민간에 폐를 끼친 것이 극도에 달했음을 언

했다. 아울러 이씨 성을 지닌 別監의 喪에 한 고을 인부들을 징발하여 의무 노

역을 시킨 도 거론했다.30) 서계의 신해년과 나만엽이 남원부사로 재직한 시 , 

라도 암행어사로 내려간 인물을 찬 사료에서 확인하면 련자는 이혜이다.31)

‘이혜’가 ‘이해’로 바  부분은 세월 속 후  군가의 필사 과정에서 발음이 

비슷한 ‘이해’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혜의 당색은 西人으로, 그는 두 차례 

송논쟁에서 서인과 입장을 함께했다.32) ‘기해년 송’(1659) 당시 성균 에서 

공부했던 이혜는 송시열을 공격하는 윤선도를 공박하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이후 ‘갑인년 송’(1674)의 장이 계속되던 숙종 즉 년, 이혜는 남인 南天漢

(1607-1686)의 공격에 맞서 서인 인사들을 극 변호했다.33)   

3. �남한일기; 십승 보신지지� 분석

｢십승 보신지지｣는 ‘남사고 언’이라는 본고 논의와 련하여 장서각 본 �남

한일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해당 제목은 풀이하면 ‘열 곳의 몸을 보존할 

지역’이다. 3장에서는 ｢십승 보신지지｣의 구성을 검토하고, 이것이 조선후기 어

29) 李楷가 李嵆라는 주장은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의 안장리․박진성 해제에서 확인.

30) �南漢日記�, ｢全羅御使司諫李楷書啓｣ “辛亥十一月日 ( 략) 遠地飢民 不能往來就粥乾粮 

分給甚不均一 以此民之致死 尤甚於一道 ( 략) 而土豪不悛 猾更猶肆 貽弊民間 罔有紀極 

別監李姓人之喪 割給一村烟軍 使之齎粮赴役”

31) �承政院日記�를 참고하면 나만엽은 1670년( 종11) 7월 24일 기사에서 남원부사로 임명

다. �顯宗改修實 �을 참고하면 이혜는 1671년( 종12) 9월 14일 기사에서 암행어사로 

나가고 있으며, 종은 같은 해 12월 1일 기사에서 라도 암행어사 이혜의 서계에 따라 

진휼 임무를 제 로 못한 나만엽 등을 면했다.    

32) 두 차례 송은 정옥자, 1998 ｢17세기 사상계의 재편과 론(禮論)｣ �조선후기 조선 화

사상 연구�, 일지사, 42-52면; 송 당시 이혜의 활동은 城南文化院, 2003 ｢이혜 묘표｣ �城南

金石文大觀�, 高麗金石院, 432-433면.

33) �肅宗實 � 권1, 숙종 즉 년 11월 22일(辛巳); 권2, 숙종 1년 1월 16일(乙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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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언화의 길을 걸었는지 살펴보겠다. 독자는 이를 통해 언은 사회에서 

여하한 과정으로 생성되며, 그것은 당 인들의 실 인식을 어떻게 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형식 고찰

｢십승 보신지지｣는 앞선 <표 1>에서 ｢ 라어사 사간 이해서계｣(1671)와 ｢계축

년동지사 김수항 장계 ｣(1673) 사이에 편성 음을 근거로, 작성 시 을 1672년

( 종13)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는 편의상 해석이다. �남한일기�는 17세기 문

헌들에서 련 기록을 발췌하여 편집한 기록물임을 염두에 두고, ｢십승 보신지

지｣ 내 ‘기축옥사(1589)’부터 ‘병자호란 항복(1637)’까지의 비유를 담은 구 들을 

고려하여 작성 시 을 따져 보자. 이 경우 해당 시 은 17세기 반으로 끌어 

올려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1733년( 조9) 승려 태진 사건에서 련자들은 ‘남사고 언서’를 구성

하는 일부 구 들을 조정에 진술했는데, ｢십승 보신지지｣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

사하여 매우 흥미롭다. 특히 ｢십승 보신지지｣는 태진 사건을 기 으로 190년 후

인 호소이 본 �정감록�(1923)에서는 ｢남격암 산수십승 보길지지｣와 ｢오백론사｣

의 제목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는 1672년부터 략 250여 년의 세월 동안, 발화

자를 명시하지 않았던 특정 기록이 어느 순간 남사고가 한 언서로 딱지가 

붙여진 채 조선인들에게 인식 음을 뜻한다. 이하 논의는 ｢십승 보신지지｣

(1672)가 ‘남사고 언’으로 환 다는 제 하에 기록 출 의 역사  배경과 

내용을 검토하겠다.

태진 사건의 진술자들이 ‘남사고 언서’의 주체자로 남사고를 언 한 것과 달

리, 약60여 년  작성된 ｢십승 보신지지｣는 남사고 련 어떠한 서술도 없다. 

이는 장서각 본 �남한일기�에서 ｢십승 보신지지｣를 1672년 기사로 편성했던 시

에는 어도 이 이야기의 주체로 남사고를 특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남

한일기�는 ‘병자호란’의 기억을 하는 ｢남한일기｣와 ｢강도록｣을 포함하여 그 뒤

에 ｢십승 보신지지｣를 배치했다. �남한일기�의 이와 같은 구성은 문헌을 편집했

던 인사가 여하한 동기에서 기록을 배치했는가를 고민해야 그 의도를 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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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십승 보신지지｣는 제목 바로 에 다음 내용을 덧붙이며 을 시작했다. 그

것은 “(십승지-필자주) 이 이외에 몸을 감출 지역이 왕왕 있으나, 다 기록할 수 

없고 단지 열 곳을 기록한다.” 다.34) 이어서 基川, 花山, 報恩, 雲峯, 醴泉, 公山, 

寧越, 茂朱, 扶安, 伽倻의 열 곳을 었다. 뒤이어 몸을 감출 수 있는 산맥을 기

록했는데, 상은 金烏山, 德裕山, 頭流山, 曹溪山, 伽倻山, 俗離山, 鳥嶺山, 邊山, 

月出山, 內藏山, 五臺山, 上元山, 登龍山, 首陽山, 補瀰山, 八嶺山, 有良山, 媼山이

었다. ｢십승 보신지지｣는 의 산맥을 언 하면서 단서를 달았는데, “이들 산맥

은 몸을 감출 수 있는 곳이나 正穴을 정하지 않으면 (몸을 감추기가-필자주) 어

렵다.”35)라는 내용이었다. 

