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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예언문학의 관점에서 『정감록(鄭鑑錄)』에 나타나는

역성혁명 예언의 서사 구조와 형성 과정을 살피고 그 의의를 밝히는 것

이다. 『정감록』은 왕조의 흥망, 국난(國難)의 징조, 새 시대를 개창할

인물 등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조선왕조에 반(反)하는 역성혁명

의 내용을 담고 은밀히 유포되었기에 저자와 저작 시기는 미상(未詳)이

다. 18세기 이후 그 존재가 처음 확인되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활

발한 향유와 전승이 이루어졌다. 본고는 『정감록』에 나타나는 예언이

미래에 대한 다양한 형상을 내포하고 있고, 독자들이 상상 속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예언과 문학의 관계를 고찰해 예언문학을 정의하고, 관련

작품들을 대상으로 예언문학의 존재 양상을 살폈다. 우선 우리 문학사에

서 예언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왔는지를 살펴 예언문학의 개념을 설정하

고자 했다. 예언이란 신의(神意)로 앞날의 일을 미리 알고 전달하는 것으

로 고대부터 이야기나 노래와 같은 문학적 형식을 통해 향유되어왔다는

측면에서 문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동시에 예언 기록은 당대인의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상상이 텍스트를 통해 형상화된 것이라는 점에

서 문학적 성격을 갖는다. 이에 본고는 예언을 문학의 범위 안에서 고찰

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문학 양식 전

반(全般)을 ‘예언문학’이라 지칭했다. 이는 예언 모티프를 갖는 작품들을

하나의 장 안에서 다룰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요긴하며, 나아가 문학

연구대상의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예언문학의 개념을 설정한 후에는 예언을 핵심 소재나 형태로 사용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예언문학의 존재 양상을 살폈다. 예언문학은 예언의

대상과 내용 등에 따라 크게 국가문제 예언문학(역성혁명, 전란)과 개인

문제 예언문학(액운, 길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문제 예언문학은 국

가의 멸망과 혁명, 전란 등에 대한 예언을 다루며,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

을 보여준다. 개인문제 예언문학은 특정 인물이 장래에 겪을 재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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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달에 관한 이야기로 예언의 실현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따

라 예언이 좌절되고 운명이 극복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 예언

문학에는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역성혁명(易

姓革命)을 다루는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역성혁명 예언문학은 기존 왕조

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겪는 국난과 새로운 통치자의 등장, 새 왕조의 터

전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이는 새롭게 등장한 국가와 통

치자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국가 존폐를 건 혼란기

나 왕조 교체가 성공한 시기를 전후해서 형성, 향유되었다.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 『정감

록』의 주요 이본과 서사 단락을 살폈다. 우선, 『정감록』의 주요 이본

을 확인하고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때 죽하(竹下) 김승렬(金承烈)이

저술한 『정감록고핵(鄭鑑錄考覈)』은 본고에서 처음 소개되는 자료로

주목을 요한다. 이는 수경실(修綆室) 소장본으로, 『정감록』을 조사하여

밝힐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서이다. 본문에 저자가 원본이라 밝히고 있는

『정감록』 이본의 내용이 필사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정감록』

텍스트의 범위는 실제 조선후기에 등장해 20세기 이후까지 향유되었던

「감결」로 한정해서 다루었다. 따라서 현전하는 이본 중 가장 이른 시

기의 이본이자, 이후 텍스트들의 저본으로 여겨지는 아유가이본에 수록

된 ｢감결｣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대상을 확정한 후에는 『정감록』의 서사 단락과 서사 형성 과정

에 대해 다루었다. 우선 『정감록』 텍스트를 단락별로 정리해서 전체적

인 서사 구성을 살피고 이본 간의 비교를 통해 핵심 서사를 파악했다. 
정감록의 핵심서사는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 말년에 일어날 재앙과 새

롭게 왕이 될 정씨(鄭氏) 진인(眞人)의 등장, 새 나라의 터전이 될 계룡

산에 관해 예언하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는 앞서 확인한 역성혁명 예

언문학의 핵심 서사와 동일하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정감록』이 서

적의 형태로 출현하기 이전부터 예언문학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고대부터 관련 참요와 참설들이 사회적, 정치적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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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각된 기억들이 새로운 이야기로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형

상을 더해간 것이다. 요컨대 정감록은 전승되던 예언문학을 적극적으

로 반영하여 한 편의 서사로 엮어낸 것이라 하겠다.

4장에서는 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 『정감록』이 변화하는 시대 현실

에 대응하여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먼저 조선후기에 등장한 『정감

록』이 왕조로 대표되는 기성 권력에 맞서 전복(顚覆)을 상징했다는 측

면에 주목했다. 18세기 왕조 사회에서 『정감록』 향유자들은 기존의 왕

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 나라를 이끌어줄 진인의 존재를 갈

망했다. 특히 역성혁명의 예언을 담고 있는 『정감록』을 이용해 반란을

야기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서사 속 진인의 존재를 자신들에게 투영시켰

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진인과 같이 절대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주장하

며,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정감록』은 왕조의 교체라는 기성 권력

의 전복을 주도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 『정감록』이 왕조 교체를 넘어 전반적인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

는 데에 활용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정감록』은

천주교, 동학과 같은 민중종교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순히 다른

성씨로의 왕조 교체가 아니라 봉건적 사회 질서에 대항해서 체제를 바꾸

고자 하는 움직임에 『정감록』이 변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후

20세기에 이르러 조선왕조와 유교적 봉건 체제가 무너지면서 『정감록』

담론은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역성혁명과 예언의 대상이 사라졌음에

도 『정감록』 서사가 힘을 잃거나 소멸되지 않고 더욱 활발하게 향유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흥미 위주의 상업 출판이나 사교(邪敎)의 경제적 착

취 수단으로 변질된 상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가 발굴한 정감록고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감록고핵에서 『정감록』이 독립운동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저자 김승렬이 중국에서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를 만났을 때의 일화가 수록되어있다. 단재가 『정감록』

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자 김승렬이 귀국 후 책을 구해서 전달했다는 것

이다. 단재가 『정감록』을 요청한 것은 오랜 식민 기간에 지친 민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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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결속시켜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정감록』 속 영

웅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이라 믿어지며

우리 민족에게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단재는 『정감록』을 바

탕으로 민족의 힘을 모아 외부의 적에 대항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정감록』 서사가 담고 있는 혁명성과 새 세상에 대한 열망이 일제강점

기라는 시대 현실에 대항해 독립이라는 사회 변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기대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정감록』, 문학과 예언, 예언문학, 역성혁명, 사회변혁,

『정감록고핵』

학 번 : 2017-2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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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본고는 예언문학의 관점에서 『정감록(鄭鑑錄)』에 나타나는 역성혁명

예언의 서사 구조와 형성 과정을 살피고 그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정감록』은 왕조의 흥망과 국난(國難)의 징조, 새 시대를 개

창할 인물 등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조선왕조에 반(反)하는 역성

혁명의 내용을 담고 은밀히 유포되었기에 저자와 저작 시기는 미상(未

詳)이다. 18세기 이후 그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되며 20세기 중반에 이르

기까지 활발한 향유와 전승이 이루어졌다.

『정감록』을 구성하는 예언은 고대부터 참요와 참설 등에서 단편적으

로 등장했다. 이후 역사적 변혁을 시도했던 사건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며, 구체적인 형상을 더해 재생산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정감록』이 서적의 형태로 출현해 오래도록 향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개별 예언의 존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본고는 이들이 총체적으

로 『정감록』이라는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

했다. 요컨대 『정감록』은 전통적으로 전승되던 예언들을 반영하여 한

편의 서사로 엮어낸 것이라 하겠다.

선행연구에서는 『정감록』의 사회적, 종교적 영향 관계에 주로 초점

을 두었으며, 문학연구의 측면에서는 특정 이야기들의 전승 배경이자 근

거로만 언급될 뿐, 『정감록』 서사와 향유에 관해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다. 더불어 조선후기 정감록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공식적인 출판과 향유가 이루어진 근대 정감록과 관련해서는 서

지학적 연구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정감록』에 나타나는 예언이 미래에 대한 다양한 형

상을 내포하고 있고, 독자들이 상상 속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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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언과 문학의 관계를 고찰해 설정한 ‘예언문학’의 관점에서

『정감록』을 독해하며 전체적인 서사를 파악하고, 이것이 변화하는 시

대 현실에 대응하여 독자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기대 받았는지

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이는 『정감록』 텍스트 자체를 문학연구의 대

상으로 바라보는 시도이며, 나아가 지금까지 문학의 영역에서 적극적으

로 다뤄지지 못했던 예언 기록들을 통해 문학연구 대상의 범주를 확장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정감록』 연구에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들

은 다음과 같다. 1874년에 간행된 샤를르 달레(Claude-Charles Dallet)의

『한국천주교회사(韓國天主敎會史)』에서는 19세기 중반 발생한 민란의

원인에 대해 다루면서 『정감록』의 내용을 언급했다.1) 당시 『정감록』

이란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감록』의 예언과 그에 대한

조정의 반응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1890년부터 조선의 서적을 조사, 수집

한 모리스 꾸랑(M. Courant)도 『정감록』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한

국서지(韓國書誌)』에서 『정감록』에 대해 소개하며 책의 내용과 성격,

당시 유통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했다.2)

1)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따르면, 조선에서 활동하던 프랑스인 신부
푸르티에(Pourthie, 1830-1866)는 임술민란(1862)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
이 기록을 남겼다. “조선의 예언서는 현 왕조를 물러나게 할 사람은 정(鄭)이라는
사람일 것이라 예언합니다.…그 유명한 예언서의 불길한 설명이 사방에 돌며 서
울의 화재와 양반들의 학살을 예고했습니다. 조정은 벌벌 떨었습니다.”(샤를르 달
레 저, 안응렬, 최석우 공역, 『한국천주교회사』下,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336
면.)

2)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에 따르면 『정감록』은 기예부(技藝部), 그 중에서도
술수류(術數類) 2431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정문답(李鄭問答)’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며, 부제에는 ‘정감록(鄭勘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꾸랑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정감록』을 소개했다. “저자는 미상으로 조선 초기의 사람인 듯싶다.
현 왕조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이담(李湛)과 이씨 왕조를 이을 가문으로 대중들이
믿는 정감(鄭勘)이…조선사의 사건들을 예견하였다. 언제 어떤 화변이 있어 세태
민심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세간에 도는 말에 의하면 지목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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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감록』은 이능화와 최남선의 초기 연구를 시작으로3), 지금까

지 다수의 성과가 축적되었다. 특히 사료적 접근을 통한 정감록의 출

현과 사회사적 영향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는 『정감록』에 대해 조선시대 전반(全般)에 걸쳐 전해지는 이상적 공

간과 영웅의 출현 등을 암시하는 예언들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정여립 모

반 사건이나 무신란(戊申亂)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전승되는 과

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했다.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비롯한 여러 관찬 사료에 따르면, 영조 15

년(1739)을 기점으로 텍스트화된 예언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5) 『정감록』은 나라의 멸망과 새로운 왕조에 대한 예

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 동안 일어난 역모, 반란과 같은

은 아마도 충청도에 있는 계룡산(鷄龍山)일 것이다.…이 책은 조선왕조를 모욕하
는 책이었다. 이 책은 금지되었고, 불태워졌고 몇몇 왕들에 의해 수정되었지만 여
전히 그 사본들이 유통되었는데 그것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것이었다.” (모리스
꾸랑, 이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4. 577-578면.)

3) 『정감록』과 관련된 초기 연구는 20세기 초, 『정감록』의 저작 시기와 저자에
대해 밝히고자 했던 노력에서 출발했다. 다만, 당시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으며, 정여립과 같이 나라를 원망하는 인물이 창작해 임병양란이
발생한 이후 어느 시점에 출현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에 머물렀었다. (이능화,
『朝鮮基督敎及外交史』 권下, 조선기독교창문사, 1928; 이능화, 『朝鮮基督敎及
外交史』, 학문각, 1968; 최남선, 『朝鮮常識問答』 제7편 신앙편, 동명사, 1946;
최남선 저, 이영화 역, 『조선상식문답』, 경인문화사, 2013 참조.)

4) 관련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김신회, 「‘정감록’ 기억의 형성과 예언서 출현」,
『한국문화』8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 김우철, 「인조 9년
(1631) 鄭澣 모반 사건과 그 의미」, 『동양고전연구』39, 동양고전학회, 2010; 김
우철, 「조선후기 변란에서의 정씨(鄭氏) 진인(眞人) 수용 과정-『鄭鑑錄』 탄생
의 역사적 배경」, 『朝鮮時代史學報』60, 조선시대사학회, 2012; 고성훈, 「조선
후기 유언비어 사건의 추이와 성격-정감록(鄭鑑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박상현, 「18세기 ‘해도진인설’의 변
화 양상과 의미」, 『역사와 현실』96, 한국역사연구회, 2015; 정응수, 「『정감록
(鄭鑑錄)』의 원천으로서의 정성공 일가」,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
문집』4, 한국일본어문학회, 2018.

5) 관련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백승종, 「18세기 전반 서북 지방에서 출현한 『정
감록』」, 『역사학보』164, 역사학회, 1999; 백승종, 「18-19세기 『정감록』을
비롯한 각종 예언서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당대인들의 해석」, 『진단학보』88, 진
단학회, 1999; 김탁, 「정감록 출현의 역사적 과정과 의의」, 『충청문화연구』20,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8; 정진혁, 「18세기 말 정부의 '정감록 참위설'
인식과 대응책」, 『역사와 현실』111, 한국역사연구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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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건들에 다수 이용되었으며, 민간 신앙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에 종교운동의 사상적 배경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6) 따라서 조선왕조에

서 금서(禁書)로 취급되며, 당대 『정감록』과 관련해서는 여타 문헌 기

록 속 언급들과 필사시기를 알 수 없는 저자 미상의 필사본 형태로 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처럼 『정감록』은 역사, 종교, 사상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최근까지 본격적인 문학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조동일과 신동흔이 『정감록』의 문학적 성격

을 다룬 정도이다. 이들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조동일은 진인 출현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감록』에 관심을 보였다.7) 그는 『정감록』에서

확인되는 정진인과 관련한 이야기에 주목하여 “진인은 성이 정(鄭)씨라

고 했다. 이씨(李氏) 왕조는 운명을 다해 다음 차례로 정씨가 계룡산에

도읍을 한다는 말이 『정감록』을 근거를 두고 널리 퍼져 정진인 출현설

의 배경을 이루었다”8)고 주장했다. 요컨대 『정감록』을 진인 이야기의

구체적인 인물상을 설정하는 근거이자 배경이 되는 자료로 파악한 것이

다. 신동흔도 이야기 전승과 『정감록』의 상관성에 주목한 바 있다. 그

는 현지조사를 통해 진인 출현설과 계룡산 도읍설이 각각 『정감록』과

결부되어 전승,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9) 두 이야기의 전승자들 모두

6) 관련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김탁, 『조선의 예언사상』 권上-下, 북코리아,
2016; 고성훈, 「조선 후기 민중사상과 鄭鑑錄의 기능」, 『역사민속학』47, 한국
역사민속학회, 2015; 백승종, 「18세기 후반 평민지식인들의 지하조직-1785년 3월
의 정감록 사건」, 『韓國史論』36, 국사편찬위원회, 2002; 정진혁, 「조선후기 정
감록 결사조직과 변혁운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윤병철, 「정감록
의 사회 변혁 논리와 사회적 의의」, 『정신문화연구』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우윤,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후천개벽, 정감록, 미륵신앙을 중심으
로」, 『역사비평』2, 역사문제연구소, 1988;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논문, 2019.

7) 『정감록』과 관련된 조동일의 논의는 「진인 출현설의 구비문학적 이해」, 『한
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同和文化社), 1981.(「진인 출현설의 구비문학적 이
해」, 『한국 설화와 민중의식』, 민음사, 1985; 「진인 출현설의 이야기 구조와
기능」, 『민중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에 재수록) 『한국문학통사』 권
3, 지식산업사, 2005.를 들 수 있다.

8) 조동일, 앞의 책, 2005, 478면.
9) 신동흔,「아기장수 설화와 진인 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5, 한국고전문
학회, 1990; 신동흔, 「구전 예언의 문학적 고찰-‘계룡산 도읍설’의 경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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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록』의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며, 관련 내용들이 『정

감록』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인지, 『정감록』을 통해 해당 내용을 기

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보건대, 『정감록』은 체제 저항적인 이야

기와 사건들 사이에서 형성, 유포되어왔다. 특히 설화 전통 속에서 전승

되어오던 여러 이야기들의 응축과 재생산, 향유의 매개체가 되어왔다는

측면에서 『정감록』은 문학의 영역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문학연

구에서 『정감록』은 특정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 양상을 살필 때만 단편

적으로 언급될 뿐, 그 자체가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정감록』이 지금까지 주변부 자료로 한정되어 다뤄졌던 이유는 텍스트

가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이었다. 『정감록』은 참설(讖說)에 관한 이야

기를 기록한 텍스트이다. 텍스트 특성상 미래에 관한 상상과 그것의 실

현가능성을 뒷받침할 조짐들을 나열해서 제시하는 예언의 형태를 갖는

다. 여타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서사 구조나 서정적인

표현 등의 문학적 성격이 문면(文面)에 적극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감록』을 비롯한 예언의 기록들을 문학 텍스트로

바라보고자 했던 시도가 흔치 않았다.

그러나 엄격한 서사 구조와 표현 방식에 의거해서 문학성을 제한하는

것은 문학의 본질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정감록』은

현실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문학

적 성격을 갖는다. 이야기 속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가상의 사건들이 독

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텍스트의 향유방식과 그 과정

에서 『정감록』에 부여되는 의미를 살피는 일은 당대 현실 속에서 이야

기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향유자들의 내면 의식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감록』 연구는 문학 영역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

어질 필요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2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

다.

조선후기 정감록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근

문연구』26,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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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감록과 관련해서는 서지학적 연구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독립운동과 계몽운동이 함께 진행되

던 1900년대 전반기(前半期)는 『정감록』 전승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

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정감록』 수집과 연구가 이루어졌으며10), 첫 활

자 텍스트의 출판으로 공식적인 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

당 시기에 『정감록』은 조선왕조의 멸망으로 예언의 일부가 실현되고,

역성혁명의 대상이 사라졌음에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활발하

게 향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대 『정감

록』이 갖는 의미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당시

『정감록』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시대적 활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드물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가 새롭게 발굴한 죽하(竹下) 김승렬(金承烈)의

『정감록고핵(鄭鑑錄考覈)』은 근대 『정감록』의 영향력과 쓰임새, 이에

대한 여러 인물들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근대 초기 『정

감록』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활용 양상, 평가까지 폭넓게 살펴볼 수 있

는 것이다. 역성혁명 예언문학의 전통 속에서 전승되어온 『정감록』이

변화하는 시대 현실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향유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받았는지 새롭게 발굴한 자료를 근거로 더욱 면밀하

게 살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선, 우리 문학사에서 예언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왔는지를 살펴 예언문학의 개념을 설정할 것이다. 그

리고 예언을 핵심 소재나 형태로 사용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예언문학의

존재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감록』의 주요 이본과

서사 단락을 살필 것이다. 우선, 현전하는 『정감록』 텍스트 현황과 주

10) 관련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박해선, 「식민지 조선과 정감록」, 『일본근대학
연구』59, 한국일본근대학회, 2018; 최낙기, 「『鄭鑑錄』 연구」, 선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2; 백승종, 『한국의 예언문화사』, 푸른역사, 2006; 한승훈, 「최
초의 정감록 영역본, 그리고 한국 예언서 연구의 난제들」, 『한국문화』84,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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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고가 발굴한 『정감록고핵』을 새로운

이본으로 추가한다. 이후에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정감록』의 서사 단

락을 정리하여 핵심 서사를 파악하고자 한다. 끝으로 『정감록』의 서사

형성 과정을 살피면서 『정감록』에 나타나는 역성혁명의 서사가 예언문

학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4장에서는 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 『정감록』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후기에 등장한 『정감록』이 왕조로 대표되

는 기성 권력에 맞서 전복(顚覆)을 상징했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이어 역

성혁명의 대상이 되던 조선왕조가 무너진 이후, 『정감록』갖게 된 새로

운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정감록』

의 혁명적 서사가 왕조 교체를 넘어 전반적인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에 활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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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언문학의 개념과 양상

1. 예언문학의 개념

예언이란 넓은 의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하는 행위나 혹은

그러한 말 자체를 뜻한다. 앞날을 미리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를 알거나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능

력은 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작용되며, 선택된 특정한 인간을 매개로 이

루어진다.11) 히브리어에서 ‘예언(hozeh)’은 기본적으로 “환상 혹은 계시

의 해석”을 뜻하며, 단순히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의 가르

침과 말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함께 갖는다.12) 즉, 예언이란 신의(神意)로

앞날의 일을 미리 알고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언은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

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예언과 관련된 논의들은 종교적 측면에서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과 예언자들에 대한 연

구를 들 수 있다.13) 이들은 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예언서들

의 내용과 형식,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다

뤄왔다. 이때 예언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왕들의 업적, 민족의 역사, 정치적 사건과 같은 당대 사회적 맥락과

연관된 예언들이며, 두 번째는 세상의 멸망과 심판, 메시아의 재림 등 종

11) 예언의 의미와 관련해서 참조한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종교학사전 편찬위원회,
『종교학 대사전 : The Great encyclopedia of religious science』, 한국사전연구
사, 1998;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대사전』,
원불교출판사, 2013.