‘십승’은 기존 연구에서 지 하듯, 모두 한양 이남의 남쪽 지역으로 조선 후기

를 풍미했던 각종 언 기록에서 ‘십승지’로 언 된 공간이다.36) ‘십승지’는 19세

기 후반 남조선신앙으로 발 하여 동학농민운동 당시 김개남이 자신의 정치  

목 에 동원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했다.37) 즉 ｢십승 보신지지｣(1672)의 설명 

내용과 틀은 단선 으로 이해해도 18․19세기를 거치며 조선 사회에서 재생산되

는 길을 걸었다는 이다. 그 결과 17세기 후반을 기원으로 삼은 이야기는 생명

력을 유지한 채 살아남아 20세기 반의 호소이 본 �정감록� 안에까지 삽입될 

수 있었다. 

유의할 은 ‘십승지’를 소재로 삼은 ‘남사고 언’의 연원에 해당하는 기록이 

17세기 후반 문헌인 �남한일기�에서 발견되며, 이는 ‘병자호란’의 기억을 담은  

34) �南漢日記�, ｢十勝保身之地｣ “十勝保身之地 此餘臧身之地 往往有之 不可盡記 只 十勝”

35) �南漢日記�, ｢十勝保身之地｣ “此等山脈 可以臧身之所 未卜正穴 則難矣”

36) 의 십승 지역과 열 곳의 산맥은 자의 표  차이는 있으나 1923년 호소이 본에서 그

로 확인된다[安春根 編, 1981 �鄭鑑 集成�(細井肇, 1923 ｢南格菴山水十勝保吉之地｣ �鄭

鑑 �), 783-784면].; 언 기록들에서 확인 가능한 십승지 목록은 金水山․李東民, 1981 

｢십승지지(十勝之地)｣ �鄭鑑 �, 明文 , 54-65면; 한양 이남의 십승지 설정을 병란으로 

해석한 연구는 황선명, 앞의 책, 344면; 劉鳳榮, 앞의 논문, 220면.

37) 남조선신앙과 김개남의 련성은 조경달(허 란 옮김), 2009 ｢이단의 반란-갑오농민 쟁

의 사士 의식｣ �민 과 유토피아�, 역사비평사, 118면. 번역본 원 은 趙景達, 2002 �朝鮮

民衆運動の展開: 士の論理と救済思想�, 岩波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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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일기｣와 ｢강도록｣에 연이어 배정 다는 사실이다. 배치 정황을 고려했을 

때, ｢십승 보신지지｣를 남긴 사람은 ‘병자호란’ 당시 병화가 미치지 않은 공간을 

‘십승 보신지지’로 개념화하여 기록했던 것으로 단된다. 

｢십승 보신지지｣(1672)는 호소이 본 �정감록�(1923) 내의 ｢남격암 산수십승 

보길지지｣와 ｢오백론사｣의 합본 형태이다. 1672년과 1923년 양측 기록은 자 

출입과 단락 배열의 차이는 있으나 강의 내용은 유사하다. 이는 곧 ｢남격암 

산수십승 보길지지｣와 ｢오백론사｣가 합쳐진 ｢십승 보신지지｣가 이들 기록의 연

원임을 의미한다. 즉 ｢십승 보신지지｣는 최  출  이후 두 세기 반 동안의 세

월 속에서 유통과 재생산의 길을 걸으며 둘로 분화한 채 각각의 개별 언서로 

탄생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2>는 ｢십승 보신지지｣(1672)와 ｢남격암 산수십승 보길지지｣(1923)의 내용

과 구성 순서의 차이를 시각 으로 드러내기 해 제시했다. 동일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편집 구성이 바 어 ‘①의 서술’(1672)이 ‘④와 ⑤’(1923) 사이로 옮겨

졌다. 내용상 작은 차이는 ‘③의 항목’(1923)에서 “平海와 蔚珍이 가장 길하다. 庇

仁과 藍浦는 조  낫다.”라는 내용이 첨부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가

장 큰 차이는 ｢십승 보신지지｣(1672)의 마지막 단락을 형성했던 ⑥의 서술이, 호

소이 본에서는 ｢오백론사｣(1923)라는 제목의 별도 기록으로 분리 다는 이다. 

�남한일기; 십승 보신지지�(1672) �정감록; 남격암 산수십승 보길지지�(1923) 

①此餘藏身之地 往往有之 不可盡記 只 十勝 몸

을 

보

존

할 

공

간

②基川 花山 報恩 雲峰 醴泉 公州 寧越 茂朱 

扶安 伽倻

②1.基川 2.花山 3.報恩 4.雲峰 5.醴泉 6.公山 7.

寧越 8.茂朱 9.扶安 10.伽倻

③此外論保 山水秘隱 太白 白 兩山之陰 南在

豐榮 西在丹永 東在奉安 爲吉 北在等地 不可 

又平平蔚蔚 吉 內浦庇藍稍勝

③此外論保身 山水秘隱 太白 白 兩山之陰 南

在豐榮 西在丹永 北在蓴地 東在奉安等地 不可

몸

을

감

출 

④金吾山 德裕山 頭流山 曺溪山 伽倻山 鳥嶺 

邊山 月出山 內莊山 鷄龍山 首山 補彌山 五臺

山38) 上元山 八靈山 有良山 媼山

④金吾山 德裕山 頭流山 曺溪山 伽倻山 俗離 ①其餘藏身之所 往往有之 而不可盡藏 唯 十勝

<표 2> ｢십승 보신지지｣와 ｢남격암 산수십승 보길지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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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십승 보신지지｣와 ｢오백론사｣를 비교하여 제시했다. ｢십승 보신지

지｣와 ｢오백론사｣는 양자 모두 육십갑자로 연도를 표기하며 해당 연도의 사건들

을 서술했다. 이때 정확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비유 형식을 취했다.  

｢십승 보신지지｣가 9개년 연도의 사건을(①) 서술한 반면, ｢오백론사｣는 그밖에 

15개년의 연도를(②) 덧붙여 모두 24개년을 설명했다. 양측의 확실한 편년은 

1672년과 1923년으로, 이를 기  삼아 양자 사이에서 진행된 작성 환경을 설명

하겠다. 

<표 3> ｢십승 보신지지｣와 ｢오백론사｣ 비교

38) 安春根, �鄭鑑 集成�, 784면에는 臺五山으로 되어 있으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南

師古秘訣�(奎12375) 속 ｢南敬菴山水十勝保吉之地｣에는 五臺山으로 되어 있어 후자를 따

른다.

39) ⑥은 호소이 본에서 ｢오백론사｣로 편성 으며, <표 3>에서 구체 으로 분석하겠다.