12)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9 참조.
13) 이와 관련해서 참조한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David L. Petersen, The
Prophetic Literature: An Introduc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Ronald L. Troxel, P rophetic Literature: From Oracles to Books,
JohnWiley&SonsInc, 2011; Carolyn J. Sharp, The P rophetic Literature,
Abingdon Pres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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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들이다. 이 예언들은 우의(寓意)나 대

화 등의 형식도 사용되지만 주로 시의 형식을 통해 제시되는 경우가 많

다.

예언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상으로 하는 담화 방식의 특성상 엄격한 서

사적 구성을 갖추기보다는 내용을 단적으로 제시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표현 역시 은유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문학작품에서 강조되는 미

적 구조나 구체적인 형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에

서 예언 기록들은 지금까지 전형적인 문학 텍스트로 여겨지지 않았고,

기존의 문학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언을 문학의 영역으로 끌어오지 못했

다.14) 예언에 대한 문학적 존재방식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했던 선행연구

들에서도 예언의 내용을 과연 문학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앞서 논

의되었다.

그러나 우리 문학사에서 통용되는 문학의 정의를 살펴보면, 문학의 범

주는 오늘날 장르 개념 이상으로 넓게 적용될 수 있다. 일찍이 조동일은

문학의 정의에 관해 “문학은 언어예술이며, 예술은 형상과 인식의 복합

체”15)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문학은 현실 혹은 그 이상의 것에 대

해 이해하고 상상한 것들을 언어를 통해 그려낸 결과물이다. 인간은 문

학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모습과 진실을 발견한다. 즉, 오늘날의 관점에서

문학의 영역을 특정 형태 몇 가지로 제한하는 것은 문학의 본질을 온전

히 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성격을 갖는 모든 글을 문학

으로 받아들이고 문학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

다.16)

14) 신동흔, 앞의 논문, 1995 참조.
1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권1, 지식산업사, 2005, 21면; 조동일, 『문학연구방
법』, 지식산업사, 1980. 140-148면 참조.

16) 이와 관련해서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 권1(2005)에서 오늘날 문학을 좁은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후대에 나타난 관습으로, 같은 기준으로 과거의 문학을 일
제히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관점에서 문학의 대상으로 파악되
기 어려운 것들도 실제로 대상이 창작되고 향유되던 과거에는 문학의 영역 안에
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를 통해 형상과 인식을 담아냈다면 사
생활, 역사, 사상을 다룬 글이라도 문학이라고 해야 마땅하고, 정치 공문이나 논
문, 편지글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글들도 문학의 넓은 범위 안에 포괄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진인 출현설의 이야기 구조와 기능」(1992)에서 『추안급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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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학 영역의 확장을 실천하고자 했다. 그

는 예언의 문학성에 대해 논하면서, 기존의 문학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지던 연구대상과는 다른 존재방식과 역할을 갖더라도 중요한 문학적 의

의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 예언 담화의

성격상 서사 구조나 표현이 문면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야

기 전승자들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일 뿐, 예언에서 문학적

형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예언 텍스트는 그

이면에 미래에 대한 다양한 형상들을 내포하고 있고, 독자들은 상상 속

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동흔은 이면에 형

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문학으로, 상상을 통해 그 형상을 그려내고 삶

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문학행위라고 보았다. 요컨대 예언은

문학적 형상화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성격을 반영해 독특한

방식으로 이를 실현한다는 것이다.18)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할 때, 예언은 당대인들이 느끼는 현실

인식과 미래에 대한 상상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문학적 성격을 갖는다.

고대부터 예언의 내용이 이야기나 노래와 같은 문학적 형식을 통해 향유

이나 『관서평란록』과 같은 역사적 기록들도 문학의 영역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17) 신동흔, 앞의 논문, 1995 참조.
18) 해당 논문에서 주된 연구대상으로 설정된 것은 계룡산 도읍설로 대표되는 ‘구전
예언’이다. 그러나 『정감록』 역시 구전되던 예언과 설화들을 흡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의 기록이다. 『정감록』이 공식적으로 출판되기 이전 조선시대 기록을 살
피면 『정감록』의 향유와 유포는 실제로 텍스트를 읽기 보다는 암송되거나 풍문
과 같이 구전으로 퍼지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감록』은 구전 예언의 문학
성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계룡산 도읍설은 『정감록』의 근간을 이루는 이야기
이며, 『정감록』과 함께 혹은 『정감록』을 통해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두 대상
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실제로 해당 논문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는 구
전 예언의 채록 자료들을 보면 『정감록』의 명칭과 이야기가 다수 등장한다. 무
엇보다 신동흔은 예언이 문학적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황이나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형상 차원의 성격이 두드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예
언을 향유하면서 미래에 대한 형상을 그려내고 이를 통해 현실을 재인식하거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상의 문학’으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본 것이다.
『정감록』 역시 새로운 세상의 존재나 미래에 등장할 구원자의 모습을 담아낸다
는 측면에서 이에 해당된다. 그렇기에 해당 논문에서 논의되는 문학으로서의 예
언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의를 『정감록』 연구에서 공유하는 데 무리가 없
음을 밝히는 바이다. (신동흔, 앞의 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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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다는 측면에서도 예언은 문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예

언을 문학의 범위 안에서 고찰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필요한 작업이라

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예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예언을 설화의 모티프 항목 중 하나로 설정

하여 관련 이야기를 수집, 분류한 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조희웅은 스

티스 톰슨(Stith Thompson)의 모티프 항목 배열을 참고해 한국 설화의

모티프를 분류하면서 “예언”을 하나의 항목으로 제시했다.19) 해당 항목

에는 풍수, 연명, 해몽, 참언, 예조, 현몽, 점조, 점복 등을 다루는 예언

설화들이 포함되었다. 이후 설화의 유형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운명담” 혹은 “예언담”으로 묶어서 분류했다.20) 한편 문헌설화

를 중심으로 한국 설화를 정리한 김현룡은 지혜, 감식, 무격, 이인, 운명,

몽사 등 상당수의 항목들에 각각 예언과 관련된 소항목을 설정해 포함시

켰다.21)

다음으로는 예언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갖는 서사 요소와 구성을 파

악한 연구가 있다. 박미애는 예언과 같이 미래예지 행위 중심으로 구성

된 이야기들을 “미래예지담”이라고 지칭했다.22) 중국학자 장웨이중(張衛

中)이 밝힌 예언의 기본요소23)(예측자, 예측근거, 예측방법, 예측대상, 예

측결과)들을 참고해 미래예지담을 구성하는 서사요소를 6가지로 재구성

했다. 예지주체, 예지자, 예지방식, 예지내용, 예지과정, 예지결과 등이 그

것으로, 이들의 유기적인 결합이 서사를 전개시키며 관련 이야기들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파악했다.

노래의 형태로 향유되는 예언의 성격과 기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참

요”라는 명칭이 통용되었다. 초기 참요 연구는 일제강점기 이은상과 무

라야마 지쥰(村山智順)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은상은 신문 연재를 통해

19) 조희웅, 「한국 설화의 연구」, 『국문학연구』11, 국문학회, 1969, 31면.
20)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21) 김현룡, 『한국문헌설화』권1-7,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22) 박미애, 「『太平廣記』 未來豫知譚에 나타난 중국 전통시기의 가치관념」, 『한
문고전연구』26,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23) 張衛中, ｢『左傳』 預言探析｣, 『古典文獻與文化論叢』, 中華書局, 1997 참조.



- 12 -

참요의 전통에 대해 다루면서 참요가 우리 동요의 근간이 된다고 평가했

다.24) 무라야마 지쥰은 조선의 점복과 예언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모아

다루면서 “도참(圖讖)과 예언(豫言)의 장”을 설정해 참요에 대해 정리했

다.25) 민요사의 일부로 다뤄지던 참요26)는 이후에 그 자체가 하나의 연

구대상으로 주목되면서 현실비판, 민중의식의 성격과 정치적 기능에 대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27) 이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해 특징을 살펴보기

도 하였다.28) 이외에도 한시와 관련해서 예언의 내용을 다룬 시화들의

시의식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29)

이와 같이 문학연구에서는 예언과 관련된 작품의 범주를 장르적 형태

와 예언의 내용에 따라 세분화하여 다루어왔다. 이때 각 작품의 구체적

인 특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개별 장르로 연구가 분

산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예언은 불확실한 앞날을 미리 접하고자 하는

이야기이다. 이때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미래의 형상을 텍스트 이

면에 내포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과 서술방식을 갖는다. 즉, 관련 작

품들은 예언을 핵심 소재로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과 의의를 공유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을 세분화하여 다루기 이전에 상위 범주로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의 작품이나 텍스트

안에서 예언의 내용과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기존의 세분화

된 범주로는 전체적인 조망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더 넓은 의미의 개념

설정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예언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

24) 이은상, 「조선의 요참」, 『동아일보』, 1932년 7월 23일-1932년 8월 7일 “동요
란 것은 민중의 입을 빌려 가장 정직히 발표되는 시사적 또는 후험적인 일종의
예언”으로 보았던 이은상은 참요를 동요의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25)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 김희경 역, 『조선의 점복과 예언』, 東文選, 1990.
26) 임동권, 『한국민요연구』, 이우출판사. 1980.
27) 심경호, 「한국한문문헌 속의 참요-특히 민중적 대항 언론과 정치적 의제에 관
하여」, 『한국한문학연구』38, 한국한문학회, 2006.

28) 김승우, 「추안급국안 소재 참요 관련 자료 연구」, 『고전과 해석』26, 고전문
학한문학연구학회, 2018.

29) 정운채, 「한시의 예언적인 힘의 원천과 기(氣)의 성격」, 『고전문학연구』11,
한국고전문학회, 1996; 조희정, 「고려시대 시화집에 드러난 시의식 연구–시의
효용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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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는 문학 양식 전반(全般)을 ‘예언문학’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이때 예

언문학에 속하는 대상은 예언의 내용이나 예언의 실현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이 작품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작품의 주

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언문학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다

음의 의의를 갖는다. 기존에 각 장르와 내용에 따라 산발적으로 다뤄지

던 작품들을 예언이라는 공통된 모티프 안에서 다룰 수 있다. 또한 한

작품이나 텍스트 안에서 복합적인 예언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보다 큰

틀에서 이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를 통해 예언이 갖는

문학적 성격과 위상을 집중적으로 살필 수 있으며, 나아가 문학 연구대

상의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도라 하겠다.

2. 예언문학의 양상

앞서 밝힌 예언문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당 절에서는 예언문학의 존

재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예언문학은 고대부터 이야기와 노래

를 통해 형성, 전승되어 왔다. 이야기 속 예언의 대상이 무엇인지, 예언

의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제시, 전개되는지 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예언의 대상은 크게 국가와 개인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대상

을 중심으로 예언이 전개되는지에 따라 그 내용과 특징이 달라진다.30)

30) 예언문학 분류 기준은 기존의 예언설화에서 사용되던 분류 기준을 참고, 확장해
서 적용했다. ‘예언설화’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그 내용이 실현, 좌절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지칭한다. 예언문학이 이야기를 통해 형성, 전승
되어왔기 때문에 예언문학에 속하는 작품 중 상당수가 설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언설화는 예언의 대상에 따라서 국가문제 예언설화와 개인문제 예언설화로 나
눌 수 있고, 예언의 근거에 따라 풍수예언, 관상예언, 점복예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기준을 설화에 한정해서 적용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예언설화 이외에 참요나 예언서의 기록 등 여타의 예언문학에도 해당 분류 기준
이 부합되며 그 양상을 살피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예언문학 전반으
로 대상을 확장해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양상을 살피고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예언설화의 개념, 분류 기준과 관련해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
중앙연구원, 1991;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에 제시된 것을
참고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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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문제 예언문학의 양상과 특징

국가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된 예언문학은 주로 국가의 흥망이나 전쟁,

왕족의 죽음과 같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난리들에 대해서 다룬다. 국

가문제 예언문학은 해당 사건들의 발생이 하늘이 정한 운수에 따라 예정

되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예언이나 징조에 대해 다루는 이야기이

다. 이때 등장하는 국난은 실제 역사적, 정치적으로 나라에 큰 변화나 혼

란을 남겼던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언은 이들의 발생을 예고하는

내용이며, 이야기 속 예언의 실현은 국난의 발생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예언이 적중되는 결말로 이야기가 구성되기 때문에

운명의 절대성이 부각된다.

국가문제 예언문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은 다음과 같다. 일찍이 국

가의 앞날에 대해 남긴 기록들에는 긍정적인 징조보다 부정적인 징조에

대한 이야기와 노래들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31)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와 같은 초기 서사들에서도 나라의 멸망이나 혼

란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백제 의

자왕 시기에는 궁중에 나타난 여우 떼, 암탉과 참새의 교접, 핏빛으로 변

한 물 등의 이상 현상이 백제 멸망의 조짐이라 예언하는 이야기들이 퍼

졌다.32) 또한 궁궐에 나타난 귀신이 “百濟亡 百濟亡”이란 노래를 부르고

이후 땅 속에서 관련 구절들이 발견되자 이것이 백제의 쇠퇴와 망국을

예언하는 노래라고 여겨졌다.33) 통일신라 때는 자연재해나 기이한 일들

이 약화된 국력과 빈번한 반란에 대한 징조로 비춰지며 혼란한 시대상을

31) 김현룡은 『한국문헌설화』 권6에서 “우리 문헌설화에는 휴징(休徵) 얘기가 매우 드
물고 구징(咎徵) 얘기는 많이 기술되어 있다.”라고 밝혔다.(김현룡, 위의 책, 2000.)

32) 『삼국사기』 권28. 「의자왕(義慈王)」.
33)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때 궁궐에 나타난 귀신이 “百濟
亡 百濟亡”이라 외치며 땅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불길하게 여긴 왕이 귀신이
사라진 땅 밑을 파보게 하니 그 속에서 큰 거북이 나오고 등껍질에는 “百濟同月
輪 新羅如新月”라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차버린 달과 같은 백제가 이
제 곧 쇠퇴해 망국이 될 것을 예언한 노래라고 여겼다고 한다. (『삼국사기』 권
28, 「의자왕(義慈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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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혜공왕 시기를 들 수 있다. 혜공왕은 무열

왕계 마지막 왕으로, 그의 출생이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출생설화를 갖고 있다.34) 그의 통치기간 동안 궁중에 호랑이가 나

타나 난동을 일으키거나 땅이 꺼져서 큰 못(淵)이 나타나고, 유성(流星)

이 여러 차례 땅으로 떨어지는 일 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혜공왕 시대에

겪게 될 혼란을 예언하는 조짐으로 여겨졌다. 헌강왕 시기 등장한 산신

의 노래35)나 경명왕 시기 벌어진 기이한 일들36) 또한 나라의 쇠퇴를 예

언하는 징조로 여겨졌다. 후백제가 멸망하기 전에도 사람들 사이에는 이

를 예언하는 동요가 퍼졌다고 전해진다.37)

① 역성혁명 예언문학

특히 국가와 관련된 우리 예언문학에는 역성혁명이나 전란을 예고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다.38) 역성혁명을 예언하는 작품들은 기존 왕조

34) 『삼국유사』에 따르면 혜공왕은 원래 딸로 태어났을 운명이었지만 부왕(父王)
인 경덕왕과 표훈대덕으로 인해 아들로 바뀌어 태어났다는 출생설화를 가지고 있
다. 하늘의 뜻을 함부로 알리고 바꾼 죄로 그의 출생이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
라는 상제의 예언이 나타난다. 실제로 혜공왕은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
라 왕권이 약했고, 조정 대신들이 수차례 일으킨 반란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불
안정했다. 이때 각간 대공(大恭)의 집에 있는 배나무에 수많은 참새 떼가 몰려와
뒤덮고 울었다는 이야기는 그가 당대 분란을 일으킬 것을 예언하는 징조였다고
전해진다. 결국 혜공왕은 연이은 반란 중에 살해당했고, 신라의 왕위계승은 무열
왕계에서 내물왕계로 넘어가게 된다.(『삼국유사』 권2, 「혜공왕(惠恭王)」.)

35) 신라 헌강왕 때는 왕 앞에 나타난 산신이 춤을 추며 “智理多都波”라고 노래하
니,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사람들이 다 달아나고 곧 도읍이 파괴될 것을 경
고한 것이라 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 뜻을 알지 못해 결국 신라가 멸망하고
말았다고 전한다.(『삼국유사』 권2, 「처용랑・헌강왕(處容郞・憲康王)」.)

36) 경명왕 시기에는 사천왕사(四天王寺) 벽화 속에서 나온 개가 울면서 돌아다니고,
신상(神像)의 활줄들이 모두 끊어져 있거나 황룡사 탑의 그림자가 거꾸로 비춰지
는 등의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이는 나라의 쇠퇴를 예언하는 징조로 여겨졌다.
실제로 당시 신라는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압박을 받다가 세력의 대다수를 고려에
게 흡수당하게 된다.(『삼국유사』 권2, 「경명왕(景明王)」.)

37) 후백제가 멸망하기 전 “可憐完山兒 失父涕連洒”라는 동요가 퍼졌다고 전해진다.
이때 견훤의 아들 신검이 아버지를 감금하고 왕위를 찬탈하면서 일어난 내분으로
인해 결국 고려에게 흡수당하니 사람들은 이를 예언한 노래였다고 평했다.(『삼
국유사』 권2, 「참요・신검・박영규(讖謠・神劍・朴英規)」.)

38) 일찍이 무라야마 지쥰은 조선시대까지 전해지던 예언들을 수집하면서 그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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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습되던 통치자 고유의 성씨가 바뀌는 왕조의 교체 과정에 대해 다

루면서 그것이 결국 하늘의 뜻(天命)이라는 운명성을 드러내는 데 중점

을 둔다. 역성혁명 예언문학은 현 왕조를 향한 반감과 새 나라에 대한

열망, 혁명의 정당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왕조가 유지되는 동안

에는 쉽게 드러나지 못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국가 존폐를 건 혼란기나

왕조 교체의 성공이 이루어진 전후에 생성되어 향유된다. 대표적으로 왕

건의 고려 건국, 이성계의 조선 건국과 관련된 설화와 노래들을 들 수

있다.

고려는 신라 말 분열된 후삼국을 왕건이 통일하면서 세워졌다. 왕건의

출생과 고려의 창업 과정은 풍수도참을 통한 예언들과 함께 『고려사(高

麗史)』의 첫 부분인 「고려세계(高麗世系)」에 기술되어 있다. 수록된

이야기에 따르면 혼란한 삼국을 배경으로 새롭게 왕이 될 인물, 즉 왕건

의 탄생이 예언된다. 해당 예언은 왕건의 선대에서부터 등장해서 전해지

는 것으로 그려진다.39) 이때 새로운 왕자(王者)의 탄생과 함께 그가 앞

으로 터전으로 삼을 새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제시된다. 고려 창

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수록된 편에서는 왕건의 탄생과 그가

태어날 집터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가 겪을 운명과 왕자(王者)로서의 성

장 과정을 담은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40) 또한 그것을 실현시키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조선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언은, 예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두가 인생의 흥망성쇠에 관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국가의 흥망성쇠를 일컫는
것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이 조선 예언의 특색이며, 이 특색
있는 예언이야말로 실로 역성혁명으로 종시한 조선의 역사와 역성혁명을 희망한
조선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무라야마 지쥰, 앞의 책, 545면)

39) 수록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왕건의 선대에 강충이라는 사람이 부소산 좌곡
(左谷)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다. 풍수지리에 능한 김팔원이 찾아와 산의 형상을
살피더니 부소군을 부소산 남쪽으로 옮기고 소나무를 심어 바위가 보이지 않게
하면 훗날 삼한을 통일할 사람이 탄생할 것이라 예언했다. 강충은 들은 대로 실천
하고, 새로 자리 잡은 곳의 이름을 송악군이라 하였다.(『고려사』, 「강충(康忠)」.)

40)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송악에 살고 있던 용건이 새 집을 짓기 위해 터
를 잡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곳을 지나던 도선이 터를 잘못 잡았음을 암시한
다. 용건은 도선에게 새로운 집터를 부탁했고, 산수와 천문의 맥을 살핀 도선은
새 집터와 함께 성스러운 아들(聖子)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 그는 아이의 이름
을 왕건이라 지어주면서 자신의 예언을 적은 편지를 봉해 용건에게 전했다. 봉서
겉면에는 미래에 삼한을 통일할 왕에게 바친다는 글이 남겨져 있었다. 예언대로
태어난 왕건이 17살이 되던 해에 도선은 다시 나타나 왕건에게 혼란한 후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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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들도 함께 나타난다. 이외에도 당나라 상인 왕창근(王昌瑾)이 어

떤 거사에게서 샀다는 낡은 거울(古鏡)에 왕건의 창업을 예언한 참문(讖

文)이 새겨져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41)

이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에는 이성계를 앞세운 역성혁

명을 예언하는 설화들이 더욱 활발하게 생겨났다. 고려 장군이었던 이성

계가 낡은 집에서 서까래 세 개를 짊어지고 나오는 꿈을 꾸자 무학대사

가 망해가는 고려에서 왕의 자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 해몽한 이야기

는 조선 건국을 예언한 대표적인 설화로 알려져 있다.42) 『오산설림초고

(五山說林草藁)』에 수록된 「이성계」편에는 칠성제의 공물을 잘 올린

이성계에게 삼한의 땅을 선물하겠다는 신령들의 대화가 등장한다.43) 이

이야기는 이성계가 삼한의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이 신령한 존재들의 뜻임

을 보이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계압만록(鷄鴨漫錄)』에도

불가사리라는 여자가 새 나라의 왕이 될 이성계를 미리 알고 그를 위해

쇠붙이를 모아 강물에 버리는 기행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44) 이

와 같은 이야기들은 왕씨 왕조를 계승해오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성계

가 새로운 이씨 성의 왕조를 세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

성혁명 예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45)

통일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운명임을 전했다. 그리고 지리와 기후를 고려해 군
진(軍陣)을 펼치는 법과 산천의 신령들에게 제사를 지내 도움을 구하는 법 등 왕
자(王者)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다고 전해진다.(『고려사』, 「용건(龍
建)・도선(道詵)」.)

41) 『삼국사기』, 「고경참(古鏡讖)」.
42) 『순오지』 권上, 「이성계(李成桂)」; 『동패낙송』, 「이성계(李成桂)」.
43) 『오산설림초고(五山說林草藁)』에는 우연히 고목 속에 들어가 밤을 보내게 된
나그네가 이성계에 대한 신령들의 대화를 전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성계가
칠성제를 올리던 날, 나그네는 공물을 탐탁지 않아 하는 신령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성계는 다음날 다시 칠성제를 올리고, 이번에
는 신령들이 모두 기뻐하며 선물로 그에게 삼한의 땅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대화
를 나그네가 듣고 전달해준다. 이성계는 기뻐하며 그에게 후한 대접을 했다고 한
다.(『오산설림초고』, 「이성계(李成桂)」.)

44) 수록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고려 말, 불가사리라는 여자가 개경의 쇠붙이를
모아 성 밖 강물에 던져 버리는 기행을 벌였다. 이성계가 이 일을 문초하자 훗날
그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 건국 후 이성계는 이 쇠들을 건져내 나라를 방
비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해진다.(『계압만록』, 「불가사리(佛歌薩伊)」.)

45) 이밖에도 이성계가 장래에 영달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처신한 이달충 설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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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려의 건국 과정을 전하는 설화에서 풍수도참이 중요하게 다뤄

진 것과 같이 조선의 건국을 예언한 설화 역시 풍수도참이 빈번하게 등

장한다.46) 특히 조선의 건국설화에서 풍수도참은 신도(新都)를 결정짓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도선비기

(道詵秘記)』의 존재와 무학스님의 예언이다. 한양은 도성이 될 땅이며,

왕씨를 대신할 이씨가 한양에 도읍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도선비

기』에 적혀있어 고려 왕조가 이곳을 경계해왔다는 이야기들이다.47) 이

중 『순오지』에서는 도선스님이 왕건의 탄생을 예언하며 송도를 도읍으

로 정해준 이야기를 재구성해 그가 한양의 신도를 예언했다는 이야기를

찾아 볼 수 있다.48) 처음에 송도를 본 도선은 고려의 국운을 800년으로

예상했는데, 훗날 한양 삼각산을 보고는 400년 후에 운수가 이곳으로 옮

겨 올 것임을 예상했다는 것이다. 끝에는 결국 고려가 475년 만에 망했

으니 이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평이 붙어 있다. 『오산설림초고』

와 『파수록(破睡錄)』에는 무학스님이 한양을 조선의 도읍으로 추천하

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49) 정도전이 이를 반대하자 무학이 이것은 일찍

이 신라 의명대사 때부터 정해진 일로, 만약 한양 정도에 정씨가 반대하

면 5대를 지나기 전 왕위 찬탈의 난과 200년 후 나라를 뒤흔들 국난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새로운 도읍지

와 관련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설화들이 전해진다. 한양은 이씨 성을 가

진 임금이 다스릴 땅으로 일찍이 정해져 있었다는 내용이 공통적이며 이

는 조선 건국의 필연성을 부각시킨다.50)

정구 설화, 고려의 충신으로 남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이성계가 새로운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이색과 최영의 설화들이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이달충(李達衷)」; 『해동이적』 권下, 「정구(鄭絿)」; 『필원잡기』 권1, 「이
색(李穡)」.)

46) 『오산설림초고』에 이성계가 나옹과 무학으로 추측되는 스님들의 도움으로 왕
후(王侯)가 날 자리를 골라 부친의 묘를 썼기 때문에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오산설림초고』, 「이성계(李成桂)」.)

47) 관련 이야기들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필원잡기(筆苑雜
記)』, 『순오지(旬五志)』, 『용재총화(慵齋叢話)』 등에 기록되어 있다.(『연려
실기술』 권1, 「한양 정도・도선(漢陽定都・道詵)」.)

48) 『순오지』 권上, 「도선(道詵)」.
49) 『오산설림초고』, 「한양정도(漢陽定都)・무학(無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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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와 함께 노래는 예언문학을 향유하는 중요한 문학양식의 하나로

사용되어왔다. 앞날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가진 노래들을 참요(讖謠)라고

부른다. 이때 요(謠)는 시국의 변동과 관련하여 민중이나 지식인들 사이

에서 생성된 신비적인 언어이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조된 노래로서,

권력자에 대한 원한, 혹은 정치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교묘하게 담아낸

문학양식이다.51) 따라서 참요는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된 장래를 암시하

는 노랫말을 담고 있고, 특히 고대부터 전해져오는 참요들은 주로 국가

적 흥망이나 변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과거 문헌에 기록된 참요들은 실

제로 음정에 맞춰 노래로 불린 것 외에도 짧게 창작된 구절이 사람들 입

을 통해 퍼지고 전달되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52) 그렇기에 참요는 노

랫말이 독립적으로 전해지는 경우보다는 당시 상황을 나타내는 설화들과

함께 기술되어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설화들 중에서도 구전되던 노랫말이 삽입된 경우가 있다.

용건・도선 설화에서 왕건의 부친인 용건에게 도선스님이 왕자(王者)가

날 터를 일러주기 위해 전한 “種穄之地 何種麻耶”53), 최치원 설화에서

신라의 쇠망을 예견한 최치원이 왕건에서 써서 전한 “鷄林黃葉 鵠嶺靑

松”54), 고경참 설화에서 그가 산 거울에 궁예의 쇠퇴와 왕건의 번영을

예언한 “上帝降子於辰馬 先操鷄後搏鴨 於巳年中二龍見 一則藏身靑木中

一則現形黑金東”55)라는 문구가 그것이다. 이성계 설화 속에서 등장하는

“木子乘猪下, 復正三韓境”나 “建木得子”, “王氏滅李氏興” 구절56)도 이(李)

씨를 파자한 목자(木子)라는 표현을 통해 새로운 이씨(李氏) 왕이 등장

할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목자요(木子謠)’라고 불리며, 이는 참요의 대표

50) 이외에도 한양 정도 과정 중에 무학스님과 이성계가 왕심리(枉尋里)를 방문했는
데, 도선의 비기에서 이를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동패낙송(東稗洛
誦)』에 전해진다. (『동패낙송』, 「한양정도(漢陽定都)」.)

51) 심경호, 앞의 논문, 2006, 32면.
52) 김현룡, 앞의 책 권7, 533면 참조.
53) 『고려사』, 「용건(龍建)・도선(道詵)」.
54) 『삼국사기』 권46, 「최치원(崔致遠)」.
55) 『삼국사기』, 「고경참(古鏡讖)」.
56) 해당 구절들은 『태조실록』, 태조 1년(1392) 7월 17일 기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성계 관련 설화 속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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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예라 하겠다. 『동각잡기』에 따르면 조선이 건국되는 시기에도 이

를 미리 암시하는 노래가 전파되었다고 한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

하기 전, 잠저리(潛邸里)에는 “西京城外火色 安州城外烟光 往來其間李元

帥 願言救濟黔倉”57)라는 동요가 불려졌다. 이(李) 원수(元帥)가 서경성과

안주성을 왕래하면서 백성을 구제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노래가 퍼지

고 얼마 후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다는 것이다.58)

지금까지의 역성혁명 예언문학들을 종합해 살펴보건대, 다음의 내용이

기본적인 서사 구성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성혁명 예언문학

은 기존 왕조의 쇠망(衰亡)과 국난(國難)에 대한 예언, 새로운 왕자(王

者)의 탄생과 장래에 대한 예언, 새 왕조의 신도(新都)에 대해 예언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해당 작품들은 혁명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암시하는 유사한 주제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승 과

정 중에 이야기와 노래 일부분이 독립적으로 발전되거나 다른 이야기들

과 결합되면서 재구성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각 편의 작품들 사이에

깊은 관련성을 이해하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모아 고찰해야 할 필

요성이 요청된다. 고려와 조선의 건국을 배경으로 하는 역성혁명 예언문

57) 『동각잡기』 上, 「태조기사(太祖記事)」. 「동요(童謠)」.
58) 조선왕조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정치적인 인물의 죽음이나 궁중에서 벌어지는 일
을 예언하는 노래들은 계속 생겨나 향유되었다. 태종 시기에는 “彼南山往伐石 釘
無餘矣”라는 동요가 생겼는데, 이후 정도전과 남은이 죽음을 맞이했다. 노랫말 중
‘釘無餘’에서 ‘釘’은 정도전의 성씨와 음이 같고, ‘餘’는 ‘남은 것’이라는 뜻으로 남
은의 이름을 소리 내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이 남음이 없구나.”라
는 말이 정도전과 남은이 없어질 것을 암시했다고 여겼다.(『용천담적기』, 「동
요(童謠)」.) 성종 때도 “望馬多 勝瑟於伊羅”라는 동요가 있었는데, ‘망마다’는 속
어로 사절(辭絶), 단절을 뜻하고, ‘승슬어이라’는 속어로 ‘싫다’, ‘없어지다’를 뜻하
는 말이다. 이후에 성종의 비였던 문정왕후 윤씨가 폐서인(廢庶人)이 되자, 사람
들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노래가 왕후의 폐위를 예언했다고 믿었다.
(『용천담적기』, 「동요(童謠)」.) 현종이 즉위한 기해년(己亥, 1659)에는 “歲起攝
提 以割德”라는 노래가 생겼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갑인년(甲寅, 1674)에 현종이 사망하고 숙종이 14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이를 예언한 것이었음을 알았다고 한다. ‘섭제(攝提)’는 ‘인(寅)’을 뜻하니 ‘세기섭
제(歲起攝提)’는 인이 시작되는 해, 즉 갑인을 나타내는 것이고, ‘덕(德)’에서 ‘彳’
과 ‘一心’을 잘라내면 ‘十四’가 남으니 ‘할덕(割德)’은 숙종이 즉위한 나이 14세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현종의 뒤를 이어 숙종이 즉위할 것과 그
시기를 예언한 것이라 여겼다고 한다. (『동사잡록』, 「동요(童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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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들도 앞서 제시한 핵심 서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

다.

핵심 서사 고려 건국 관련 작품 조선 건국 관련 작품

기존 왕조의

國難 예언

·최치원(『三國史記』,

『補閑集』, 『童蒙筮告』)

·처용랑망해사(『三國遺事』)

·이성계(『東閣雜記』)

새로운

王者 예언

·강충(『高麗史』)

·최치원(『三國史記』,

『補閑集』, 『童蒙筮告』)

·용건・도선(『高麗史』)

·이색(『筆苑雜記』) · 정구(『海東異跡』)

·몽금척(『三峰集』) · 수보록(『三峰集』)

·불가사리(『鷄鴨漫錄』)

·이성계(『東閣雜記』)

·이성계(『五山說林草藁』, 『東稗』)

·이성계(『五山說林草藁』, 『靑野謾輯』)

·이성계(『芝峯類說』, 『旬五志』,

『東稗洛誦』)

·이달충(『新增東國輿地勝覽』, 『高麗史』,

『龍飛御天歌』, 『東稗』)

새 왕조의

新都 예언

·용건・도선(『高麗史』)
·도선(『旬五志』)

·강충(『高麗史』)

·도선(『旬五志』)

·한양 정도・도선(『旬五志』, 『筆苑雜記』,
『慵齋叢話』, 『燃藜室記述』,

『新增東國輿地勝覽』)

·한양 정도・무학(『破睡錄』, 『五山說林』,
『燃藜室記述』,)

표 1 역성혁명 예언문학의 핵심 서사와 고려, 조선 건국 관련 작품

이외에도 역성혁명 예언문학의 핵심 서사를 부분적으로 차용해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이나 기존의 권력 공간에서 벗어난 새로운 터전에

대한 기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시도들이 존재했다. 이는 진인 출현

설, 해도 기병설, 아기장수 설화, 계룡산 신도설과 같은 풍문과 설화,

『홍길동전』, 『전우치전』과 같은 구체적인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전란 예언문학



- 22 -

국가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또 다른 예언문학으로는 전란

을 예고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전쟁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난

리들 중에서도 민중의 삶과 영토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거대한 사건

이다. 역사적 관심의 대상이자 전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

되는 기억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난을 예언하는 작품들 중에는 전

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다.59) 이를 전란 예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전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암시하는 징조와 이를 알고

전란에 대처하는 인물들의 행적을 다룬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참혹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이 조

선후기 국난들 중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었다. 조선후기 전란 예언문학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발생을 암시하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와 이를 미

리 감지한 이인의 지시에 따라 전란의 화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설화에는 전란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

다.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 혹은 전쟁이 발발하는 해에 천재지변이 일어

나거나 궁궐에 기이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주로 나타나는 징조

로는 연못물이 솟아오르거나 붉게 물들고, 나무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

나거나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이는 현상 등이 있다.60) 임진왜란과 관련

59) 김현룡은 『한국문헌설화』 권1에서 감식(鑑識) 설화를 다루면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미래의 일을 미리 판단하여 일러주는 내용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변란에
관한 설화가 그 으뜸을 차지한다고 밝혔다.(김현룡, 앞의 책 권1, 287면.) 또한 권
6에서는 이인(異人)이 등장해 앞일을 예언하는 설화들 중에는 전란에 대한 이야
기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진왜란과 관계된 설화들이 다수인데,
이는 해당 전란이 민족의 수모로 여겨져 많은 회한을 품게 했기 때문으로 여겼
다.(김현룡, 앞의 책 권6, 215면.)

60) 전란의 징조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신묘년(1591)에 병장기
를 만드는 관아(軍器寺)의 연못물이 스스로 솟아올라 담을 넘었다. 이를 본 늙은
아전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남방에 왜적이 쳐들어왔었다고 말했는
데, 다음 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한다.(『어우야담』, 「한효순・왜란징조(韓
孝純・倭亂徵兆)」.) 임진년(1592)에는 통진현에서 갑자기 버드나무가 쓰러졌다가
다음 해 다시 일어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동각잡기』 권上, 「왜란징조(倭
亂徵兆)」.) 병자호란과 관련해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몇 해 전부터 한양의 연못물
이 붉게 물들거나 개구리들이 이상행동을 벌이는 등 혼란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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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궁궐 우물 속에서 나온 푸른 무지개가 선조를 덮친 날 왜적이 부

산을 함락했다는 이야기와 이상한 새가 궁궐 처마로 날아와 울자 선조가

궁궐을 떠나고, 왜적이 침범해 한양을 함락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

다.61) 병자호란과 관련해서는 궁궐에 벼락이 내리치고 모두성(旄頭星)이

큰 돌로 변해 떨어지니 비바람에 왕릉들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진다.62) 다음 해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범해 항복시키고 세자를 인질

로 잡아가니, 사람들은 앞선 난리들이 병자년에 일어날 전란을 미리 예

고한 일이라 여겼다고 한다.

전란 발생 전에 여러 징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과 함께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하려고 했던 이인들의 존재도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이인들은

천문에 능통하거나 예지 능력이 있어 전란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그려진다.63) 주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 등장하지만 때로는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관련 작품에서는 전란을 경고하는 이

이야기가 다수 기록되어 있다.(『하담파적록』, 「호란징조(胡亂徵兆)」; 『일사기
문』, 「호란징조(胡亂徵兆)」.)