山 鳥嶺山 邊山 月出山 內藏山 烏臺山 上元山 

登龍山 首陽山 補瀰山 八靈山 有良山 媼山
산

맥

之第一 而五百論史 亦得其界以付其末

⑤此等山脈 可以藏身之所 未卜正穴 則難矣 

( 략) 至二十八萬四千六百五十二年

⑤此等山脈 可藏身之所 未卜正穴 則可不難矣哉 

( 략) 至二十八萬四千六百五十二年

⑥39)己丑 壬辰 丁酉 癸丑 戊午 癸亥 甲子 丁

卯 丙子 

�남한일기; 십승 보신지지�(1672) �정감록; 오백론사�(1923)

[己丑] 南出重瞳 宦士多戮

① 

[己丑] 當出重瞳 宦士多戮

[壬辰] 靑衣大賊 起於靑方 山水血色 化水恒流 

白猴名  西自鎭之

[壬辰] 靑衣大賊 起於靑方 山川血氣 化水恒

流 白猴自西鎭之

[丁酉] 賊到中西當沙自  異國兵  當海全沒 

屬黃猴當年 白衣滿朝
[丁酉] 賊到中西當沙 自是異國兵  當海全沒 

黃猴當年 白衣滿朝

[癸丑] 歲星沈海 王子亡島 [癸丑] 歲星沈海 王子亡島

[戊午] 蚩尤得旺 金兵發動 天子南遷 國兵西靡 

三十年前 兵未息肩

[戊午] 蚩尤得旺 金兵發動 天子南遷 國君西

麻三十年 前兵未息肩

[癸亥] 老僧入宮 君王出國 [癸亥] 老僧入宮 君王出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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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제작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필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십승 보신지지｣ 자가 기축년(1589)부터 병자년(1636)까지 9개년을 작

성한 이후, 략 250여 년의 시간 속에서 무명 조선인들의 목소리가 담기며 15

개년이 덧붙여져 24개년의 육십갑자로 확장 다. 둘째, ｢십승 보신지지｣ 후반부

를 구성했던 내용은 조선후기 어느 시 에 이르러 ｢오백론사｣라는 개별 언서

로 분리 다. 

그간 ｢십승 보신지지｣ 후반부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불완 한 비유들로 가득하

여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장서각 본 �남한일기�가 17세기 조선인의 

기억을 간직한 문헌임을 염두에 두고 이를 분석해 보자. 이 경우 이들 비유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반까지 조선에서 발생했던 각종 정치  사건을 의미하

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된다. 

2) 구  풀이 

｢십승 보신지지｣(1672) 후반부의 9개년 비유는 찬 사료를 통한 이해만으로

는 난 에 착했던 17세기 반 당  민간의 시선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에

서 역사  의의가 크다. 이하 논의는 해당 시기의 정치  사건들을 용하여 육

십갑자로 표 된 이들 내용들을 풀이하겠다. 이는 본고의 독창성을 담은 부분으

40) ‘賊亡禾川’이 ‘이  난’을 뜻하는 정치 사건임을 고려하면, 처음 이를 기록했을 당시 ‘賊亡

利川’으로 표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훗날 필사 과정에서 어느 순간 禾川으로 표기된 이본

이 작성 고, 이것이 호소이 본에까지 삽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甲子] 蜂目 軍 提兵西起 王渡錦水 賊亡禾

川40)
[甲子] 蜂目 軍 提兵西起 王渡錦江 賊已禾川

[丁卯] 外賊入國 內人出宮 [丁卯] 外賊入國 內人出宮

[丙子] 脱轉兵動 國空人亡 三南二西 雪色連江 

屬赤牛歲變 靑衣洒淚
[丙子] 臘轉 兵動國空人亡 三南以西 血氣連 

赤牛歲變 靑衣洒泣

②

[庚申] [癸巳] [辛巳] [甲子乙丑] [甲辰] 

[乙卯] [丙辰] [壬午] [癸未] [丁巳] [乙

亥] [癸亥] [丁未] [癸丑] [甲辰]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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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 시 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첫 번째, 기축년(己丑 南出重瞳 宦士多戮) 비유를 알아보자. 이를 번역하면 

“남쪽에서 겹 동자가 나오니 벼슬하는 선비들이 많이 죽는다.”이다. 이와 련

한 조선인들의 역사  경험은 鄭汝立(1546-1589) 사건이다. 비유 속 ‘ 동’은 ‘겹

동자’를 지칭하는데 정여립의 아들인 鄭玉南의 신체 특징을 형용한 표 이었

다. ‘기축년’은 정여립 사건이 발생한 1589년(선조22)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해 다. ‘환사다륙’은 ‘기축옥사’에 따른 사람들의 피해를 내포한 구 이었다.

두 번째, 임진년(壬辰 靑衣大賊 起於靑方 山水血色 化水恒流 白猴名  西自鎭

之) 비유를 살펴보자. 이는 16세기 말의 정치 사건과 결부하여 해석하면 ‘임진왜

란’을 지칭한 내용이었다. 번역은 “임진년, 푸른 옷을 입은 큰 떼의 이 동쪽에

서 일어난다. 山水는 핏빛으로 물들고 (핏빛이-필자주) 물로 화하여 항상 흘러

간다. 白猴의 名 이 서쪽에서 와서 이를 진압한다.”이다. 비유 속 ‘靑方’은 五行

의 동쪽을 지칭하며, ‘靑衣’는 倭를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구 에서 ‘흰 원숭이 명장(白猴名 )’은 임진년 발발한 왜란에서 조선으로 

건 와 明軍을 지휘했던 李如松(?-1598)을 지칭함이 분명하다. 흰색이 서쪽을 

상징함을 염두에 두면, 이는 조선을 기 으로 서방인 ‘명나라에서 온 원숭이띠의 

뛰어난 장수’로 해석할 수 있다. ‘원숭이’는 기본 으로 이여송이 출생한 해를 육

십갑자로 비유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이여송의 출생 해는 

1548년으로 육십갑자로는 ‘戊申’에 해당한다. ｢십승 보신지지｣를 지었던 인사는 

명나라를 의미하는 ‘白’과 이여송이 출생한 해의 동물인 원숭이를 뜻하는 ‘猴’를 

조합하여 이와 같은 비유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정유년(丁酉 賊到中西當沙自  異國兵  當海全沒 屬黃猴當年 白衣