61) 『기재사초(寄齋史草)』와 『효빈잡기(效顰雜記)』에서는 임진년에 전란이 발생
하기 직전과 그 이후에 연달아 일어난 궁중의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
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궁중의 우물 속에서 푸른 무지개가 나와 선조
를 쫓아다녔는데, 여러 차례 피해도 떨어지지 않더니 이날 왜적이 부산을 함락했
다고 한다. 이후에 왜적이 빠른 속도로 조선을 침략해오자 궁중에서 모두 두려워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새가 궁중 처마로 날아와 앉아 슬프게 울었다. 소리를 들
은 사람들은 조선의 운수가 좋지 않음을 알려주는 징조라 여기고 실망했으며, 선
조는 궁궐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 새는 선조가 피난을 떠나는 날이 되어서야
사라졌다고 기술되어 있다. 기이한 새와 관련해서는 궁궐 후원에서 밤새 울던 새
의 소리가 ‘각각화도(各各禍逃)’ 또는 ‘각각궁통개(各各弓筒介)’라고 들렸는데, 얼
마 후 왜적이 침범해 한양을 함락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때 사람들은 새가
위험을 알아채고는 난리를 미리 일러주고, 적침에 대비할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
상한 소리를 낸 것이라 여겼다고 한다.(『기재사초』 권下, 「왜란징조(倭亂徵
兆)」; 『효빈잡기』 권下, 「왜란징조(倭亂徵兆)」.)

62) 『하담파적록』, 「호란징조(胡亂徵兆)」; 『일사기문』, 「호란징조(胡亂徵兆)」.
63) 천문에 능통해 전란을 미리 알아차린 설화 속 이인으로는 이번신과 강서가 있
다. 특히 강서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장래에 도움을 줄 인물을 미
리 알려주어 임진왜란의 화를 피하도록 했다.(『송와잡설』, 「이번신(李飜身)」;
『매옹한록』 권上, 「강서(姜緖)」.) 황형 역시 임진왜란을 예측하고 강화도에
소나무들을 미리 심어두었는데, 훗날 전쟁이 일어나면서 선박을 수리하는 등 이
소나무들을 모두 사용하게 되자 사람들이 그의 예지능력에 감탄했다고 한다.
(『풍암집화』 권3, 「황형(黃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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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예언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대표적으로 왜적의 침입을 예감하고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다고 알려진 율곡 이이 설화와 병자호란에 대한 예

언을 남긴 박진구 설화를 예로 들 수 있다.64) 단순히 전란의 발생을 미

리 언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화를 피하려는 노력을

담은 작품들도 전해진다. 조헌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이다.65) 조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통신사를 맞이하면서 보인 행동과 천문을

근거로 임진왜란을 경고했다. 그러나 조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의병을 모으고 성 안에 물길을 만들어 놓는 등 전쟁에 대비해 성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이때 상대의 태도를 통해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사실상 예언 능력보다

는 예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 조헌은 천문을

통해 전란의 발생을 예언하거나 전란 중 겪게 될 어려움을 예언하는 이

인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에게 신이한 능력을 부여해 이야기를 전개시

키는데, 이를 통해 당대 해당 이야기의 향유자들이 예언의 존재와 가치

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힘을 빌리려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

에도 재상의 치숙(痴叔)이 일본의 첩자를 미리 알아내고 임진왜란의 발

64) 왜적의 침입을 예감하고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다고 알려진 율곡 이이는 설화 속
에서 국난을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이인으로 그려진다. 율곡의 십만양병설 주장
이후 10년이 지나서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유성룡이 당시 율곡에게 찬성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는 이야기는 『어우야담』을 비롯한 여러 설화집에 기록
되어 있다.(『어우야담』 권1, 「이이(李珥)」.) 무인(武人)이었던 박진구는 예전
부터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다. 일찍이 남한산성을
보고는 몇 년 후 큰 액운이 생길 것이며, 자신은 그 전에 죽어 나라를 위할 수
없음을 예언하며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병자
호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죽었다고 전해진다.(『동패』, 「박진구(朴震龜)」.)

65) 조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태도와 천문을 보고 임진왜란을 미리 알았다는 이
야기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통신사를 맞이하면서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
혀두거나 술잔을 깨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조헌은 그가 조선을 무시하고 동맹을
파기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깨달았다. 조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자
조헌은 천문을 통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알아채고 스스로 제자들을 훈련시
켜 전란에 대비하고자 했다. 임진년에 유성이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자 조헌은
왜적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의병을 모아 왜적에 맞섰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는 연안성 안에 물이 없어 전쟁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미리 물길을 끌어다 놓을 것을 제안했고, 덕분에 임진왜란 중에
성을 지킬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어우야담』 권1, 「조헌(趙憲)」; 『지봉유
설』 권2, 「조헌(趙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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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예언하며 자신의 마을을 지켰다는 이야기66)와 김시양이 병자호란

을 예언하고 청나라 사신의 의도를 간파해 그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

기67) 등이 전해진다.

전란 예언문학에서 이인들은 이미 예정된 전란을 예언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민중에게 난리를 피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려주거나 적에 맞설

준비를 하는 등의 활동을 보인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임진왜란, 병자

호란과 같은 큰 전란을 겪으며 남겨진 상처와 회한을 설화 속에서 회복

하고자 한 시도로 여겨진다. 반면 전란을 예언하는 이인이 뱃사람이나

사노(私奴), 출신이 미천한 권농(勸農) 등 힘없는 백성으로 나타날 경우

에는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68) 전란을 미리 알아차리

고 대비책을 강구해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권력과 신분의 한계를 넘지

못해 좌절하게 되는데, 이때 전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이 떠안게 된

다. 이는 당시 전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던 지배층의 무능력함에 대

한 비판의식과 그로 인해 전란의 피해와 아픔을 겪었어야 할 민중들의

설움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개인문제 예언문학의 양상과 특징

개인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된 예언문학은 실존했거나 혹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특정 인물이 장래에 겪을 재앙이나 영달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때 개인은 점복이나 관상 등을 통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사건과 운수

66) 『동패낙송』에 수록되어 있다. 후대에 해당 설화 속 재상은 유성룡으로, 공간적
배경은 안동으로 바뀌어 『계서야담(溪西野談)』, 『청구야담(靑邱野談)』, 『기
문총화(記聞叢話)』 등 다양한 기록들에 수록되었다.(『동패낙송』, 「재상 치숙
(宰相癡叔)」.)

67) 판서(判書) 김시양은 조선을 침략하려는 청나라의 의도를 미리 알고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청나라의 사신들이 조선의 방비 상태를 살피기 위해 방문할 것과
삼전도로 올 것을 예측하고 호조좌랑으로 있는 조카를 보내 그들을 맞이하게 했
다. 청나라 사신들은 자신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자가 조선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라워했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김시양의 예지 능력에 감복했다고
한다.(『풍암집화』, 「김시양(金時讓)」.)

68) 『기문』, 「박 참판(朴參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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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예언을 얻는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혹은 좌절

되는지에 대해서 다룬다. 국가문제 예언문학과 달리 개인의 운명을 다루

는 예언문학에서는 예언의 실현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

예언이 좌절되고 운명이 극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① 액운 예언문학

액운 예언문학은 개인이 장래에 겪을 불행한 운수에 대해 예언하는 내

용이다. 그렇기에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를 모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된다. 이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천량점(千兩占) 설화를 들 수 있다.69) 천

량점 설화는 가난한 젊은이가 타지(他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

명한 점복자에게 점괘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점복자는 앞으로 젊은이

가 겪게 될 액운을 예언해주고 이를 모면할 방안도 암시해준다. 예언대

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젊은이는 점복자가 일러준 대로 행동하고, 그 결

과 목숨을 잃을 운명에서 벗어나게 된다. 주인공의 직업이나 점괘의 개

수, 예언의 내용들에 따라 변이형이 있기는 하지만, 가난한 인물이 천 냥

이라는 큰돈을 들여 세 가지 점괘를 얻고 그 예언에 따라 세 가지 위기

를 모면해서 살아남았다는 유형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설화의 이름도 천

량점과 관련해서 불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국가의 앞날과 관련된 예언문학들이 결국 정해진 운명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결말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이 이야기는 인물에게 정해진 불행

한 운수에 대해 예언하고 그 운수를 극복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준

다. 개인이 세 가지 수로 대표되는 조언들을 통해 좋지 못한 일을 피한

다는 구조는 국제 설화 유형 중 ATU 910B(Observance of the

Master's Precepts)에 해당되며 세계적으로 확인되는 이야기이다.70) 천

69) 천량점 설화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의들을 참고하였다. 조희웅, 앞의 책, 1983;
정재민, 「한국 운명설화에 나타난 운명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16.

70) Hans-Jörg Uther, The Types of International Folktales: A Classification and
Bibliography Based On The System Of Antti Aarne And Stith Thompson



- 27 -

량점 설화의 경우, 미래에 겪을 액운을 세 가지 충고를 통해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모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유형에 속한 다른 나라의 설화들이 우연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것과 달리 우리 문학사

에서는 천량점 설화와 같이 예언과 점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형성, 전

승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천량점 설화는 전국에서 채록이 가능할 정

도로 널리 향유되었으며71) 이후에 조선후기 설화집인 『잡기고담(雜記古

談)』에서는 연산군 시기 점을 쳐 운수를 예언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정희량(鄭希良)을 이야기 속 점복자로 등장시키기도 했다.72) 천

량점 설화의 예언 내용과 위기 극복 과정을 바탕으로 소설화한 작품으로

는 『정수경전(鄭壽慶傳)』이 있다.73)

② 길운 예언문학

개인이 겪을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의 작품 중에는 액운 외에도 인물이

장래에 출세하게 될 운명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있다. 개인의 영달이 예

정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이야기 내에서 변수나 어려움 없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작품이 있는 반면 예언의 실현과정 중 실패를 경험하

고 예언의 실현에 대해 의심,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작품도 전해진

다. 전자의 경우에는 『간옹우묵(艮翁疣墨)』에 수록된 윤풍형 설화74)를

예로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 『학산한언(鶴山閑言)』 속 전동흘 설

화75)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윤풍형 설화에서는 초라한 윤풍형의 모습을 비웃는 기생들에게 한 스

님이 그가 훗날 강원 감사가 될 인물이라고 예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PartⅠ,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2011 참조.
71) 조희웅, 앞의 책, 1983 참조.
72) 김현룡, 앞의 책 권1, 2000, 364-365면 참조.
73) 김정석, 「『정수경전』의 운명 예언과 '奇綠'」, 『동양고전연구』11, 동양고전
학회, 1998; 송충기, 「『정수경전』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63-79면 참조.

74) 『간옹우묵』 권上, 「윤풍형(尹豊亨)」
75) 『학산한언』, 「전동흘(田(全)東屹)」



- 28 -

실제로 윤풍형은 공부를 마친 후 강원감사에 오르게 된다. 결국 벼슬을

얻어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야기 속에서 별다른 차질 없이 실

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전동흘 설화에서는 예언의 실현

이 확실시되는 과정이 보다 자세하게 그려진다. 『장화홍련전』 속 철산

부사로 알려진 전동흘은 사람의 됨됨이나 장래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

고 전해진다. 그는 일찍이 자신의 이웃인 이상진에게 장래에 크게 성공

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가난한 그가 자신의 도움으로 점차 부유해지는

것을 보면서 전동흘은 스스로의 예언이 맞았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갑작

스러운 화재로 그가 다시 가난해지자 자신의 예언에 의심을 갖게 된다.

예언이 틀린 것인지 고민하던 전동흘은 그에게 과거를 권하게 되고, 이

상진이 급제하면서 예언이 실현된다. 해당 이야기에는 예언이 이루어지

는 과정 중에 경험한 실패나 자신의 예지 능력에 대한 의심, 예언을 적

중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모습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문학의 양상과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대상 내용 특징

국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난리

역성

혁명

·국난, 새 왕자(王者),

도읍 관한 예언 공통

·새 국가, 통치자의 정당성 강조

·실제 역사적 사건 대상

·예언 실현 과정을 보여줌

·운명의 필연성 부각
전란

·전란의 징조와 이인의 대처

·대처 방법으로 피난처 제시

개인

장래에 겪을

재앙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

·상황설정, 결말에 창작성

·예언의 좌절, 운명 극복

과정을 보여주기도 함

·다양한 삶의 자세 부각
장래에 겪을

성공

·실패를 겪을 경우,

예언에 대한 의심, 고민

표 2 예언문학의 양상과 특징

예언문학은 역사와 이야기 안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발생이 일찍이 예

정되어 있었다는 운명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이 중 국가문제 예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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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는 국가의 멸망과 혁명, 전란 등에 대한 예언을 다루며, 이것이 실

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국가 존폐를 건 혼란기나 왕조 교체가 성공한

시기를 전후해서 역성혁명을 예언한 이야기와 노래들이 형성, 향유되었

다. 해당 예언문학은 새롭게 등장한 국가와 통치자에 대한 정당성을 강

조하는데 사용되었다. 기존 왕조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겪는 국난과 새로

운 통치자의 등장, 새 왕조의 터전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전란을 예언한 내용의 경우, 전쟁의 발생을 미리 암시하는 징

조들과 이를 예언하고 대처하고자 했던 이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

을 차지한다. 이인들은 역사적으로 선견지명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나 지

혜롭기로 유명한 인물들 혹은 이야기 속 이름 없는 민중 영웅들로 그려

진다. 이들은 신이한 능력을 통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전란의 화를 극복하거나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전쟁에 대처하고자

피난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야기를 공유하던 당대인들에게 피

난처는 실제 전쟁을 피해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안타까움과 공포, 아픔을 문학 작품 속에서 표출하고

치유해보고자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국가문제 예언문학이 예언의 실현이라는 결말을 보여주며 실제 역사적

사건 발생에 대한 필연성과 정당성을 부각시킨다면, 개인문제 예언문학

에서는 실존 혹은 가상의 인물 개인의 미래를 다루기 때문에 상황 설정

과 결말에 창작성이 더해진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언을 빗나가게 하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야기 속 예언의 존재와 적중 가능성은 앞으로 전개될 내

용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또한 예언이 실현되거나 좌절되는

과정 속에서 기대와 믿음, 고뇌와 의심과 같은 인물의 복합적인 감정들

이 부각되는데, 이는 정해진 운명과 예언에 대한 다양한 삶의 자세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의 장래에 펼쳐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운수에 대한 예언문학

은 앞서 살핀 것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본고에서 주목하는 『정감



- 30 -

록』이 국가 운명에 관한 예언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문제 예언

문학은 본고의 연구대상과는 비교적 관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개인문제 예언문학을 폭넓게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언문학의 범주

안에서 국가문제 예언문학과 다른 지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한해

다루고자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감록』은 국가와 관련된 예언을 기록한 책으로

신라 말기부터 일어난 왕조의 멸망과 개국에 대해 예언의 형태를 빌려

이야기한다. 특히 역성혁명을 통한 왕조의 교체와 그와 관련된 국난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역성혁명 예언문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조선왕조 이후에 일어날 가상의 역성혁명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감록』은 이씨가 세운 왕조가 여러 재앙들

과 함께 멸망하고, 정씨 성을 가진 진인이 등장해 새로운 나라를 계룡산

에 세우게 된다는 예언을 핵심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

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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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감록』의 이본과 서사 단락

1. 주요 이본과 연구 범위

1) 주요 이본 현황

『정감록』은 미래에 벌어질 왕조의 흥망과 국가적 차원의 재앙, 이를

피하기 위한 피난처의 존재 등을 이야기하는 예언서이다. 조선시대에 민

간에 전해지던 비기들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구체

적으로는 기존 이씨(李氏) 왕조의 운수가 다해 새로운 왕조들이 신도(新

都)의 건설과 함께 출현할 것이라는 예언을 핵심으로 한다. 『정감록』

에 따르면, 왕조의 멸망은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국토가 피폐해지는 재

앙을 조짐으로 시작된다. 이와 같은 국가적 혼란을 새로운 성씨(姓氏),

특히 정씨(鄭氏)를 가진 진인(眞人)이 등장해 바로잡는다. 새로운 정씨

왕조가 계룡산을 도읍삼아 새 세상을 만들 때까지,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들은 ‘십승지지(十勝之地)’라 이름 한 조선팔도 내 피난처들로 갈

것을 일러주는 것으로 예언이 마무리된다. 『정감록』 이야기는 정감(鄭

鑑)과 이심(李沁), 이연(李淵)이라는 가상의 인물들이 등장해 나누는 대

화체의 형태로 남아있다.

『정감록』은 18세기에 그 존재가 처음 확인된 이후 20세기 중반에 이

르기까지 민중들 사이에서 오래 유행해왔던 책이다. 수록된 내용은 고대

부터 전승되어오던 예언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저자나

창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특히 나라의 멸망과 역성혁명을 예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당대 뚜렷한 저작자나 저작 시기를 드러내고 있는

이본도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즉 필사나 구전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유

포되면서 뚜렷한 진본(眞本)이나 원본(原本)을 밝힐 수 없고, 다양한 이

본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정감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는 『정감록』 관련 자료들을 등장 시기와 형태에 따라 다음의 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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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정리한다. 『정감록』 등장 이전부터 전승되며, 서사 형성에 영향을

준 이야기들은 '형성 단계'로, 『정감록』을 언급하며 그 존재를 증명해

주는 기록 자료들은 '기록 단계'로, 실제 확인 가능한 『정감록』 텍스트

들은 '실물 단계'로 분류한다.

『정감록』은 예언서의 특성상 구비 전승이 활발했고, 서적은 금서로

취급되었기에 전근대 텍스트 중 현전하는 것을 찾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형성 단계와 기록 단계에서는 『정감록』 텍스트 실물이 확인되

지 않는다. 그러나 『정감록』을 문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선적으로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 단계 『정감록』 즉, 20세기

이후 『정감록』 텍스트들을 살피기로 한다. 이를 기록 단계에서 언급되

는 『정감록』의 모습과 비교해 연구대상을 설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정감록』의 이본 현황에 대해 대략 수십

종에 이르는 방대한 이본들이 존재한다고 다루었다.76) 이는 정확한 이본

76) 최근 선행연구들 중 근대에 출판된 판본들만을 대상으로 이본을 정리한 논의들
을 제외하고는, 『정감록』과 관련해서 이본 현황을 다루지 않거나 판본을 특정

단계 시 기 대 상 특 징

형성

단계

정감록
출현

이전

정감록 서사
형성에 모태가 되는

이야기

조선 초기부터 전승되던 예언과 설화 등

에서 단편적으로 등장.

기록

단계

영조15년

이후

정감록이
언급되는 관련 기록

정감록의 존재 확인은 가능하지만 현

전하는 실물 확인은 불가능.

실물

단계

20세기

이후

실물 확인이 가능한

정감록 텍스트

현전하는 텍스트 중 필사, 출판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20세기 이후 판본.

다른 필사본은 정확한 산생 시기를 알

수 없기에 이전 시기 실물 자료는 확인

불가능.

표 3 『정감록』 관련 자료 단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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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와 수를 특정할 수 없는 『정감록』의 성격에 따른 것이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20세기 이후에 확인되는 주요 이본을 파악하기에 앞서,

우선 실물 단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전하는 『정감록』 텍스트들

을 모아서 정리해보았다. 다음의 표는 실물 단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

는 텍스트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77)

하지 않는 연구들이 다수이다. 근대 판본들에 대해 정리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백승종, 앞의 책, 2006; 최낙기, 앞의 논문, 2012; 박해선, 앞의 논문, 2018; 한승
훈, 앞의 논문, 2018.

77)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고서의 통합데이터베이스인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
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
구원 장서각 등의 각 기관들의 자료들을 확인하고 보충했다. 해당 텍스트들은
『정감록』을 표제로 하는 것을 비롯해 『감결』, 『정이문답』, 『정감비록』 등
『정감록』의 여러 이칭(異稱)들로 기록된 자료들을 통합해서 정리한 결과이다.

표제 저작자 발행자 발행년 판종 소장기관 비고

鄭鑑錄

鮎貝房之進

發行者未詳 1913 油印本
부산대학교 -

단국대학교 -

國立中央

圖書館
1984 複寫本 국립중앙도서관 -

發行者未詳 1913 新活字本
日本小倉文庫

(東京大學)

小倉進平의

筆寫記 수록

-

著者未詳
發行者未詳

發行年

未詳
筆寫本 日本東洋文庫

受贈記 수록

朱墨으로

日本語 校正記

讖書類聚 著者未詳 李信 讚

秘訣輯錄 著者未詳 發行者未詳
發行年

未詳
筆寫本 서울대학교 -

鄭鑑錄集成 安春根
아세아

문화사
1981 影印本 경상대학교 -

鄭鑑錄
金用柱

朝鮮圖書

株式會社
1923 新活字本 국립중앙도서관

李慶潤 著, 東

車訣과 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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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속 표제를 秘

訣錄으로 기록

충남대학교 -

한림대학교 -

원광대학교 -

Harvard

Yenching

Library

-

批難鄭鑑錄

眞本

玄丙周

右文館書會
發行年

未詳
筆寫本

남평문씨

인수문고
-

發行者未詳
1922

油印本 전남대학교 序

發行者未詳 新活字本 경상대학교 序

右文館書會

1923

新活字本 가톨릭대학교 -

槿花社 新活字本 동아대학교 -

友文館 - 경상대학교 國漢文混用

友文館書會 鉛印本 한국학중앙연구원 -

鄭鑑錄

眞本
槿花社 1924 - 대구가톨릭대학교 -

批難鄭鑑錄

眞本
右文館書會 1926 新活字本 국립중앙도서관

6月10日

再版發行

國漢文混用

眞本鄭鑑錄
柳田文治郞

이문당

1923 新活字本

대구가톨릭대학교 -

正直書館 고려대학교 외 1 -

眞本鄭堪錄

家秘訣
正直書館 영산대학교 -

鄭鑑錄考覈 金承烈 - - 筆寫本 修綆室 소장 -

鄭鑑錄

著者未詳 - - 筆寫本

서울대학교 -

鄭鑑錄 단국대학교 -

鄭鑑錄 고려대학교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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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20세기 이후 편집, 정리되어 출판된 『정감록』은 구체적인 저

작자와 유통사항을 알 수 있는 이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들이

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공식적으로 상업 출판된 활자 간행본들이 대

표적이며, 구체적으로 『정감록비결집록』, 『정감록』, 『진본정감록』,

『비난정감록진본』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출판된 판본들은 현전하는

『정감록』의 저본이 되는 텍스트들이며, 오늘날 『정감록』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따라서 표에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당 이

본들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감록비결집록(鄭鑑錄祕訣集錄)』(이하 호소이본)은 호소이 하지메

(細井肇)가 1923년 2월 15일, 동경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에서 출판하였

다. 해당 이본은 출판된 『정감록』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다. 호소

卷1-2

鄭鑑錄 동신대학교 -

뎡감녹 단국대학교 -

뎡감록 全 한국학중앙연구원 -

遊山錄 고려대학교 -

批難鄭鑑錄 한국국학진흥원 -

鄭勘秘錄 서울대학교 -

鄭鑑錄

發行者未詳
發行年

未詳

新活字本

단국대학교 -

鄭鑑錄

Harvard

Yenching

Library

-

鄭鑑錄 全 鉛印本 단국대학교 외 1 -

眞本鄭鑑錄

油印本

영남대학교 -

鄭鑑錄 성균관대학교 -

鄭鑑錄眞本 경상대학교 -

朝鮮秘訣

全集
고려대학교 -

鑑訣.全 謄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

표 4 실물 단계의 『정감록』 텍스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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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본은 안춘근(安春根)이 여러 비기들을 모아 편찬한 『정감록집성(鄭鑑

錄集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호소이본과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필사된

이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호소이본은 1913년

에 편집, 정리된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의 『정감록(鄭鑑錄)』

(이하 아유가이본)을 받아들여 동일한 목록의 텍스트를 그대로 싣고 있

다는 점에서, 아유가이본을 저본(底本)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호소이는

아유가이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서 앞부분에 『정감록』에 대해 비판

적으로 검토하는 자신의 글을 더해서 출판했다.78)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조선총독부와 조선에 체류하던 일본인 학자

들의 주도 하에 조선의 민간사상과 종교, 문화와 관련된 문헌들을 수집

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79) 아유가이 후사노신이나 오구라 신

페이(小倉進平)와 같은 이들은 조선사회에 역사적 변혁을 일으키거나 조

선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한편, 자신들의

소장본과 총독부의 소장본 등을 비교, 편집했다. 1913년 2월 아유가이는

조선의 도참과 비기를 모은 자신의 소장본과 총독부 소장본을 비교하여

총 25종의 비기를 편집해 정리했다.80) 해당 원고를 바탕으로 『정감록』

의 첫 활자 텍스트 출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정

감록』의 가장 원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81) 아유가이본은 일본 동

경대학 오구라 문고와 동양문고에 각각 소장되어 있으며82), 국내에는 현

재 부산대학교와 단국대학교에 유인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영인본이 소장

되어 있다.

동경에서 호소이의 『정감록』이 출판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연달

78) 안춘근, 「鄭鑑錄の 檢討」, 『鄭鑑錄集成』, 아세아문화사, 1981, 661-716면.
79) 백승종, 앞의 책, 2006; 박해선, 앞의 논문, 2018 참조.
80) 鮎貝房之進 , 鄭鑑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古1496-30).
81) 백승종, 위의 책, 2006, 229-261면; 박해선, 위의 논문, 2018, 295면 참조.
82) 오구라 문고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감록』은 2종(L44768, L44771)으로, 아유가
이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한 권(L44768)에는 아유가이 후사노신의
장본을 복사한다는 오구라 본인의 필사기가 작성되어 있다.(박해선, 앞의 논문,
2018 참고.) 동양문고에는 총 4종의 『정감록』이 소장되어 있다. 3종은 『정감
록』(Ⅶ-3-99, Ⅶ-3-121, Ⅶ-3-132)을 표제로 하고, 본문과 여백에 적색펜으로 일
본어 교정을 본 흔적이 있다. 이 중 한 권(Ⅶ-3-99)은 아유가이본과 내용이 동일
하다. 나머지 하나에는 『참서류취(讖書類聚)』(Ⅶ-3-114) 라는 표제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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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감록』과 관련된 출판물들이 간행되었다. 서울에서는 김용주(金

用柱)가 1923년 3월 19일, 조선도서주식회사(朝鮮圖書株式會社)에서 『정

감록(鄭鑑錄)』(이하 김용주본)을 출판했다. 당대 출판된 『정감록』 판

본들의 특징은 『정감록』이라는 표제 아래 여러 비기들을 수록해서 제

시한다는 점인데, 이 중 김용주본은 총 50종으로 가장 많은 수의 비기를

포함하고 있다.83) 이때 본문에 대한 진위 여부나 가치 판단과 같은 부가

적인 설명은 싣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비기들의 내용을 모아서 제시하

는 자료 모음집의 성격이 부각되어 있다.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郞)의 『진본정감록(眞本鄭鑑錄)』(이하 야나

기타본)도 김용주본과 같은 날, 1923년 3월 19일에 발행되었다. 내제(內

題)에는 “진본(眞本) 정감록(鄭堪錄) 부(附) 제가비결(諸家祕訣)”로 적혀

있으며, 이에서 알 수 있듯이 목차는 크게 「정감록」과 「제가비결」로

구성된다. 이때 「제가비결」에는 삼한산수비기(三韓山水秘記), 낭선자결

(浪仙子訣), 숙묘몽중시(肅廟夢中詩) 등 총 22종의 비기들이 수록되어 있

다. 마지막에 제시된 서지사항에 따르면 이문당(以文堂), 정직서관(正直

書舘), 동아서림(東亞書林), 문화서관(文化書舘) 등에서 발행, 군서당서점

(群書堂書店)에서 발매했음을 알 수 있다.84)

1923년 4월 18일에는 서울 근화사(槿花社)에서 현병주(玄丙周)의 『비

난정감록진본(批難鄭鑑錄眞本)』(이하 현병주본)이 출판되었다. 현병주본

안에는 총 20종의 비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본문에 앞서 『정감록』의

무거(無據)함을 밝히기 위해 제목, 창작 연대와 저자, 진본, 오락(誤落),

부연(附演), 마력(魔力), 비판 방법과 같은 항목별 설명을 배치해두었다.

또한 각 장마다 비기의 내용을 옮기기 전에 자신의 비판적인 견해를 간

략히 밝힌 총비(摠批)라는 명칭의 해설을 적어두었다.85) 서(序)는 본문보

다 1년 앞선 1922년에 미리 작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여타의 텍스트들은 저작자와 발행자, 발행 연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현전한다. 이 중 필사본 형태의 한글본 텍스트는 총 3종이 전해

83) 김용주, 『鄭鑑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C古朝19-62).
84) 柳田文治郞, 『鄭堪錄』, 이문당, 1923.
85) 『批難鄭鑑錄眞本.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C9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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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아세아문화사에서 간행한 안춘근의 『정감록집성』에 수록된 「뎡

감녹비결」(C9-H안817ㅈ)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뎡감녹』(C9A-1),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에 소장된 『뎡감녹』(고

133.3-정4121)이 그것이다. 이외에 국한문혼용을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들

은 표에 밝혀 적었으며, 따로 기록하지 않은 나머지 텍스트들은 모두 한

문본이다.

그런데 죽하(竹下) 김승렬(金承烈)이 저술한 『정감록고핵(鄭鑑錄考

覈)』은 본고에서 처음 소개되는 자료로 주목을 요한다. 이는 수경실(修

綆室) 소장본으로, 저자인 김승렬이 『정감록』을 조사하여 밝힐 목적으

로 지은 저서이다. 저자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후손으로, 1937

년 추사의 묘가 이장될 때 묘비의 비문을 쓴 것으로 알려진다.86) 구체적

인 생몰연대(生沒年代)는 미상(未詳)이지만, 『완당선생전집(阮堂先生全

集)』과 『상촌선생실기(桑村先生實記)』, 『연암집(燕巖集)』, 『추강선

생유고(秋江先生遺稿)』 의 발간 작업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

친 인물이다.87) 그가 저술한 『정감록고핵(鄭鑑錄考覈)』은 1권 1책

(18.7cm×25.1cm),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된 필사본이다. 한문 구절을 적

86) “…一九三七年 丁丑에 初配 贈貞夫人 韓山 李氏묘에 合祔하였다 석상과 망주석
이 있다 墓碑는 그 해 九月에 세웠는데 宗人 承烈이 짓고 썼다”는 『경주김씨태
사공파대동보(慶州金氏太師公派大同譜)』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김씨
태사공파대동보편찬위원회, 『경주김씨태사공파대동보』, 경주김씨태사공파대동보
편찬위원회, 1999.)

87) 김승렬은 추사의 종현손(從玄孫)으로, 다른 후손들과 교류하며 가문 내 선조들의
추숭(追崇) 사업에 여러 차례 함께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김익환, 김기원과
함께 『완당선생전집』을 편찬했으며, 해당 전집의 발문(跋文)을 작성했다. 그가
적은 발문은 권10 마지막 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 또 다른 집안 선조인 상촌
김자수에 관해 김익환이 작성한 『상촌선생실기』의 교정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밖에 그가 펼친 저술 활동은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연암집』
에는 원문 7면에 김승렬의 필사 동기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추강선생유고』 권3 부록에는 왜적에 맞선 추
강을 드높이고 추모하는 내용으로 그가 작성한 「묘지명(墓誌銘)」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원문 420-424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고려했을
때, 김승렬은 서책 작업에 상당히 익숙했으며, 높은 수준의 학문적 소양을 지녔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金正喜, 『阮堂先生全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13648-10-26); 金翊煥, 洪命喜 共編, 『桑村先生實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古923.25-G421g); 朴趾源, 『燕巖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승계古3648-25-110);
白樂寬, 『秋江先生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古3648-29-14) 참고.)



- 39 -

은 부분에는 한자 옆에 한글로 음을 달아놓았다. 표지를 제외한 본문의

분량은 총 94면이며, 이 중 자신이 독서한 여러 편의 『정감록』을 토대

로 원본이라 밝혀 적은 「정감록」의 내용이 15면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

다.88) 『정감록고핵』에 필사된 「정감록」(이하 김승렬본)은 여러 편의

비기들을 함께 실어놓은 여타의 이본과 달리 정씨와 이씨 성을 가진 특

정 인물들이 등장해 문답 형식으로 왕조의 미래와 역성혁명에 대해 예언

하는 한 편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다. 또한 자료 모음집의 성격을 벗어

나 『정감록』과 관련해 저자가 경험한 일화, 『정감록』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비판적 검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정감

록』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89)

2) 연구 범위 설정

앞서 실물로 현전하는 『정감록』 텍스트의 현황을 살피고, 이를 바탕

으로 주요 이본에 대해 다루면서, 새로운 이본 한 종을 추가했다. 다음으

로는 본고에서 다루는 『정감록』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오늘날 선

행연구에서 『정감록』은 그 범위가 연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조선

시대에 민간에 전해지던 비기들을 총칭한다고 보는 관점과 특정한 내용

과 형식을 가진 단일한 텍스트로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 『정감록』을

확장된 범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였다. 당시 『정감록』

88) 김승렬, 『정감록고핵』, 7-21면.
89)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저자가 어릴 때 들은
『정감록』과 당시 대중의 반응에 대한 기억, ②과거 중국에서 단재(丹齋) 신채
호(申采浩)와 만나 귀국 후 그에게 『정감록』을 보내준 일화, ③저자가 ‘원본(原
本)’이라 밝히고 정리한 『정감록』 원문, ④『정감록』의 저작 시기와 저자 추
정, ⑤『정감록』의 기원인 “계룡산 정씨설”의 출처와 『정감록』 형성에 영향을
준 역사적 변란들에 대한 고찰, ⑥『정감록』 내용과 사실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⑦종교적 미신으로 남용되는 현재 『정감록』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⑧정인보
(鄭寅普)와 이찬(李燦)의 발문으로 구성된다. 내용 구성은 저서에서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바탕으로 따르되, 단락의 구분과 요약은 본고에서 자
체적으로 정리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김승렬, 『정감록고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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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조 때 등장한 이후로 조선후기에 일어난 대부분의 국가적 변란에

거론될 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했으며, 조선의 대표적인 예언서이자

비결서로 여겨졌다. 따라서 1910년대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학자들의 주

도 하에 조선의 문화와 관련된 자료들이 수집될 때, 국난이나 혁명의 내

용을 담은 비기들은 『정감록』이라는 명칭 아래 묶여졌다.90)

이후 1920년대에 출판된 『정감록』의 간행본들은 모두 비기 모음집

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판본마다 20종에서 50종에 가까운 비기들이 임

의적으로 『정감록』이란 표제 안에 나열된 것이다. 이때 각 비기들에는

원래의 제목이 붙어있다. 같은 『정감록』이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각 판

본마다 수록되어 있는 비기들의 종류와 수가 다양하며, 편차가 크다. 즉,

『정감록』이라는 표제는 뚜렷한 기준이나 고찰을 거쳐 채택되었다기보

다는 자료 수집과 출판 과정 중에 편의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감록』을 모든 예언의 형태와 내용들을 포

괄하는 비기의 총칭으로 본다면, 기존에 『정감록』 원본이 갖는 이야기

의 특이성과 성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실제로 조선후기에 등장해서 향유되던 『정감록』은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춘 텍스트였다. 이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시

된 자료는 정조 11년(1787) 7월 15일에 정조가 규장각 제학 김종수(金鍾

秀)와 나눈 대화를 적은 『일성록(日省錄)』의 기록이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묘사되는 『정감록』은 이씨와 정씨의 문답을 통해 이야기가 전

개되며, 특정 성씨가 몇 년 동안 왕조를 세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예

언을 담고 있다. 당대 전해지던 모든 비기들을 포괄하는 총칭이 아니라,

단일한 예언서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이르기를, “그 책의 서두(序頭)에 무어라고 하였던가?”하니, 김종

수가 아뢰기를, “그 책의 첫머리에는 ‘문산(文山)의 벗 이필(李泌)’이라

90) 앞서 살펴보았던 해당 시기 수집, 필사된 『정감록』 텍스트들을 통해 알 수 있
다. 모두 『정감록』을 표제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감결」, 「동국역대기수
본궁음양결」, 「역대왕도본궁수」, 「삼한산림비기」를 비롯해 수십 종의 비기들
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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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습니다.”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는 필시 『정감록(鄭鑑錄)』일

것이다.”하니, 김종수가 아뢰기를, “과연 『정감록』이었습니다만, ‘감

(鑑)’ 자가 아니라 ‘감란(勘亂)’의 ‘감(勘)’ 자였습니다.”하였다. 내가 이

르기를, “이 책을 연전에 역적의 옥사(獄事)가 있었을 때 내가 이미 보

았는데, ‘모씨(某氏) 몇 년’, ‘모씨 몇 년’과 같은 말이 그 안에 있었다.”

하니, 김종수가 아뢰기를, “그러한 말이 과연 있었습니다.”…내가 이르

기를, “이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모두 문답(問答)으로 되어 있는가?”

하니, 김종수가 아뢰기를, “이필(李泌)과 정감(鄭勘)이 문답하는 내용입

니다.”91)

해당 텍스트를 정감록의 원본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근대 출판본이

등장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해왔다. 비난정감록진본을 출판한 현병주와

정감록고핵을 집필한 김승렬은 앞서 확인한 특정한 내용과 형식의 텍

스트를 정감록의 원본이자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병주는 『비난정감록

진본』의 서문과 「감결」 장에 첨부되어 있는 총비에서 해당 텍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92) 이것이 『정감록』의 원본이자 중심 골자

로 다른 비기들은 이를 반복하거나 절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조선의 비기들이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파악했

다.

십여(十餘) 세(歲) 때에도 정감록(鄭鑑錄)을 대강(大綱) 보앗는데 조리

(條理)가 산란(散亂)하고 문의(文義)가 리속(俚俗)이라 생각에 이는 전

사(傳寫)의 와오(訛誤)이니 원본(原本)은 그럴 리(理)가 업스리라 하엿

더니 석농장가장본외(石儂丈家藏本外)에 타수삼본(他數三本)을 얻어 보

앗는데 다 그러한 동일본(同一本)이다 지금 그 원본(原本)의 오자(誤字)

를 교정(校正)하고 중복(重複)을 략산(略刪)하야 아래와 갓치 긔록(記

錄)하야 정감록(鄭鑑錄)을 보지도 못하고 이약기만 하는 여러 인사(人

91) 『일성록』, 정조 11년(1787), 7월 15일. 해당 인용문은 김종수가 경상도 성주(星
州)에서 요서를 돌려보며 베끼다가 발각된 곽씨(郭氏)와 김씨(金氏)에 대해 정조
에게 보고하면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와 동일한 문답이 『승정원일기』, 정
조 11년(1787), 7월 15일에도 기록되어 있다.