滿朝) 비유를 알아보자. 이 귀의 번역은 “ 이 서당사에 이르러 스스로 물

러난다. 외국 군 의 세가 바다를 만나 모두 패망한다. 노란 원숭이가 붙은 해

에 백의가 조정에 가득 찬다.”이다. 정유년 비유는 략 다음 세 가지 사건을 반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첫째, ‘賊到中西當沙自 ’는 ‘정유재란’ 당시 왜군이 

육지의 ‘ 서당사’라는 곳에 이르러 북상하지 못하고 로 물러갔다는 의미이

다. ‘정유재란’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稷山戰鬪’가 해당하는데 정확한 비정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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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異國兵  當海全沒’은 ‘정유재란’에서 이순신이 이

끄는 12척의 조선 수군이 300여 척의 왜군 선을 명량에서 격 한 사건을 의미

했다. 셋째, ‘屬黃猴當年 白衣滿朝’는 ｢십승 보신지지｣가 작성된 17세기 에서 

보면, 光海君(재 :1608-1623) 즉  후 鄭仁弘(1536-1623) 등의 大北 산림 세력

이 조정을 장악한 것을 의미했다. ‘황후’는 노랑 원숭이로 육십갑자에서 ‘戊申’을 

지칭하는데 해군이 즉 한 1608년은 무신년에 해당했다. 17세기 당시 ‘백의만

조’41)는 “백의서생이 조정에 가득 차다(白衣書生滿朝).”라는 의미로 정인홍의 

당여가 득세한 것을 지칭했다.42)

그런데 18세기 반 ‘백의서생만조’의 목은 景宗(재 :1720-1724) 왕비인 端

懿王后(1686-1718)의 동생이자 소론 진 의 핵심 인물로 1728년 ‘무신란’을 일

으킨 沈維賢(?-1728)이 난을 비하면서 활용했다. 심유 은 노론이 주도권을 

잡았던 조 의 국정 운 을 비 하며 민심을 흔들려는 목 에서 언을 만들

었는데,43) 이때 활용한 구 이 ‘백의서생만조’ 다. ‘무신란’ 주모자들은 ‘백의’에 

‘상복을 입는’의 의미를 덧붙 다. 난의 련자로 조정의 심문을 받던 박미귀는 

유진정과의 질에서 ‘유진정이 심유 과 함께 무신년은 素服의 해’라고 설명했

음을 조정에 진술했다.44)

질 심문이 주목을 끄는 은 ｢십승 보신지지｣(1672) 출  50여 년 후인 ‘무

신란’ 후, 박미귀가 ‘비기’로 언 했던 언서의 존재 때문이다. 필자는 이 

41) 김탁은 ‘백의만조’를 ‘조정에 喪이 있어 소복을 입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

하여, ‘국가에 큰 변란이 일어나 왕족이 죽을 것을 암시’한 내용으로 보았다(김탁, 2016  

｢ 조 의 언사상｣ �조선의 언사상� 上, 333면).   

42) 梁弘澍는 정인홍의 간특한 12가지 죄목을 상소했는데, 정인홍의 남 제자들을 남방의 

들개로 비유하며, 이들이 ‘임진왜란’을 통해 부자가 다고 비난했다. 양홍주는 이들 가운

데 文勵는 臺閣에 있으며, 金應은 白衣로 지방 의 임무를 맡았고, 河渾은 국가의 노비를 

탈취했으며, 文景虎는 남의 재물을 함부로 차지했다고 힐난했다[�宣祖修正實 � 권37, 

선조 36년 5월 1일(丙辰)].

43) �承政院日記� 조 16년 11월 2일 “上曰 ( 략) 維賢所  白衣書生滿朝之說 究其心腸 

此類 一串貫來也”

44) �英祖實 � 권18, 조 4년 5월 10일(庚申) “庭鞫問柳晋楨 晋楨不服 令朴美龜柳晋楨面質 

美龜曰 汝 維賢不曰 戊申是素服之年乎 蓋以戊申爲黃猴 故秘記有曰 當白衣書生滿朝也 

晋楨曰 吾豈爲此 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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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서를 ‘무신란’으로부터 5년 후 문제가 된 승려 태진 사건의 ‘남사고 비결’로 

악한다. 박미귀는 조정 심문에서 “무신년의 해를 가지고 런 원숭이를 삼기 때

문에, 비기에서는 ‘( 런 원숭이 해를-필자주) 당해 백의서생이 조정에 가득할 

것이다.’라고 했다.”45)는 목을 언 했다. ‘무신란’ 즈음 ‘백의서생만조’를 담았

던 기록은 ｢십승 보신지지｣의 ‘屬黃猴當年 白衣滿朝’가 이에 해당한다. 태진 사

건은 ‘병자호란’을 기억하며 란을 피할 공간의 선정이라는 목 에서 생산된 ｢십

승 보신지지｣가 18세기 반의 조선인들에게 ‘남사고 언서’로 환 음을 보여 

다.

네 번째는 계축년(癸丑 歲星沈海 王子亡島) 비유이다. 이를 17세기 정치 격변

과 연 하여 번역하면 그 의미는 “세성은 바다에 잠기고 왕자는 섬으로 도망한

다.”이다. 계축년은 1613년( 해군5)이다. 당시 왕실과 권력층을 뒤흔들었던 문

제는 李爾瞻(1560-1623) 등의 북 가 권력을 장악하기 해 朴應犀(?-1623)를 

사주하여 永昌大君(1606-1614)과 서인, 남인을 정계에서 어낸 ‘계축옥사’ 다. 

이로 인해 1614년( 해군6) 창 군은 강화도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의 어머니 

仁穆王后(1584-1632)는 1618년( 해군10) 西宮에 유폐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계

축년 비유는 해군  북세력의 정권 쟁탈과 창 군의 희생을 반 한 표

이었다.

다섯 번째는 무오년(戊午 蚩尤得旺 金兵發動 天子南遷 國兵西靡 三十年前 兵

未息肩) 비유이다. 번역은 “치우가 왕성함을 얻으니 나라 군병이 발동한다. 천

자는 남쪽으로 옮겨가고 나라의 군병은 서쪽에서 쓰러진다. 삼십년 에도 군병

은 어깨를 쉬지 못했다.”이다. 이 구 은 ‘치우’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국 고

의 설 속 임 인 黃帝는 치우를 평정한 후에야 비로소 無爲의 정치를 이룰 

수 있었다.46) 이를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  사고 틀에서 생각하면 황제는 善하

고 치우는 惡한 존재이다. 한 악은 선을 이겨서는 안 된다. 만약 선과 악이 역

된다면 근  이  유교를 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인륜과 질서가 

어그러진 상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45) 의 주를 참고할 것.