92) 『批難鄭鑑錄眞本.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C9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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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에게 일람(一覽)하기를 바라노라93)

위의 인용문은 김승렬이 『정감록고핵』에서 당시 여러 편의 『정감

록』을 읽어보고 원본을 밝혀 적고자 했음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정감

록고핵』에는 그가 필사한 원문이 제시되어 있다. 정감과 이심, 이연이라

는 가상의 인물들이 문답의 형식으로 왕조의 변천과 앞날의 재앙, 피난

처 등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이상(以上)이 정감록원본(鄭鑑錄原本)이니 기외(其外)에 비결(祕訣)이라

는 종종문귀(種種文句)가 경향인사구두(京鄕人士口頭)에 떠돌지마는 이

는 정감록(鄭鑑錄)이 안인데 정감록(鄭鑑錄)을 보지 못한 이가 다 정감

록(鄭鑑錄)에 잇는 문귀(文句)라 하는 것이다 소위정감록(所謂鄭鑑錄)이

다 사본(寫本)이오 또 비장(祕藏)임으로 정감록(鄭鑑錄) 이약이하는 이

는 극다(極多)하여도 정감록실견(鄭鑑錄實見)한 이는 극소(極小)할 것이

니 지금 긔재(記載)한 원본정감록(原本鄭鑑錄)을 실지(實地)로 자세(仔

細)히 보면 각기식해(各其識解)가 엇더할는지 가신(可信)할 것인가 불

가신(不可信)할 것인가94)

앞서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김승렬이 『정감록』의 원본을 밝혀 적은

것은 “石儂丈家藏本外에 他數三本을 얻어” 살펴보고 내린 결과이다. 그

가 보았다는 『정감록』과 관련해서는 이후로도 어떤 경로로 누구의 이

본을 입수해 보았는지 밝히지를 않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정감

록』의 주요 판본이 1920년대에 집중되어 있고 이외에는 80년대 이후 역

주본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95), 김승렬이 보았다는 “他數三本”이

1920년대 이후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이본일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

대표적인 판본으로는 앞서 살폈던 호소이본과 김용주본, 야나기타본, 현

병주본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판본들을 비교, 참고해서 『정감록』의 원

본 내용을 파악,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93) 김승렬, 『정감록고핵』, 6-7면.
94) 김승렬, 『정감록고핵』, 21-22면.
95) 최낙기, 앞의 논문, 2012. 10-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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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전하는 넓은 범위의 『정감록』에서 앞서 살핀 특징과 부합하는 텍

스트는 「감결(鑑訣)」이다.96) 「감결」은 『정감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씨 진인설, 계룡산 신도설 등을 담고 있고, ‘정감의 말을 기록했

다’하여 『정감록』이라는 명칭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비결이다.

동시에 『정감록』 이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

기에 기존의 연구사에서도 비결 모음집 전체를 『정감록』으로 보기도

하지만 협의의 의미로 「감결」만을 『정감록』으로 인정해서 다루는 경

우가 적지 않다. 『정감록』의 편찬과 간행에 대해서 다룬 백승종은

「감결」의 내용이 본래 『정감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97)

아유가이 후사노신이 편찬 당시 책 전체의 제목으로 『정감록』을 선택

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기 위해 원래의 내용에는 요약적인 명칭으로

「감결」이라 붙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감록』의 범위를 「감결」로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앞서 주요 이본으로 살폈던 20세기 출판본들에서는 해당 텍스트가

동일하게 ｢정감록｣ 혹은 ｢감결｣이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했

다. 또한 각 이본에 수록된 ｢감결｣은 글자의 출입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전하는 이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이본이자, 이후 텍스트들의 저본으로 여겨지는 아유가이본에 수

록된 ｢감결｣(아유가이 후사노신, ｢감결｣, 정감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1496-30)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96) 『정감록』 연구에 있어 대표적인 이본으로 다뤄지는 20세기 출판본과 전체
『정감록』 텍스트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문 필사본들에서 해당
부분을 「감결」이라는 명칭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감결」이
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다만 동일하게 핵심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이본 별로
「뎡감녹」, 「징비록(徵秘錄)」, 「유산록(遊山錄)」 등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비교는 다음 장에서 서사 단락을 정리하며 다
루기로 한다.

97) “1913년경 아유가이가 규장각본을 참조하여 한국의 비결을 편찬할 당시에도
「감결」이란 제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 자신이 편찬한 책자의 전체 제목
을 『정감록』이라 정한 아유가이는, 함께 수록된 다른 비결들과 본래의 『정감
록』을 구분하기 위하여 정감의 비결이라는 뜻이 응집된 감결(鑑訣)이라는 제목
을 고안해 낸 것이 틀림없다. 그가 편집한 책자의 이름이 하필 정감록으로 정해
진 사실은 당시 유행하였던 비결 가운데서 그것이 가장 유명하였기 때문이다.”
(백승종, 앞의 책, 2006, 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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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사 단락과 서사의 형성

1) 서사 단락

해당 절에서는 앞에서 선정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정감록』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정감록』의 서사를

면밀히 다루지 못했는데, 이는 연구대상으로서 『정감록』 텍스트의 정

의와 범위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본고는 앞서 주요 이

본을 살피고, 연구 범위 설정을 통해 『정감록』을 구체적으로 대상화하

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정감록』의 서사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앞서 밝힌 「감결」과 서사에 있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이본은 함께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정감록』 이본들의 전체적인 서사 단락을 파

악하고, 이본들이 핵심적으로 공유하는 단락을 추출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이본들은 다음과 같다.98)

㈎ ｢감결｣

㈏ ｢뎡감녹｣, 뎡감녹, 단국대학교 소장(고133.3-정4121, 이하 단국대본 ｢뎡감녹｣).
㈐ 안춘근, ｢뎡감녹비결｣, 정감록집성, 아세아문화사, 1981.
㈑ ｢뎡감녹｣, 뎡감녹,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소장(C9A-1, 이하 장서각본 ｢뎡감녹｣).

㈒ 김승렬, ｢정감록｣, 정감록고핵, 수경실 소장(이하 김승렬본).

㈓ ｢유산록(遊山錄)｣, 정감비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想白古133-J459).
㈔ ｢외유산록(外遊山錄)｣, 정감비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想白古133-J459).
㈕

야나기타 분지로,「정감록(鄭堪錄)」,『정감록』, 이문당, 1923(이하 야나기타

본).

㈖ 김용주, ｢징비록(徵秘錄)｣, 정감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C古朝19-62).
㈗ ｢운기귀책(運奇龜策)｣, 정감록,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소장(C9A-59).

98) 이하 (가)「감결」, (자)「징비록」, (차)「운기귀책」의 번역문은 양태진, 『정감록
: 민족종교의 모태』, 예나루, 2013을 참고했다.



- 45 -

예언문학은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 미래를 형상화해서 다루는 이야기

이다. 예언을 통해 드러나는 미래의 모습에는 향유자들의 현실인식과 내

면의식이 드러난다. 따라서 예언문학은 예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사가

구성된다. 『정감록』은 국가와 관련된 예언이 주된 줄거리이다. 특히 역

성혁명을 다룬 여타의 예언문학들과 같이 기존 왕조의 쇠망과 새로운 왕

자(王者), 새로운 나라의 출현을 이야기한다. 예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

사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심(李沁)과 이연(李淵)은 정감(鄭鑑)과 함께 팔도산수를 유람한다.

2. 세 사람은 금강산에 올라 산수의 조화와 천지음양에 대해 이야기한다.

3. 정감과 이심은 지운(地運)의 이동과 새로운 왕조의 출현을 예언한다.

4. 정감은 천지개벽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5. 이심과 정감은 단군의 조선국에 대해 이야기한다.

6. 정감은 이후 왕조들의 말년 재앙과 망국(亡國)에 대해 예언한다.

7. 세 사람은 삼각산으로 옮겨간다.

8. 정감은 이씨가 세운 왕조 말년에 일어날 혼란과 재앙의 징조, 망국을 예언한다.

9. 이심이 한양의 지리를 논하자, 정감은 재앙을 막지 못할 것이라 예언한다.

10. 정감과 이심은 한양 말년에 닥칠 재앙들에 대해서 예언한다.(1)

11. 이심은 난리를 피해 보신(保身)할 수 있는 열 곳의 땅(十勝之地)을 알려준다.

12. 다음날 세 사람은 가야산으로 옮겨간다.

13. 정감은 십승지지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14. 정감과 이심은 한양 말년에 닥칠 재양들에 대해서 예언한다.(2)

15. 이연은 용문산을 피난처로 삼으면 훗날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예언한다.

16. 정감과 이심은 한양 말년에 닥칠 재앙들에 대해서 예언한다.(3)

17. 정감과 이심은 정씨의 후손이 나타나 난리를 끝낼 것이라 예언한다.

18. 정감과 이심은 정씨가 계룡산에 창업(創業)하고 개국공신들이 생겨날 것을

예언한다.

다음은 단락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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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심(李沁)과 이연(李淵)은 정감(鄭鑑)과 함께 팔도산수를 유람한다.

이 단락은 『정감록』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을 보여주는 부분

이다. 『정감록』은 이심과 이연, 정감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미

래를 미리 알고 예언하는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다. 한륭공 완산

백에게는 삼 형제가 있다. 첫째가 림, 둘째가 심, 셋째가 연인데 이 중

림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정감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조선

을 건국한 완산 이씨(李氏)의 조상들로 그려지지만 실제 『선원보(璿源

譜)』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들이다. 정감은 서촉인(西蜀人)이자

심과 연의 벗으로 설정된 인물이다. 이들이 함께 유람을 떠나는 것으로

『정감록』이 시작된다.

해당 단락은 모든 이본에 포함되지만, 이본에 따라 인물 소개에 차이

를 보인다. 다른 형제들에 대한 언급 없이 이심만 소개하거나 삼 형제

중에서 이심을 장자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림이 조사(早死)했다는

이야기가 빠져있는 이본의 경우에는 삼 형제가 모두 정감과 함께 유람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서사 단락에서 이림이 직접 등장

하는 경우는 없다. 한글 필사본의 경우, 정감을 고려 초 이인으로 설정하

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감록』 한문 필사

본(奎12371)은 정감에 대한 설명이 서두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

다. 전체 서사 단락들이 예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만큼, 인물에

대한 부수적인 설정들이 내용상 큰 차이를 불러오지는 않는다. 이본별

세부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1.1. 한륭공(漢隆公) 완산백(完山伯)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림

(淋)으로 조사(早死)하였고, 둘째는 심(沁), 셋째가 연(淵)이었다. 이

들은 정공(鄭公)과 함께 팔도산수를 유람하였다. (「감결」)

1.2. 뎡감은 고려 초 이인이라 그 벗 이심으로 더부러…이심은 완산박

의 니 아국에 방됴요 뎡감과 갓튼 이인이라. (단국대본

「뎡감녹」, 「뎡감녹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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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완산백(完山伯)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첫째가 심(沁), 둘째가

림(淋), 셋째가 연(淵)이었다. 정감(鄭勘)과 함께 팔도명산을 유람하

였다. (「유산록」)

1.4. 완산백(完山伯) 이공(李公)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림(淋), 심

(沁), 연(淵)이다. 이들은 촉인(蜀人) 정감(鄭堪)과 같이 팔도의 산수

를 유람하였다. (「징비록」)

1.5. 감(鑑) 또는 담(湛)이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고려 말 사람으로 전해

진다. 혹자는 중국 사람이라고 말한다. 또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 숨고자 가명을 써서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이른다. 그가 풍수

에 대해 말하고 비서를 저술하니 믿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가 지은

책을 우러러 이르기를 감(鑑)이 사마의(司馬懿), 제갈량(諸葛亮)보다

낫다고 한다. (규장각본)

2. 세 사람은 금강산에 올라 산수의 조화와 천지음양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단락은 이심과 이연, 정감이 대화를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명

승지를 찾아 유람하던 중에 금강산에 올라 경치에 감탄한다. 그리고 산

수의 조화와 천지음양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든 이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단국대본 「뎡감녹」과 「뎡감녹비결」의 경우에는 금

강산 대신 삼각산을 배경으로 그려진다.

2.1. 절승지(絶勝地)인 금강산에 죽장망혜(竹杖芒鞋)로 올라 비비대(飛

蜚臺)에 이르러 서로 돌아보며 천지음양을 말하니 심이 이르기를

산수의 조화가 기이절승하다 하였다. (「감결」)

2.2. 뎡감이 이심으로 더부러 삼각산에 올나 (단국대본 「뎡감녹」,

「뎡감녹비결」)

3. 정감과 이심은 지운(地運)의 이동과 새로운 왕조의 출현을 예언한다.

이 단락은 정감과 이심이 지운의 흐름을 읽어내고 새로운 왕조들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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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땅의 운수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다하면

쇠퇴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다고 이야기한다. 지운은 국토 내 영험한

산들의 맥을 따라 이동하며, 지운이 닿는 곳은 새로운 나라의 도읍지가

된다. 새로운 왕조를 세울 성씨(姓氏)와 새로운 도읍지가 갖는 수명에 대

해 언급한다. 정감과 이심이 말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본에

따라서는 정감(김승렬본) 혹은 이심(장서각본 「뎡감녹」, 「운기귀책」)

한 사람이 예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정(鄭)이 말하기를 곤륜산으로부터 뻗어 나온 맥이 백두산에 닿았

다. 그 원기(元氣)가 평양에 이르렀으나 이미 1천 년의 운이 지났기

에 송악으로 옮겨갔다. 5백 년 땅인 송악은 요승(妖僧)과 궁희(宮姬)

들의 작란(作亂)으로 지기(地氣)가 쇠퇴하고 천운이 막혀 그 운이

한양으로 옮겨갔다. 심(沁)이 말하기를 내맥(來脈)의 운이 금강산으

로 와서 태백소백이 되고, 산천기운이 뭉쳐 계룡산으로 들어가니 정

씨 8백 년 땅이다. 이후 원맥(元脈)이 가야산에 드니 조씨 1천 년의

땅이며, 전주는 범씨 6백 년 땅이 된다. 다시 송악에 닿으면 왕씨가

부흥할 땅인데 이후는 미상(未詳)이니 상고하기 어렵다 한다. (「감결」)

4. 정감은 천지개벽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단락은 정감이 천지가 열리고 만물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

기하는 내용이다. 「징비록」과 「운기귀책」에만 삽입되어 있는 단락으

로, 두 이본에 실린 내용은 동일하다. 다른 이본들에서는 천지개벽과 관

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감(堪)이 말하기를 내가 일행선사(一行禪師)의 편목(編目)을 보니 천

지는 12회로 마친다. 하늘이 열리면서 자년(子年)에 땅이 나눠지고,

축년(丑年)에 사람이 생겼다. 인년(寅年)에 해가 뜨고, 묘년(卯年)에

달이, 진년(辰年)에 별이 나타나 사년(巳年)에 각기 방향을 정했다.

연후에 오행이 상생(五行相生)해 먼저 이기조화(理氣造化)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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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다음에 만물이 생겨났다. 만물 가운데 천황씨(天皇氏)의 몸체는

하늘이 되고, 지황씨(地皇氏) 몸체는 땅이 되니 살아있는 만물 중에

으뜸이다. 그 수명이 각각 1만 8천세이다. (「징비록」, 「운기귀책」)

5. 이심과 정감은 단군의 조선국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단락은 이심과 정감이 단군의 조선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단군의 출현으로 조선국이 생겨났다고 서술하고 있다. 당시 큰 홍수

로 인해 외부에 나라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다가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

야 신인이 태백산에 내려와 세운 나라라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해

당 단락은 「징비록」과 「운기귀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단군의 조

선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이본들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 심(沁)이 말하기를 조선(朝鮮) 국초(國初)에는 군장(君長)이 없다가

단군(檀君)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는 무엇에 의해 임금을 삼았

는가? 생각해보면 사전(史傳) 모두 서계(書契)가 있기 전이라 상고

할 수 없으니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다면 단군이 요(堯) 임금 때 나

와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도산(塗山) 회합(會合)에는 불참하였는

가? 옥백(玉帛)을 올리는 제후들이 모여 만구(萬區)를 다스렸다는데

조선국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하(夏)나라 시대에 이르러

그 기록이 실린 후 천 년이 지났는데 어찌 이제 와서 논의할 수 있

겠는가. 그러나 이치에 맞게 생각해보면, 당시 조선은 극심한 홍수

로 재앙을 겪고 있었다. 구산(九山), 구주(九州), 구택(九澤)의 길이

모두 막혀서 전복(甸服) 사이에 닿지 못하였다. 고봉준령(高峯峻嶺)

이 가로 놓여 남북(南北)으로는 사람이 통하지 못하였고, 동서(東西)

로는 대지 위에 거할 곳이 없어져 살지 못했다. 길조차 없어졌기 때

문에 알지 못한 채 수백 년이 지났다. 그 후에야 신인이 내려와 태

백산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었다 들으니 이 무렵 주(周)나라 황실에

서는 기자(箕子)의 작위를 복위시켰다. 청룡의 해에 향린(香麟) 육육

봉(六六峯)으로 이장하였다 한다. (「징비록」, 「운기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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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감은 이후 왕조들의 말년 재앙과 망국(亡國)에 대해 예언한다.

이 단락은 단군의 조선국 이후에 생겨난 왕조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

는지를 정감이 예언하는 부분이다. 왕씨의 송악과 이씨의 한양이 망국하

는 모습은 모든 이본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 반면에 해당 단락의 상

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씨의 계룡과 조씨의 가야, 범씨의 전주가 망

국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야나기타본과 「징비록」, 「운기귀책」에서만

다뤄진다. 또한 다른 이본들과 달리 짐승과 사람의 몸이 결합된 신화적

인 존재들을 등장시켜 묘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6.1. 감(堪)이 말하기를 조선국의 지세(地勢)를 논한다면, 송악은 5백 년

땅이다. 후에 요승(妖僧)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후 천백

년 후 천도(天道)가 되돌아 와 왕씨가 부흥한다. 한양은 이씨의 4백

년 땅이다.99) 나라 말년에 요희(妖姬)가 국권을 독차지하면서 망하

게 된다. 계룡은 정씨의 8백 년 땅이다. 말년에 공주(公主)의 난정

(亂政)으로 인해 모반이 일어나 멸망한다. 가야는 조씨의 1천 년 땅

으로, 4-5대까지 신성(神聖)이 이어진다. 말년에 충신과 어진 장수들

이 처형을 당하고, 어리석은 임금과 불충한 자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 해마다 기근이 들고 일월(日月)은 빛을 잃으며 여름에 서

리가 내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 나가니 나라가 망한다. 전주는 범

씨의 6백 년 땅이다. 북해(北海) 섬에서 말 머리에 사람 몸체를 한

자가 나와 입으로 불을 뿜는데 신장이 8척이나 된다. 대의를 내세우

며 완산 북방에서 서남방을 향해 좌정하고 나라를 다스렸다. 상하를

99) 『정감록』 이본에서 “한양이 이씨 400년 땅”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
는데 반해 야나기타본에서는 해당 부분에서 “한양이 이씨의 5백년 땅”이라고 나
타난다. 야나기타본 내에서도 조선왕조와 한양이 언급되는 다른 부분들에서는
400년이라는 표현을 공유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해당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양이 조선의 500년 땅이라는 언급은 야나기타본이 20세기에 출판되었기 때문
에 실제로 조선왕조가 지속되었던 500여년이란 시간을 결과론적으로 반영한 표
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야나기타본에서 한양과 관련해 조선의 400년 땅이라는
표현과 500년 땅이라는 표현이 모두 나타난 것은 기존에 전승되어오던 표현과
추후에 역사적 시간을 반영해 삽입된 표현이 함께 사용되어 기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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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지 않고 단지 궁마(弓馬)를 잘 다루는지에 따라 인재를 등용

하였으며 예악(禮樂)을 오래도록 폐하였다. 말년에 달팽이 몸에 사

람 머리를 한 자가 나와 교동 땅에 이르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 (야

나기타본, 「징비록」, 「운기귀책」)

7. 세 사람은 삼각산으로 옮겨간다.

이 단락은 지금까지 금강산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이심과 이연, 정감이

삼각산으로 장소를 옮기는 부분이다. 「감결」을 표제로 필사된 한문본

들에는 공통으로 포함되는 단락이다. 그러나 한글본이나 야나기타본,

「징비록」, 「유산록」과 같이 다른 표제를 단 이본들의 경우에는 제외

되어 있다.

8. 정감은 이씨가 세운 왕조 말년에 일어날 혼란과 재앙의 징조, 망국을

예언한다.

이 단락은 이씨의 후손이 세운 왕조에 닥칠 멸망에 대해 정감이 예언

하는 부분이다. 한양이 도읍이 된 후 400여 년이 흘러 왕조 말년이 되면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 끝내 중국과 조선 모두 망하게 된다는 내용을 서

술하고 있다. 해당 단락에 포함된 다양한 내용과 묘사들은 모든 이본에

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나열된 사건들은 나라에 일어날 혼란, 재앙의 징

조, 망국의 단계로 정리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란] 8.1. 그대 자손 말년에 궁중의 과부가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

고, 임금은 나이가 어려 나랏일을 잘못하니 단신으로 의지할

데가 없게 된다. 집집마다 인삼(人蔘)이요, 마을마다 물방아

(水杵)고, 집집마다 급제하니 사람마다 진사(進士) 아닌 자가

없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된 후에 현인(賢人)이

나타나면 스스로들이 폄론(貶論)하리라. (「감결」)

[재앙의 징조] 8.2. 선비(士者)가 갓을 비스듬하게 쓰고, 신인(神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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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벗어 주변을 달리다 몸을 옆으로 눕히고, 성인

의 이름에 멋대로 갓(八)을 씌우면, 계룡산 돌과 청

포에 대나무가 희어지고 초포의 조수가 밀려들어 배

가 다니게 된다. 누런 안개와 검은 구름이 하늘을 3

일간 뒤덮게 된다. 혜성이 나타나 자미성(紫微星)을

범하고, 두미(斗尾)로 옮겨 두성(斗星)에 다다랐다가

남두(南斗)에서 사라진다. (「감결」)

[망국] 8.3. 이때가 되면 대소중화(大小中華)가 모두 망하게 된다. (「감결」)

9. 이심이 한양의 지리를 논하자, 정감은 재앙을 막지 못할 것이라 예언

한다.

이 단락은 앞서 한양 말년에 재앙이 닥쳐 망국할 것이라는 정감의 예

언을 듣고 이심이 한양의 지리를 논하는 단락이다. 이심이 한양의 산수

를 읊자 정감은 결국 재앙을 불러올 것을 예언한다. 모든 이본에 공통으

로 포함되는 단락이다. 단국대본 「뎡감녹」, 「뎡감녹비결」의 경우 모

든 내용을 정감이 언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9.1. 심(沁)이 말하기를 삼각은 규봉(窺峰)이 되고, 백악이 주산(主山)이

되며, 한강을 요대(腰帶)로 삼아 계낙산은 청룡(靑龍), 안현은 백호

(白虎), 관악은 안산(案山), 목멱은 남산(南山)이 된다고 하였다. 정

(鄭)이 말하기를 사방으로 도둑이 들어오나 반드시 중흥하고, 관악

을 안산으로 하니 왕궁에 세 번 불이 나 단우(丹宇)에 불꽃이 일어

나고 상하(上下)가 근심하니 아전이 원님을 죽이고 삼강(三綱)이 영

영 사라지리라 하였다. (「감결」)

10. 정감과 이심은 한양 말년에 닥칠 재앙들에 대해서 예언한다.(1)

이 단락은 정감과 이심이 한양 말년에 미칠 재앙들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예언하는 단락이다. 앞서 조선의 망국에 대해 다뤘던 단락 8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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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이 망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단락 8에서만

제시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겪게 되는 재앙들에 대해서는 이후 세 단락

으로 나눠 자세하게 묘사된다. 해당 단락은 그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이본들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국토 내 인명이 끊어지는 재

앙에 대해 다룬다. 한문 필사본에서는 이심이, 한글 필사본에는 정감이

발화자로 등장하는 차이가 있지만 예언의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20세기

중반에 출판된 이본 중에는 이씨 장수와 홍씨 괴수가 출현한다는 표현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100) 야나기타본과 「징비록」의 경우에도 공통되

는 내용 외에 다른 이본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 더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0.1. 우리 셋이 있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신년(申年) 봄인 삼월

달부터 가을인 8월 사이에 인천과 부평 사이에 야밤에 1천척의 배

가 들어오고, 안성과 죽산 사이에 시체가 산을 이룰 것이다. 여주

와 광주 사이에는 사람 그림자가 사라지고 수성(隨城)과 당성(唐

城) 사이에는 피가 흘러 내천을 이룰 것이다. 한남(漢南) 백리 사이

에는 닭과 개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인적이 끊어질 것이다. (「감결」)

10.2. 그대 자손 사백 년 후 일곱 갑자 신년 삼월에 안죽 사이에 죽엄이

산갓치 싸일 것이오 리씨 장수와 홍씨 괴수가 나타나고 그 다음 해

에 진인이 나오니 인천 부평에 배 천척이 메일이라 (창신문화사본)

10.3. 푸른 돼지(靑豕)의 해에 정통이 아닌 임금의 자리를 맞이하고, 간

사한 종친이 나라를 훔치니 26명의 어진 신하의 몸과 뼈가 찢긴다.

용린(龍麟)이 검어지거나 혹 찢어져서 다시 합해질 때 즈음 일광이

이지러져 잠시 가려지고 병사는 휴식을, 백성들은 생업을 즐기게

되리라. 푸른 돼지가 죽고 난 후 붉은 꼬리가 달린 쥐가 태어난다.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할지 나이 70에 강나루에 서니 세상사 알만하

다. (야나기타본, 「징비록」)

100) 창신문화사편집부, 『원본정감록해설』, 창신문화사, 1955. (이하 창신문화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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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심은 난리를 피해 보신(保身)할 수 있는 열 곳의 땅(十勝之地)에

대해 알려준다.

이 단락은 앞으로 다가올 난리들 속에서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는

열 곳의 땅, 일명 십승지지에 대해 일러주는 부분이다. 모든 이본에 포함

되는 단락으로 각 이본에서 보이는 십승지지는 「감결」에서 제시되는

지역들과 동일하다. 다만 김승렬본과 「운기귀책」에 나오는 지역들은

명칭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야나기타본의 경우, 관련 명칭이 모두 표

기되어 있다. 지역 명칭 차이 외에 단국대본 「뎡감녹」, 「뎡감녹비

결」, 김승렬본과 「운기귀책」의 경우, 십승지지를 정감이 제시한다는

차이도 있다. 해당 단락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이본으로는 「유산록」

을 들 수 있다. 「유산록」에서는 해당 단락을 끝으로 내용이 마무리된

다. 이후 『정감록』 이야기는 「외유산록」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1.1. 정(鄭)이 말하기를 장차 어찌할 것인가? 심(沁)이 응대하기를 보

신할 땅이 열 곳 있다. 첫째가 풍기와 예천, 둘째 안동의 화곡, 셋

째 개령의 용궁, 넷째 가야산, 다섯째 단춘, 여섯째 공주 정산의 깊

은 마곡, 일곱째 진목, 여덟째 봉화, 아홉째 운봉의 두류산으로 이

곳은 기리 살만한 곳이며 훌륭한 재상과 장수가 연이어 태어나리

라. 열째는 태백이다. (「감결」)

11.2. 감(堪)이 말하기를 그 때에는 보신할 땅이 열 곳이 있다. 첫째가

풍기 거암 금계촌…둘째가 화산(花山) 소래…셋째가 보은 속리…넷

째가 운봉 두류산…다섯째가 풍천 금당동인데…여섯째는 공주 유

악 마곡 서수(西水) 간인데 주위 100리는 살육은 면할 수 있는 곳

이다. 일곱째 영월 정동 상류도 가히 피신할만한 곳이다.…여덟째

무주…아홉째 부안 호암석굴 아래도 가(可)하다.…열째 합천 가야

산 남쪽에 만수동 주위 200리도 오래도록 보신할 만하다. (김승렬

본, 「운기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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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이때를 당하여 몸을 보호하고 명을 꾀할 땅이 열 곳이 있다. 첫째

는 풍기로 거암(車岩) 금계촌(金鷄村)…(다르게 말하길, 풍기는 예

천 어귀부터 화개에 이른다고 한다.) 둘째는 화산(안동)으로 옛날

에 기내성(基奈城)이라 불렸으며 현의 동쪽 태백 춘양면(春陽面)을

넘어 들어가 봉화촌(奉化村)이다.…셋째는 보은곡(報恩谷) 이산(離

山) 증항연지(蒸項連地)로 난리를 피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상처

입을 리 만무하다.(다르게 말하길, 개령 용궁이라 한다.) 넷째는 운

봉(雲峰) 어귀에서 산을 타고 동점촌(銅店村) 100리 안으로, 오래토

록 보호할 수 있으며 털이 없는 자가 먼저 들어가기에 맞지 않다.

(다르게 말하길, 가야라고 한다.) 다섯째는 예천 금당동 땅으로 비

록 천로(淺露)하나 창과 방패가 들어오지 못하지만 임금의 가마가

임하기엔 맞지 않다.(다르게 말하길, 단양 영춘이라 하고 다르게

말하길, 공주 산정이라 한다.) 여섯째는 공주(公州) 유구(維鳩) 마

곡(麻谷)의 두 물줄기 사이를 두루 돌아 100리로, 살육(殺戮)을 면

할 수 있다. 일곱째는 영월 정동 상류로 난을 피할 수 있지만 그러

나 털이 없는 자가 들어가기에 맞지 않다.(다르게 말하길, 진천 목

천이라 한다.) 여덟째는 무주(茂州) 풍북(豐北) 방상동(方相洞)으로

피란할 곳이 아님이 없다.(다르게 말하길, 봉화라 한다.) 아홉째는

부안(扶安) 호암(壺岩) 8리 아래로, 그러나 탐라가 다른 나라를 만

드니 즉 불가하다. 열째는 성주(星州) 가야산 남쪽 만수동(萬壽洞)

을 두루 돌아 200리로, 오래토록 보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털 없

는 자가 들어가기에 맞지 않다.(다르게 말하길, 태백이다.)…이 십

승의 땅은 병화(兵火)가 침범할 수 없고 흉년이 들 수 없으며, 현

명한 재상과 어진 장수가 대대로 계속하여 나온다. (야나기타본)

12. 다음날 세 사람은 가야산으로 옮겨간다.

이 단락은 이심과 이연, 정감이 가야산으로 장소를 옮기는 부분이다.

이들은 대화를 나누다가 날이 저물었다며 돌아가기로 한다. 다음 날 유

람을 계속하다 가야산에 도착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해당 단

락은 「감결」과 「징비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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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감은 십승지지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단락은 정감이 십승지지에서 온전히 보신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지각 있는 자, 특히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만이 살

수 있다고 나타난다. 이는 모든 이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이다.

단국대본 「뎡감녹」과 「뎡감녹비결」, 야나기타본의 경우, 여럿이 아닌

혼자 꾀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앞서 단락 11

을 끝으로 마무리 된 「유산록」은 해당 단락의 내용부터 「외유산록」

에서 다뤄진다. 장서각본 「뎡감녹」의 경우는 십승지지를 언급한 이심

이 해당 내용까지 이어서 말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13.1. 정(鄭)이 말하기를 훗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십승지지에 들어가

게 되면 가난한 자는 살고 부자는 죽으리라 한다. 심(沁)이 묻기를

어찌 그러한가 하니 정(鄭)이 답하기를 부자는 돈과 재물이 많아

마치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 같고,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

으니 어찌 없이 지낸다 하여 안주하지 못하랴. 다소 지각이 있는

자라면 시국을 살펴 처신할 것이다. (「감결」)

13.2. 이 를 당허여 십승지지을 차져가는 는 가이 보젼 허련이와

혼허는 는 살고 여러히 허면 쥭으리라 션입는 환허고

즁입는 허고 후입는 불급허리라 물 업는 는 살고 부

는 망허리라 (단국대본 「뎡감녹」, 「뎡감녹비결」)

13.3. …홀로 떠남이 옳다.…오직 대중과 도모하지 않고 홀로 결단 하는

자가 바로 초연히 행하는 것이다. 좋은 전답은 보화가 아니며 몸과

목숨이 보화가 된다. (야나기타본)

14. 정감과 이심은 한양 말년에 닥칠 재양들에 대해서 예언한다.(2)

이 단락은 정감과 이심이 한양 말년에 미칠 재앙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했던 단락 10에 이어서 조선에 닥칠 재앙에 대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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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예언하는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도적떼와 흉년, 역병

등으로 나라가 위태롭고 강상(綱常)의 도리가 무너지면서 사회가 혼란스

러워지는 등 여러 재앙들이 묘사된다. 이는 모든 이본에 포함되는 부분

이다. 다만 단국대본 「뎡감녹」과 「뎡감녹비결」에서는 전반적인 내용

을 정감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심은 대화 중간에 정감의 예언

을 되물어보는 정도의 역할로 그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언급되는

예언의 내용은 동일하다.

14.1. 심(沁)이 말하기를 황해, 평안도 양서지 간에는 삼년 내내 천리에

걸쳐 인적이 없게 되리라. 또한 동쪽 땅(關東)은 협착한 가운데 사

람 살기가 몹시 꺼리게 될 것이다.…전주에서 도둑이 일어나 호남

진(津), 화(華) 사이에 만 척의 배가 가로 지를 것이니 이 또한 큰

걱정거리이다. 정(鄭)이 말하기를 그러한 것들은 큰 걱정거리가 되

지 못한다. 말세에 이르면 밑에 사람이 윗사람 죽이기를 거리낌 없

이 하는가 하면, 상하(上下)의 구분이 없어지고 인간의 윤리 도덕

이 무너지느니라. 결국 임금은 나약해지고 나라는 위태로워져 외롭

게 되며, 녹봉을 받는 신하들은 사지(死地)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된

다. 또 말하기를 말세에 닥칠 재앙에 관해 보다 상세히 말한다면,

9년에 걸친 흉년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목숨을 이어가게 되는가

하면, 4년간에 걸친 역병은 인명을 반으로 줄이게 될 것이며, 사대

부 집안은 인삼바리로, 벼슬아치 집안은 탐리(貪利)로 망하게 되리

라. (「감결」)

15. 이연은 용문산을 피난처로 삼으면 훗날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예언한다.

이 단락은 이연이 용문산을 두고 피난처로 적합하지 않음을 이야기하

는 부분이다. 앞서 여러 재앙들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

에 좋아 보이는 용문산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연은 용문산

이 이미 한양에 기를 빼앗긴 죽은 땅이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고 언급한다. 따라서 후대에 이곳에서 살면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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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정감은 이에 동의한다. 해당 단락은 김승렬본과

「운기귀책」을 제외한 이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한글 필사본

들에서는 발화자가 다르게 나타난다. 장서각본 「뎡감녹」의 경우는 이

심이 이야기한다. 단락 1에서 이연의 존재를 거론하지 않았던 단국대본

「뎡감녹」과 「뎡감녹비결」의 경우는 정감이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러나 언급하는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15.1. 연(淵)이 또 말하기를 뒷날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용문산이 은신

할만한 곳이라 여겨질지 모른다. 산수지법(山水之法)을 따르지 않

는다면 생기가 살아있는 곳이라 할 수 있으나 이 산은 이미 한양

에 그 기를 빼앗겨 산세가 모두 사혈(死穴)이라 후세 사람들이 만

약 이 산에 들어가 살면 오대산 북쪽의 도둑들이 찾아내 한해가

다 가기 전에 많은 인명이 초토화되리라. 정(鄭) 또한 말하기를 산

수지형(山水地形)이 이처럼 패악 괴상하니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

가. (「감결」)

16. 정감과 이심은 한양 말년에 닥칠 재앙들에 대해서 예언한다.(3)

이 단락은 정감과 이심이 한양 말년에 미칠 재앙들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예언하는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한다. 천재지변과 외세의 침략 등을 암

시하는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다. 단국대본 「뎡감녹」과 「뎡감녹비결」

을 제외한 이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단락이 포함되어 있는 이본의

경우, 모두 정감이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6.1. 정(鄭)이 말하기를 계룡산 돌이 희어지고 모래펄 30리에 남문(南

門)이 다시 세워지고 그대 후손 말년에 쥐 모양을 한 얼굴에 범과

같은 눈을 가진 자가 생겨나면 흉년이 들고, 호환(虎患)으로 사람

이 상하게 된다. 어염(魚鹽)이 천해지고 냇물이 마르고 산들이 무

너지니 백두산 북녘으로부터 호마(胡馬)들이 울부짖고, 관서와 호

서 일대에 원한의 피가 넘쳐나게 된다. 이와 같으니 한양 남쪽 백

리에 어찌 사람들이 살겠는가. (「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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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감과 이심은 정씨의 후손이 나타나 난리를 끝낼 것이라 예언한다.

이 단락은 모든 재앙을 끝낼 정씨의 출현을 예언하는 단락이다. 정감

은 혼란스러운 조선 말년에 정씨가 나타나 난리를 끝내고 이씨의 운을

가져갈 것이라 예언한다. 그의 말을 들은 이심은 일찍이 이씨가 정씨를

죽였듯이 새롭게 나타난 정씨의 후손이 자신의 후손을 죽이게 될 것이라

예언한다. 구체적인 묘사는 이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씨의 후

예 중에 신이한 인물이 나타나 재앙을 끝내고 이씨의 운을 가져가 이으

리라는 예언은 모든 이본들에 공유되는 내용이다. 세부적인 차이는 다음

과 같다.

17.1. 정(鄭)이 말하기를…네 자손 말년에 국운이 팔임(八壬)에 다하고

목하(木下)에 난리가 있고 내 자손 대에 끝나리라. 심(沁)이 말하기

를 내 자손이 네 자손을 죽이고 네 자손이 내 자손을 죽이게 된다

하였다. (「감결」)

17.2. 인(寅), 묘(卯)년 간에는 성인이 함양 땅 산림 가운데서 나타나는

데 진사(辰巳)년에 그 일을 알리라…걸출한 위인 한 사람이 나와

6, 7년 후인 신년에 이씨(李氏)의 운이 우리의 자손으로 옮겨질 때

이니라. (야나기타본, 「징비록」)

17.3. 진사(辰巳) 성인출(聖人出) 오미(午未)에 락당당(樂堂堂)이라. (김

승렬본)

17.4. 그 후 남해(南海) 섬으로부터 진인(眞人)이 나오는데 계룡산 대업

(大業)에서 알 수 있으리라. (「운기귀책」)

17.5. 갑인 을묘년 간에 셩인니 바다에 시도다 (장서각본 「뎡감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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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감과 이심은 정씨가 계룡산에 창업(創業)하고 개국공신들이 생겨

날 것을 예언한다.

이 단락은 계룡산 창업과 개국공신들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다. 모든

이본에 포함되며, 단락 3과 단락 17에 연관된다. 단락 3에서 계룡산이 정

씨의 도읍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해당 단락에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정감과 이심은 앞서 단락 17에서 등장한 정씨의 후손이 재앙을 물

리치고 계룡산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그를 돕는 개국공신들이 언급된다. 전체적인 내용은 모든 이본이 공통으

로 가지고 있지만, 개국공신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는 차이가 있다.