46) �通鑑節要� 卷36, ｢唐紀 太宗皇帝 上 庚寅｣; �新唐書� 卷97, ｢魏徵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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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년 비유는 우주 질서가 무 진 상황을 방 에 두고 행간을 검토해야 더욱 

분명한 역사  의미를 독해할 수 있다. 치우가 왕성함을 얻고 나라 군병이 발

동하는 상황은, 1613년 여진 부족을 통일한 르하치(努爾哈赤; 1559-1626)가 

세력을 확장하여 天子인 명나라 황제에 도 했던 형세를 의미했다. 르하치는 

1616년( 해군8) 칸의 지 에 올라 연호를 ‘天命’, 국호를 ‘後金’으로 선포했다. 

비유 속 무오년은 1618년( 해군10)이다. 이때 르하치는 자신의 조부와 부친

을 죽인 明에 해 일곱 가지 죄를 성토한 ｢七大恨｣을 발표하고 撫 을 공격하

는 등, 본격 으로 명나라 정벌을 감행했다. 

여섯 번째는 계해년(癸亥 老僧入宮 君王出國) 비유이다. 번역은 “나이 많은 

은 궁궐에 들어가고 군왕은 國都를 떠난다.”이다. 이는 ‘인조반정’이 일어난 

1623년(인조1) 계해년의 정치 사건을 빗 고 있었다. ‘군왕출국’은 반정으로 쫓

겨난 해군을 의미했다. 비유 속 ‘老僧’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첫째, 李元翼(1547-1634)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원익은 光海君의 失政 속에 

스스로 낙향했으나, 반정 성공 직후 인조가 제일 먼  의정으로 지명했던 인

물이었다.47) 반정 당시 이원익의 나이는 77세로 ‘ ’라고 표 해도 낯설지 않다. 

이원익과 불교 계는 柳夢寅(1559-1623)의 �於于野談�에 실려 있다. 내용은 이

원익이 寒溪山 사찰을 방문했을 때 한 老僧을 만났고, 그의 안내를 따라 仙鶴을 

한 후 뒷산에 올라 길에 깔린 寶玉을 보았다는 것이다. 노승은 이원익이 선학

과 보옥이 등장하는 신선의 장소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욕심이 없었기 때문

이라고 언 했다.48)

둘째, 계해년의 ‘노승’ 비유는 ‘인조반정’ 주역으로 당시 67세 던 李貴(1557- 

1633)를 지칭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은 ‘노승’의 표 이 黃胤錫

(1729-1791) 증보 �海東異蹟�에서는 ‘女僧’으로 변형 다는 사실이다.49) 황윤석

47) 이원익의 인물과 생애는 오항녕, 2017 ｢시 의 기둥을 잡다 오리 이원익｣ �인물과 사상�

제228호, 101-115면.

48) 柳夢寅(玄惠卿 외 譯註, 李忠九 監修), 2000 �어우야담� 1, 통문화연구회, 146-147면.

49) 황윤석은 洪萬宗(1643-1725)의 �海東異蹟�을 증보했다. 홍만종이 32편의 이야기에 38명

을 소개한 반면, 황윤석은 94편에 101명의 이야기를 담았다[홍만종(황윤석 증보, 신해진․

김석태 역주), 2011 ｢《증보 해동이 》에 해｣ �증보 해동이 �, 景仁文化社, 6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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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략 40세경인 1770년에 �해동이 �을 증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50) 이 책 

내의 ｢南師古｣에는 필자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들 비유를 거의 그 로 轉

載했다. 이때 ‘여승’은 이귀의 딸로 불교에 출가했던 李禮 을 의미한다.51) 그

다면 이들 부녀 계를 알았던 군가는 이와 같은 역사  맥락을 의식하여 ‘노

승’을 ‘여승’으로 변경했고, 황윤석은 이를 필사해 실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노승’은 이원익보다 이귀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곱 번째는 갑자년(甲子 蜂目 軍 提兵西起 王渡錦水 賊亡禾川) 비유이다. 

번역은 “ 목장군이 군병을 이끌고 서쪽에서 일어난다. 왕은 강을 건 고 

은 이천에서 망한다.”이다. 갑자년은 1624년(인조2)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난 다

음해이다. ‘ 목’은 근  이  한자 문화권에서 동자의 형상이 말벌을 가리키

는 것에서 유래하여, 형상이 흉하고 사나운 것을 묘사했다. 이는 ‘말벌 같은 

에, 시랑 같은 목소리’라는 용례로 사용 다.52)

‘ 목장군’  ‘군병’을 염두에 두고 당  조선에서 발생하여 커다란 정치  

장을 불러온 사건을 검토하면, 상은 ‘이 의 난’으로 좁 진다. 실제 난을 일으

킨 이 은 金昌翕(1653-1722)의 ｢鞍峴歌｣에서 ‘ 목장군’으로 묘사 다.53) 이

은 1월 22일 병력을 이끌고 변을 출발한 후 2월 11일 서울에 입성하여 경복궁 

터에 주둔했고, 이로 인해 인조는 서울을 떠나 공주로 피난해야 했다. 이후 이

은 자신을 뒤쫓아 온 張晩(1566-1629)을 심으로 한 군과의 투에서 패하여 

달아났다가 2월 15일 利川에서 부하들의 배반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따라서 이

의 몰락은 “왕은 공주의 강( 수)을 건 고 은 이천에서 망한다.”라는 표

으로 정리 다고 하겠다.  

여덟 번째는 정묘년(丁卯 外賊入國 內人出宮) 비유이다. 번역은 “바깥의 이 

나라에 들어오고 나인은 궁을 나선다.”이다. 1627년(인조5)은 ‘정묘호란’이 발생

한 해로 후 은 해군을 해 보복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조선을 침공했다. 청

50) 홍만종(황윤석 증보, 신해진․김석태 역주), 2011 의 책, 603면.

51) 柳夢寅(玄惠卿 외 譯註, 李忠九 監修), 2000 앞의 책, 186-189면.

52) 汉语大词典编纂处, 1994 �汉语大词典�, 汉语大词典出版社. “指眼睛像胡蜂，形容相貌凶

悍”; �春秋左氏傳�, ｢魯文公 上｣ “蜂目而豺聲 忍人也”

53) �三淵集�, ｢鞍峴歌｣ “蜂目 軍擧事速 卒銳已久輕朝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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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입 목 은 륙을 정벌하기 이  배후를 하는 조선을 정벌하기 함이

었다. 후  군 가 조선을 침입하자 인조는 강화도로 들어갔고 세자는 주로 

남하했다. 국왕과 왕세자가 서울을 벗어나 피난한 상황에서 궁궐의 나인들 역시 

이들을 따라 행동을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 정묘년 비유는 의 상황을 반 한 

묘사 다.

아홉 번째는 병자년(丙子 脱轉兵動 國空人亡 三南二西 雪色連江 屬赤牛歲變 

靑衣洒淚) 비유로, 1636년(병자년) 12월 발발했던 ‘병자호란’과 뒤이어 정축년에 

벌어졌던 정치  격변을 반 했다. 번역은 “섣달(12월)로 바 어 군병이 움직

이니 나라는 비고 사람은 죽는다. 충청․ 라․경상과 황해․평안에는 빛이 

강을 연한다. 붉은 소에 붙은 세상 변고에 푸른 옷을 입은 채 물을 뿌린다.”이

다.54) ‘병자호란’은 조선인들의 집단 심성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

들은 이후 이와 같은 언의 형태이든, 기록이든, 기념물이든 간에 어떠한 형태

로든지 이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

‘赤牛’는 육십갑자로 병자년 다음해인 丁丑年을 지칭했다. ‘푸른 옷’은 앞선 임

진년 비유 속의 ‘청의’가 왜병을 가리켰던 것과 달리, 정축년은 신분이 천한 사

람을 지칭했다.55)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포로가 되어 청나라로 끌려가는 치욕

(靑衣之辱)’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 다.56) 실제 정축년인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남색으로 물들인 옷을 입고 남한산성을 나서 청태종에게 항복했

다.57) 의 비유는 실  힘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당 인들의 인식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조선이 淸의 ‘하례(하인)’ 나라가 된 것-즉 청나라를 심

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포섭된 것-을 실에서 감내해야 하는 자괴감과 상실감이

었다. 

 

54) 규장각 소장 �남사고비결� 속 ｢남경암 산수십승 보길지지｣에는 脱轉兵動에서 ‘脱’을 ‘臘’

으로 표기했는데, 문맥을 고려하여 ‘臘’으로 해석한다. 

55) 晉나라 懷帝는 劉聰의 포로가 되어 연회에서 靑衣를 입고 술을 따르는 치욕을 당했다(�晉

書�, ｢孝懷帝紀｣ “劉聰大  使帝著靑衣行酒 侍中庾珉號哭 聰惡之”).

56) �承政院日記� 인조 14년 12월 18일.

57) �仁祖實 � 권34, 인조 15년 1월 30일(庚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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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억의 환

｢십승 보신지지｣(1672)에 투 된 역사  경험은 이후 세월 속 조선인들이 경

험했던 정치 사건들과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유통․확

산 다. 이어 어느 시 에 이르자 언서로 환 다. 특히 아홉 해의 비유를 담

았던 부분은 ｢십승 보신지지｣에서 떨어져 나와 별개의 언 기록이 다. 그 결

과는 호소이 본 �정감록�(1923) 내의 ｢오백론사｣라는 제목으로 확인된다. 이하 

논의는 ｢십승 보신지지｣가 ‘남사고 언서’로 환되는 과정의 첫 단계에 치했

던 英祖代 태진 사건을 검토하겠다. 

( 는-필자주) 己酉(1729) 연간에 최 희와 함께 임삼을 캐러 八公菴에 갔다가 

암자 속에서 승려 태진을 만났는데, (태진은-필자주) “邊山에서 왕래한다.”라는 것으

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는 최 희와 함께 “어 하여 (팔공암에-필자주) 옮겨 왔

느냐”라고 한즉, 태진은 “들과 산에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 산에 깊숙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한 장의 종이에 쓰인 것을 내어 보이며 “이것이 남사고의 비결인데 비

결 안의 ｢무신년은 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무신년 뒤에는 해마

다 모두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58) 

인용문은 1733년( 조9) 8월 18일 승려 太眞과 련하여 조사를 받던 尹徵商

이 조정에 진술했던 내용이다. 진술을 통해 이야기의 발화자를 남사고로 지칭한 

언서가 사회에서 떠돌아다니던 18세기 반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

은 조의 왕  정통성을 부정했던 ‘무신란’이 발발한 이듬해인 기유년(1729, 

조5), 양반 최 희․윤징상․정원덕 세 사람이 팔공산 팔공암에 갔다가 승려 태

진을 만난 후 ‘남사고 언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에서 출발한다.59) 화는 

1728년( 조4)의 반란에 한 평가로도 이어졌다. 이들은 ‘무신란’을 언 하며 

58) �英祖實 � 권35, 9년 8월 18일(丙寅) “徵商供 臣於己酉年間 鳳禧同入採菜於八公菴 而

菴中有僧太眞 稱以自邊山來住 故臣 鳳禧問何爲移來 則太眞答以野山多擾 故深入此山云 

出示一紙書 是南師古秘訣 而秘訣中戊申年亦不好 已驗矣 戊申後 年年皆 不得無事云”

59) 태진은 이들 세 사람 모두를 양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英祖實 � 권35, 9년 8월 18일

(丙寅) “太眞曰 己酉十月 兩班三人來到 同房 僧 瀾漫說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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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견해를 나 기도 했다.60)

태진은 ‘남사고 언서’를 얻은 내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1729년 烏棲

山 烏棲寺에 이르러 도통한 승려 自明을 만났는데, 이틀간 담화하는 과정에서 

自明이 이를 베껴 주었으나 자신은 문자를 몰라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진술했다.61) 그런데 최 희는 태진의 진술을 부정했다. 최 희는 태진이 

양반에서 이 된 兩班僧으로 평소 大師를 칭하며 명성이 자자했고, 강원도에 

있었을 때는 수령들 가운데서도 서간으로 묻는 자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어  문

자를 모른다고 하느냐며 일갈했다.62)

1733년 8월의 진술에서 련자들은 이 언서를 ‘남사고의 비결’ 혹은 ‘남사고

의 비기’, ‘남사고의 참서’ 등 남사고의 언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언 하고 있었다. 태진은 남사고의 언으로 지칭된 내용을 상당히 신뢰했던 것

으로 보인다. 최 희에 의하면 1729년 당시, 태진은 “남사고 비기에 기록된 내용

이 근래의 경험들과 부합한 것이 많지 않았는가.”라는 견해를 밝혔다.63) 이는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1733년 태진의 의 부 진술과

는 명백히 배치되는 설명이다.

그 다면 이들이 18세기 반 ‘남사고 비결’로 언 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남

사고 언서’의 본으로 기능했던 문헌은 무엇인지를 추 해 보자. 단서는 1733

년 8월의 진술에서 확보할 수 있다. 윤징상이 기억했던 ‘남사고 언서’의 형태

는 “아무개 해는 길하고 아무개 해는 흉하다.”라는 것으로, 그가 상기한 귀들

60) �英祖實 � 권35, 9년 8월 18일(丙寅) “鳳禧 太眞面質 鳳禧曰 吾 尹徵商等三人 見汝於

八公菴矣 太眞曰 然矣 鳳禧曰 汝不曰南師古秘記所  近多符驗乎 太眞曰 己酉十月 兩班

三人來到 同房 僧 瀾漫說話 而語及戊申事以爲 其時亦多冤死之人云矣”

61) �英祖實 � 권35, 9년 8월 18일(丙寅) “太眞供 臣於己酉到烏棲山 逢着道僧自明 自明相

談話 兩日留連 出示謄出文字曰 此是南師古讖書也 仍爲謄給 而臣不解文字之故 不識其辭

意之如何” 

62) �英祖實 � 권35, 9년 8월 18일(丙寅) “鳳禧曰 汝豈不識字之僧乎 汝以兩班僧 素稱大師 

聲名藉甚 曾在江原道時 守令多書問 云 豈敢以不識字諱之乎”

63) �英祖實 � 권35, 9년 8월 18일(丙寅) “鳳禧 太眞面質 鳳禧曰 吾 尹徵商等三人 見汝於

八公菴矣 太眞曰 然矣 鳳禧曰 汝不曰南師古秘記所  近多符驗乎 太眞曰 己酉十月 兩班

三人來到 同房 僧 瀾漫說話 而語及戊申事以爲 其時亦多冤死之人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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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萬家餘一(일만 집에 한 집만 남는다.)’과 ‘戊申年亦不好(무신년은 한 좋지 

않다.)’ 다.64) 윤징상은 태진과 면하여 심문받는 자리에서 ‘남사고 언서’에 

한 추가 내용을 언 했다. 그것은 1729년 최 희, 정원덕과 함께 팔공사를 찾

았을 때, 태진이 “이런 말세를 당해 백성들은 山林에서 보 되는데(民保山林), 

그 들이 평야를 버리고 산골짜기에 들어왔으니 진실로 이러한 뜻을 깨달아서이

다.”라고 말했던 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귀의 출처를 묻자 “남사고

의 비기에서 얻었다.”라는 태진의 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65)    

최 희는 “갑자년부터 해를 쫓아 배열하여 기록 는데 길흉을 모두 증험했

다.”라는 태진의 언설을 소개했다. 한 그는 1729년 팔공사 방문 당시 태진을 

통해 보았다는 언서 내 무신년에 기재된 일부 구 을 기억했다. 해당 귀는 

‘流血成川(흐르는 피가 내를 이룬다.)’과 ‘路塞烟絶(길은 막히고 사람의 기척이 

끊어진다.)’이었다.66) 한편 윤징상과 최 희 등에게 ‘남사고 언서’를 소개했던 

태진 역시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기억하던 구 들을 진술했다. 귀는 ‘백 안

답’, ‘ 목장군’, ‘승입병도’, ‘노색연 ’이었다.67) 1733년의  사건을 바탕으로 태

진이 언 했던 ‘남사고 언서’를 특징짓는 형식과 내용을 추 해 보자. 

당시 ‘남사고 언서’의 형태는 갑자년을 시작으로 육십갑자의 특정 년도와 이

를 설명하는 귀로 구성 다. 언서 내의 무신년 비유는 ‘유 성천’과 ‘노색연

’을 포함했다. 아울러 ‘남사고 언서’에는 어느 해의 비유인지 알 수 없으나, 

‘만가여일’ ‘민보산림’ ‘백 안답’ ‘ 목장군’ ‘승입병도’ 등도 포함 다. 그런데 이

64) �英祖實 � 권35, 9년 8월 18일(丙寅) “更問尹徵商 徵商供 臣 崔鳳禧鄭元德 同往八公寺 

太眞示以秘記 故鳳禧則借手鄭元德而謄出 臣則不爲謄置 其辭意年久 不能記得 而所記不過

某年吉某年凶 其中一句 則有萬家如一四字矣” 

65) �英祖實 � 권35, 9년 8월 18일(丙寅) “尹徵商 太眞面質 徵商曰 己酉年吾 崔鳳禧鄭元

德等 同往八公山 則汝豈不曰 當此末世 民保山林 君之棄野入峽 誠得之云乎 吾曰 民保山

林云  出於何書乎云 則汝豈不曰 此乃南師古秘記云 而仍爲出示乎”   

66) �英祖實 � 권35, 9년 8월 18일(丙寅) “鳳禧曰 往八公菴時 聞太眞爲名僧 三人同往見之 

則太眞曰 吾周遊名山 有一道僧 示以秘記 卽南師古讖書云 而自甲子逐年編  吉凶皆驗云 

故坐中一人請見之 則太眞初頗持難 强請乃出而見 戊申年所  則有流血成川路塞烟絶之句 

吾不能自書 借人謄出 而所謄之人 鄭元德或太眞 而不能記認矣”

67) �英祖實 � 권35, 9년 8월 18일(丙寅) “更問太眞 太眞供 秘記中句語 只記白猪按答蜂目

軍僧入丙都路塞烟絶等句 其餘則不能記得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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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귀는 ｢십승 보신지지｣(1672)  호소이 본 �정감록� ｢오백론사｣(1923)에서 

일부 같거나 유사하며, 일부는 새로운 형태 다. 이들 차이에 내포된 역사  

의미를 검토하기 해, 필자는 1733년 � 조실록� 속 태진의 진술을 심에 놓

고 양측 문헌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검토하겠다. 

이 분석은 17세기 란의 충격을 경험한 집단 기억에서 연유한 기록물이, 18

세기 반과 20세기 반에 각각 어떠한 형태로 환했는지를 밝힘으로써 그 이

면에 숨겨져 있는 역사상을 재 하는 작업이다. 1733년 태진이 언 한 ‘만가여

일’과 ‘ 목장군’은 이들 세 가지 기록에서 동일하게 등장했다. ‘민보산림’은 1672

년에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1923년에는 甲子年 비유에서 ‘民巢山林’이라는 귀

로 확인되는데 의미상 차이는 없다. 계속해서 태진이 무신년 귀로 기억한 ‘유

성천’ ‘노색연 ’과, 정확한 간지를 언 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보았다고 진술한 

‘승입병도’를 검토하겠다. 

필자는 앞서 무신의 간지는 ‘노랑 원숭이(黃猴)’에 해당한다고 서술했다. 련

하여 ｢십승 보신지지｣(1672)는 이를 ‘屬黃猴當年 白衣滿朝’로 표 했을 뿐 직  

戊申을 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신란 직후인 1729년, 태진이 간직했던 ‘남사

고 언서’는 별도로 戊申을 표기했고 ‘유 성천’과 ‘노색연 ’을 달아 놓았다. 이

는 17세기의 기억을 담은 ｢십승 보신지지｣를 본 군가가 18세기 반 어느 시

에 새롭게 만들어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소이 본 ｢오백론사｣(1923)는 에서 언 된 표 들과 련하여 庚申의 간지

를 남겼다. 구  표 은 ‘僧入京中 道路不通 血流淋漓( 이 서울에 들어가면 도

로는 통하지 못하고 피가 흘러넘쳐 흥건하다.)’ 다. 이에 근거하여 1729년 ‘남사

고 언서’의 당해 구 로 복원해 보자. 이 경우 가능한 형태는 ‘僧入丙都 路塞

烟絶 流血成川( 이 서울에 들어가면 길은 막히며 사람의 기척은 끊어지고 흐르

는 피가 내를 이룬다.)’이다.68) 표  차이는 있으나 양측은 동일 내용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반 창작된 귀는 세월 속 변형을 겪으며 20세기 로 이어지는 

상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할 은 세부 표 은 변했으나 안정화한 틀은 그

68) ‘남사고 언서’로 일컬을 수 있는 이본들을 정 하게 분석하면 이와 같은 표 을 발견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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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 다는 이다. 즉 ‘안정된 구조의 세부  변화’라는 구 의 특성은 근  

이  필사본에서 동일하게 용되는 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태진이 언 했던 ‘白猪按答’은 ｢십승 보신지지｣(1672)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

며, ｢오백론사｣(1923)에서도 찾을 수 없다. 18세기 반 등장한 이후 선택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본의 존재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한다. 끝으로 태진이 언

했던 ‘남사고 언서’의 형태를 알아보자. 태진은 자신이 지녔던 ‘남사고 언

서’는 내용이 갑자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억했다.69) 그런데 ｢십승 보신지지｣

와 ｢오백론사｣ 속 육십갑자 비유는 모두 己丑年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의 차

이는 태진이 기억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일 수 있다. 아울

러 군가 ｢십승 보신지지｣를 바탕으로 18세기 반의 정치 실을 반 해 자신

의 방식으로 改編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태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17세기 후

반 기록인 ｢십승 보신지지｣가 18세기 반에 이르면 어도 조선의 라도 지역

에서 만큼은 ‘남사고 언서’라는 인식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이다.70) 18세기 후반 라도 德에 세거했던 황윤석은 이러한 인

식의 연장선에서 자신이 증보한 �해동이 � 내에, ｢십승 보신지지｣를 남사고와 

결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남사고｣를 남길 수 있었다.

5. 맺음말

본고는 1733년( 조9) 승려 太眞 사건을 통해 � 조실록�에서 기록 주체를 남

사고로 명시했던 언서가 조선 사회에서 처음 언 된 상을 검토했다. 련자 

진술을 통해 볼 때, 당  ‘남사고 언서’는 호소이 본 �정감록�(1923)에 편성된 

69) 태진이 진술했던 ‘남사고 언서’의 ‘ 목장군’ 귀는 갑자년에 붙어 있던 비유로 생각한

다. 이는 ｢십승 보신지지｣와 ｢오백론사｣에서 모두 ‘甲子 蜂目 軍 提兵西起’로 표 했기 

때문이다.

70) �承政院日記� 조 9년 8월 30일 “宋寅明曰 南師古祕記 閭閻間亦多有之 而參聽而已 則

別無可問之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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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론사｣에 해당했다. 그런데 장서각 소장 �남한일기�의 ｢십승 보신지지｣

(1672) 후반부는 18세기 반의 태진 사건에서 등장한 구 들을 포함하고 있었

다. ｢십승 보신지지｣가 17세기 반 ‘병자호란’의 기억에서 출발했음은 본문에서 

상술한 바와 같다. 아울러 그것의 후반부는 ‘기축옥사’부터 ‘병자호란’ 항복까지, 

즉 17세기 말부터 18세기 반의 조선인들이 경험해야 했던 주요 정치  사건들

의 기억을 담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18세기 이후 조선인들이 ‘남사고 언’으

로 믿었던 기록은 처음부터 남사고와 련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실상 조선인들이 ‘남사고 언서’로 믿었던 기록의 한 축은 17세기 반 국내

외의 정치  격변 속에서 탄생한 조선인들의 집단 기억에서 근원했다. 의 

기억은 이후 커다란 정치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지속해서 덧붙여지며 세월 속

에서 남사고의 언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는 연속 으며, 

기억은 재의 삶이 되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갔다고 하겠다. 이 과정에서 기억

은 때로 왜곡된 채 활용되거나 조작 으며 때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갑작

스  회복되기도 했다. 기억은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의해 지역별, 집단별로 

분화된 채 솟아났으며 계속해서 생명력을 얻었다.

주제어 : 병자호란, 남사고, 십승지, 정감록, 남한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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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mory of the Pyŏngja Horan(丙子胡亂, the Second 

Manchu Invasion in 1636) and the Origin of the 

Namsago(南師古) Prophecy 
71)

Kim Shin Hoi *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how the experience of the Pyŏngja horan played a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Namsago prophecy in the late Chosŏn(朝鮮) Dynasty. 

Namsago was a figure that people in the late Chosŏn Dynasty recognized as the speaker 

of a prophecy related to the Sipsŭngji(十勝地, Ten Excellent Sites) or as a prophet who 

knew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text that was the original prophecy of 

Namsago. To this end, I present the Namsago-related records in the Chŏnggamnok(�鄭鑑

�) of Hosoi Hajime(細井肇, 1886-1934), compiled in 1923, as the latest case. At the 

same time, I review the Namhanilgi(南漢日記) from Jangseogak(藏書閣) as the earliest 

case of the Namsago prophecy.

By cross-examining these texts and the Namsago’s prophecy mentioned in the 

historical record of 1733, it is possible to reveal the true nature of this prophecy. I 

insist that the record recognized by the people in the late Chosŏn Dynasty as the 

Namsago prophecy begins with the memory of Pyŏngja horan.

Key Words : Pyŏngja horan(丙子胡亂), Namsago(南師古), Sipsŭngji(十勝地), 

Chŏnggamnok(�鄭鑑 �), Namhanilgi(南漢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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