[계룡산 창업 예언] 18.1. 심(沁)이 왈(曰) 정시왕도(鄭氏王都)는 정어하

처호(定於何處乎)아 감(鑑)이 왈(曰) 계명룡규(鷄鳴龍叫)ㅣ 차내기

지야(此乃其地也)ㅣ니…진인(眞人)이 자남해도중래(自南海島中來)

하리니…계룡창업(鷄龍創業)을 우가지의(又可知矣)라 (김승렬본)

18.2. 한양에 운슈 쇠허거문 졔비 젼각에 길드리도다 계룡산 왕긔

일어나불근 안날빗츨 어리도다 (단국대본 「뎡감녹」, 「뎡

감녹비결」)

[개국공신 관련 예언] 18.3. 계룡산에 나라를 세우면 변씨 정승과 배씨

장수가 개국 일등공신이 되고 방, 우가(牛哥)가 손발같이 움직이리

라. (「감결」)

18.4. 감이 말하기를 계룡이 개국하여 변 정승과 배 장군이 개국공신이

되어 방씨와 우가를 수족처럼 부리니 사방에서 임금을 흠모해 마

지않는다. 당시 김씨와 홍씨가 큰 공훈을 세우고, 이 나라 팔백 시

귀(蓍龜)에 반드시 이씨와 홍씨가 있을 것이다. 20대 왕조의 공신

에는 김씨와 정씨도 포함된다고 운운(云云)한다. (야나기타본, 「징

비록」)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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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번호들은 각 서사 단락을 표시하며, 상단의 항목들은 본문에서 주로

비교하며 다뤄진 이본들을 나타낸다. (가) 「감결」, (나) 단국대본 「뎡

감녹」, (다) 「뎡감녹비결」, (라) 장서각본 「뎡감녹」, (마) 김승렬본,

(바) 「유산록」, (사) 「외유산록」, (아) 야나기타본, (자) 「징비록」,

(차) 「운기귀책」 순서이다. 해당 서사 단락을 내포하고 있으면 +로, 그

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표시한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5 + +

6 + + +

7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표 7 『정감록』 관련 이본들의 서사 단락

위에 제시된 표를 통해 『정감록』 이본의 서사 단락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이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서사 단락이 있는 반면

특징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단락들도 존재한다. 정감록 이본이 공유하

는 서사 단락은 크게 세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물이 등장해 왕조

의 변천을 예언하는 부분(단락 1-3), 한양 말년에 닥칠 재앙과 피난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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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예언하는 부분(단락 8-14), 새로운 왕자(王者)와 새로운 나라의 출

현을 예언하는 부분(단락 17-18)이 그것이다.101) 앞서 확인한 세 부분의

서사 단락은 정감록 출현 이후 등장하는 전근대 기록과도 일치한다.

즉, 해당 단락은 『정감록』 출현 이후 지속적으로 향유되고 기억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정감록』의 핵심 서사가 된다. 그

런데 예외적으로 이 핵심 서사가 두 편으로 나눠져 다뤄지는 이본도 있

다. 다른 이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태초의 이야기와 단군의 등장이 삽

입된 이본도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바탕으로 『정감록』 서사의 유

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감결(鑑訣)」 계열, 「유

산록(遊山錄)」 계열, 「징비록(徵秘錄)」 계열이 그것이다.

 「감결(鑑訣)」 계열

『정감록』의 핵심 서사를 공유하며 예언의 내용과 형태가 일치하는

이본들을 묶어 지칭한다. 해당 텍스트를 「감결」이라는 명칭으로 부르

는 이러한 이본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아유가이본, 김용주

본, 현병주본에 수록된 「감결」이 있다. 여타 한문 필사본들에 수록된

「감결」도 내용과 명칭이 다르지 않아 이에 속한다. 이외에 단국대본과

장서각본 「뎡감녹」, 「뎡감녹비결」과 같은 한글 필사본들과 새롭게

발굴된 김승렬본도 유사한 서사 단락을 보이므로 해당 유형에 포함된다.

 「유산록(遊山錄)」 계열

『정감록』 이본들 중 「유산록」이 수록되어 있거나 「유산록」을 표

제로 하는 이본들을 묶어 지칭한다. 표제가 「유산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서두(書頭)에서 본문의 내용이 『정감록』임을 밝히고 있다. 전체

101) 이때 한양 말년에 닥칠 재앙과 피난처에 대해 예언하는 부분(단락 8-14)과 관
련해서 다음의 사항들을 밝히는 바이다. 해당 핵심 서사에서 단락 12는 예외적으
로 제외된다. 단락 12는 등장인물들이 가야산으로 이동하는 내용으로 포함되는
이본 수가 많지 않고, 『정감록』을 구성하는 핵심 예언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
이다. 단락 15와 16의 경우에는 여러 이본에 포함되고, 재앙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지만 핵심 서사 단락에서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해당 단락들에 속하는 관련
내용들 대부분이 이미 앞선 단락들에서 반복되고 있고, 각 이본마다 세부적인 차
이를 보이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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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서사 단락은 「감결」 계열과 유사하다. 그러나 「유산록」 다음에

「외유산록」을 배치시켜 두 편으로 서사를 나눠 다룬다는 특징이 있어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완산백의 아들들과 정감이 왕조의 변천과

한양의 말세 재앙을 예언하고 십승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까지는

「유산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에 십승지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정씨의 후손이 계룡산에 새 나라를 개국할 것이라는 예언은 「외유산

록」에서 다뤄진다. 그렇기에 이 계열의 이본은 두 편의 글을 합쳐서 살

펴야 전체 『정감록』 서사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산록」 계열은 다른 『정감록』 이본들과 등장인물 설정

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감록』 서사에서는 완산백의 삼 형제

중 첫째가 림, 둘째가 심, 셋째가 연으로 소개된다. 장남인 림은 일찍 죽

었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산록」에서는 첫째가

심, 둘째가 림, 셋째가 연으로 소개된다. 림이 조사(早死)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며, 삼 형제 모두 정감과 유람을 떠난다. 이와 같은 인물 설

정은 전체 『정감록』 이본들 중 「유산록」 계열에서만 찾아볼 수 있

다. 이때 정감은 정감(鄭鑑)이 아니라 정감(鄭勘)으로 표기된다.

 「징비록(徵秘錄)」 계열

『정감록』 이본들 중 「감결」 계열의 기본 서사 외에 예언의 내용

이 확장된 이본들을 묶어 지칭한다. 이때 확장된 내용은 천지개벽, 단군

의 조선국, 미래 왕조들의 망국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

은 「징비록」의 이름으로 수록된 편에서 찾을 수 있기에 해당 계열을

「징비록」 계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계열에 속하는 이본으로는

「징비록」 외에 「운기귀책」과 야나기타본이 있다. 「운기귀책」의 경

우, 다른 예언들 사이에 『정감록』의 서사 단락이 삽입되어 있다. 이때

나타나는 서사가 「징비록」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기에 해당 계열에 포

함시키고자 한다. 야나기타본의 경우, 「징비록」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단락이나 표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계열에서 살펴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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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비록」 계열의 이본들은 「감결」 계열의 전반적인 서사 단락을

포괄하면서 단락 4-6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위치는 왕조의 변천

을 예언한 단락 이후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른 이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징비록」과 「운기귀책」, 야나기타본에서 발견할 수 있다.102)

이외에도 본문 말미에 재앙이나 피난처, 성인의 출현과 같은 서사 단락

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점, 다른 이본들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표현

이나 내용으로 재앙을 묘사하는 점, 정감을 정감(鄭鑑)이 아니라 정감(鄭

堪)으로 표기한다는 점이 해당 계열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다만 「징비

록」에서는 「운기귀책」, 야나기타본과 달리 완산백의 장자인 림이 조

사(早死)했다는 이야기는 빠져있다.

지금까지 『정감록』 서사의 구성과 유형에 대해 다루었다. 우선 『정

감록』 텍스트를 단락별로 정리해서 전체적인 서사 구성에 대해 살펴보

았다. 그리고 이본 간 비교를 통해 핵심 서사를 파악했다. 『정감록』에

서 공통으로 보이는 핵심 서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조선왕조

말년에 일어날 재앙과 보신할 피난처, 새롭게 왕이 될 인물과 새 나라의

터전에 관해 예언하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정감록의 핵심

서사가 앞서 살펴본 역성혁명을 다루는 예언문학과 동일한 핵심 서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사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지 혹은 특정 내용의 삽입 여부 등에 따라 『정감록』의 서사 유형을 3

가지 계열로 정리했다. 이는 『정감록』 이본의 서사가 존재하는 양상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서사의 형성

앞서 언급했듯이, 예언문학은 사회적 변혁기나 정치적 사건들의 발생

102) 앞서 서사 단락을 정리하면서 살펴보았듯이 야나기타본에는 천지개벽의 과정을
다루는 단락 4와 단군의 조선국에 대해 다루는 단락 5는 속해있지 않다. 다만 정
씨와 조씨, 범씨 왕조가 망국하는 과정을 자세히 그려내는 단락 6의 특징을 「징
비록」 계열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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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후해서 등장, 활발하게 향유되었다. 『정감록』의 모태가 되는 이야

기들도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발생하여 주목받았다. 『정감록』 텍스트

는 전통적으로 전해져오던 참설, 참요와 같은 예언문학을 적극적으로 흡

수하여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절에서는 정감록이 서적의 형

태로 출현하기 이전, 정감록을 구성하는 서사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조선 국초, 계룡산은 장차 정씨가 도읍할 땅이라는 참설이 존재했다.

실제로 계룡산은 조선이 건국된 직후 새로운 도읍지로 지정되어 역사(役

事)가 시행되기도 했다.103) 그러나 계룡산의 위치가 국토의 남쪽에 치우

쳐 있고, 풍수지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지되었고, 결국 새로운 수

도는 한양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실

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 계룡산이 조선의 신도(新都)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 태조의 꿈속에 나타난 신인이 계룡산은

장차 정씨의 땅이 될 것이니 이씨의 도읍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는 내용

이 그것이다.

처음에 태조가 계룡산(鷄龍山) 아래에 터를 보아 공사를 시작했는데,

꿈에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하는 말이, “이곳은 바로 전읍(奠邑, 정

(鄭) 자의 파자(破字))이 의거할 땅이지 그대의 터가 아니니, 머무르지

말고 빨리 가라.” 하니, 곧 태조가 철거하고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도선

(道詵)의 비기(祕記)에, “왕씨를 대신할 자는 이씨이니, 한양에 도읍할

것이다.” 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조에서 한양에 오얏나무를 심

고 오얏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곧 찍어 내어 그 기운을 억눌렀다. 이

때에 이르러 과연 들어맞았다.104)

103) 『태조실록』에 따르면 태조는 개국 후 새로운 왕조에 맞는 새 수도를 찾아 옮
기기를 원했다. 태조 2년(1393) 계룡산에 친림해 지세를 살펴보고, 그 곳을 신도
로 지정해 건도 사업을 시역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하륜(河崙)을 비롯한 대
신들이 계룡산의 위치가 국토의 남쪽에 치우쳐 있고, 풍수지리에 맞지 않는다는
상소를 올렸다. 결국 계룡산 건도 사업이 중지되었고 새로운 수도는 한양으로 결
정되었다. 관련 내용이 『태조실록』 태조 2년(1393), 2월 1일 기사와 12월 11일
기사 그리고 『순오지』와 『연려실기술』 권1 「태조조고사본말(太祖朝故事本
末)」 「개국정도(開國定都)」에 기술되어있다.

104) 『연려실기술』 권1, 「太祖朝故事本末」, 「開國定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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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참설은 선조 22년(1589)에 정여립을 주축으로 발생한 역모 사건

속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다. 기축옥사(己丑獄事)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그 해 10월 황해도 관찰사 한준(韓準) 등의 고변으로 조정에 알려졌다.

정여립은 추포를 피해 도주하던 중에 자결했고, 살아남은 정여립의 아들

옥남과 무리들이 한양으로 압송되어 자백하면서 관련된 동인(東人)들이

화를 입었다. 아래 인용문을 통해 정여립이 자신의 역모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룡산과 정씨의 예언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초 이래로 참설(讖說)이 있었는데, "연산현(連山縣) 계룡산(鷄龍山)

개태사(開泰寺) 터는 곧 후대에 정씨(鄭氏)가 도읍할 곳이다."하였다.

여립이 일찍이 중 의연의 무리와 국내의 산천을 두루 유람하다가 폐사

(廢寺)의 벽에 시를 쓰기를, “손이 되어 남쪽 지방 노닌 지 오래인데

계룡산이 눈에 더욱 환하여라 무자·기축년에 형통한 운수 열리거니 태

평 성세 이루는 것 무엇이 어려우랴”하였는데, 그 시가 많이 전파하였

다. 또 무명자가(無名子歌)를 지었으니, 모두 백성이 곤궁하여 난을 일

으키려는 뜻을 기술한 것이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지 못하

였다.105)

이외에도 다음의 인용문에서는 정여립이 반란을 계획하며 참언을 어떻

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파자법(破字法)을 이용하여 “이씨가 망하

고 정씨가 일어난다(李亡鄭興)”는 구절을 옥판에 새겨 숨겨놓았다가 우

연히 발견한 것처럼 꾸며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세간에 퍼져있는 새

왕조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반란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보다 앞서 1백여 년 전에, 민간에 ‘목자(木子)가 망하고 전읍(奠邑)이

일어난다.’는 참언(讖言)이 있었다. 여립이 요승(妖僧) 의연(義衍)과 모

의하여 이를 옥판(玉版)에 새긴 다음 지리산 석굴 안에 간직하였다. 의

105) 『선조수정실록』, 선조 22년(1589),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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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아무 방위에 보기(寶氣)가 있다.’ 하고 같이 가게 하여 옥판을

찾아내어 여립에게 돌려주니, 여립이 같은 동아리에게 비밀히 보여주고

는…(의연이) 말하기를, "내가 요동에 있을 때에 조선을 바라보니 왕기

(王氣)가 있었는데, 조선에 와서 살펴보니 왕기가 전주 동문(東門) 밖에

있었다."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전주에 왕기가 있다.’는 말이 원근에

전파되었다. 여립이 또 말하기를, "내 아들 옥남(玉男)의 등에 왕(王)자

의 무늬가 있는데 피기(避忌)하여 옥(玉)자로 해서 이름을 옥남(玉男)이

라 하였다." 하였다. 정옥남은 눈 하나에 겹 동자였으므로 사람들이 또

한 이상하게 여겼다.106)

왕조 국가에서 기존의 권력 집단과 다른 새로운 성씨의 지배자가 등장

하는 것은 역성혁명을 의미한다. 역성혁명에 대한 열망이 예언을 통해

드러난 것은 정여립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고려

말, 조선 초에 “왕씨가 멸망하고 이씨가 일어난다(王氏滅李氏興)”는 구절

이 그것이다. 이는 이씨의 창업을 예언한 것으로 『태조실록』에 기록되

어있다.107) 『태조실록』에 기록된 참언의 형태가 정여립이 이용한 것과

매우 유사하며, 새로운 왕조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측면

에서 동일하다. 왕조를 바꿀 새로운 성씨에 관한 예언은 조선 중기에도

찾아볼 수 있다. 중종 3년(1508)에는 참서에 이씨를 대신하여 유씨가 왕

위를 계승한다는 구절을 보고 들었다는 진술108)이 있었고, 중종 14년

(1519)에는 조씨(趙氏)가 새롭게 왕이 될 것이라는 ‘주초위왕(走肖爲王)’

글자로 인해 기묘사화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정여립도 전통적인

참언의 형태를 이용해 역성혁명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성(姓)인 정씨(鄭

氏)를 강조한 것이다.

수십 년 전에 천안(天安)의 사노(私奴) 길삼봉(吉三峰)이란 자가 용맹이

뛰어나 하루에 3-4백 리를 걸어 다녔는데 그대로 흉포한 도적이 되었

다.…(여립이) 지방에 말을 퍼뜨리기를, "길삼봉·삼산(三山) 형제가 신병

106) 『선조수정실록』, 선조 22년(1589), 10월 1일.
107) 『태조실록』 태조 1년(1392) 7월17일.
108) 『중종실록』 중종 3년(1508),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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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兵)을 거느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계룡산으로 들어가기도

한다."하고, 또 말하기를, "정팔룡(鄭八龍)은 신용(神勇)한 사람으로 마

땅히 왕이 되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할 터인데 머지않아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하였다. 팔룡은 곧 여립의 환호(幻號)인데, 실정을 모르는 자들

은 다른 사람으로 알았다.109)

위 인용문에서는 기존의 계룡산 참설을 바탕으로 정여립이 새로운 이

야기를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다. 정팔룡(鄭八龍)이라는 신용(神勇)한 사

람이 군사를 일으켜 계룡산에 새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퍼트린

것이다. 이때 정팔룡은 정여립의 환호(幻號), 즉 가짜 명칭이다. 계룡산이

정씨의 땅이라는 예언은 국초 이후 정여립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이야기

들이 더해져 다시 부각되었다.110)

이 기억이 후대에 계속 전승되어 내려왔다는 것은 정조 즉위년(1776)

에 정후겸(鄭厚謙)의 별장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충청감사였던

안겸제(安兼濟)는 정후겸을 위해 별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장소로 계

룡산을 택했다. 이 일은 후에 정후겸과 그의 무리들의 잘못을 고하는 상

소에서 거론되었다. 해당 사건을 문제로 삼은 대신들은 정후겸의 별장

장소가 계룡산이었던 이유를 안겸제가 그와 관련된 도참설을 믿었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다음 인용문은 상소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부분이다.

장령 신흔(申昕)이 차자를 올려 정후겸(鄭厚謙) 모자의 죄를 논하였는

데, 말미에 이르기를, “…안겸제는 또한 정후겸의 사인(私人)으로서…계

룡산에 관한 부참(符讖)은 이미 옛적부터 전해 오는 것인데, 정씨(鄭氏)

를 위해 그 증험이 부합되게 하려고 재물을 내어 사람들을 동원하여

크게 별업(別業)을 경영하였으니, 이는 모두 금영(錦營)에서 협조하여

109) 『선조수정실록』, 선조 22년(1589), 10월 1일.
110) 이씨를 제압한 정씨가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고, 그가 계룡산을 도읍 삼아 새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정여립 사건에서 등장해 후대로 전승되었다. 이는 현
전하는 『정감록』의 핵심 서사와도 일치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일찍이 이능화를
비롯한 다수의 선행연구자들도 정여립 사건을 『정감록』의 토대를 형성하는 대
표적인 사건으로 파악했다. 즉, 정여립 사건은 『정감록』 텍스트가 등장하기 전,
『정감록』 이야기를 형성하는 데 유래가 되는 사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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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것입니다. 안겸제의 죄상을 준엄하게 국문(鞫問)하여 빨리 해

당되는 율(律)을 시행해야 합니다.…” …안겸제는 삭직하여 귀양 보내

도록 명하였다.111)

계룡산과 관련해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참설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

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정씨의 별장을 그곳에 짓고자 했

다는 것은 계룡산과 정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더불어 정조는 이 사건에 대해 계룡산에 관한 말이 어느 때부터 전

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참설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112) 이와 같은 기

록들을 보았을 때, 계룡산과 관련되었다는 참설은 계룡산에 정씨가 들어

선다는 계룡산 정씨설과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국초에 태조의 꿈

속에서 언급되었다고 알려진 계룡산 정씨설이 정여립 사건을 통해 정조

의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여립 사건 이후 조선사회에는 정씨 인물과 계룡산이 다시 부각되며

관련 예언이 확산되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예언의 징조나 인물에 대해

서 더욱 구체적인 표현과 형상이 더해졌다. 예를 들어, 인조 대에는 국난

과 개국의 조짐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등장했다. “草溪潮入 鷄龍建都(초

계에 조수가 들어오면 계룡에서 도읍을 세운다)”라는 예언은 유효립을

중심으로 한 거사 중에 널리 퍼졌는데, 훗날 『정감록』에 “초포에 조수

가 들어와 배가 다니고”와 “계룡산은 정씨의 팔백 년 도읍할 땅이로다”

라는 비슷한 구절로 수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아래의 인용문은 인조 9년

(1631) 권대진을 중심으로 한 모반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로, 새 왕조의 개

창(開創)과 함께 등장할 정씨 인물을 진인(眞人), 이인(異人), 성인(聖人)

등 다양하게 호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름, 나이, 생김새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진인의 인물상을 풍부하게 그려내고 있다.

‘영남의 정(鄭)씨 성을 가진 사람은 생김새가 기이하고 두 어깨에 해와

111)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1766), 3월 26일. 같은 날 『일성록』에도 기록이 남
아있다.

112)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1766),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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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모양이 있는데, 이 사람을 추대하여 인군으로 삼을 것이다. 이 사

람은 가야산(伽倻山) 아래에 사는데, 이름은 담(潭)이고(담(潭) 자는 잘

못 되었다. 그 뒤 적(賊)의 공초(供招)에서 모두 정한(鄭澣)이라고 하였

다.) 나이는 임오생(壬午生)이다.’ 하였습니다.…그 해 10월에 병이가 찾

아와 말하기를 ‘기미년 사이에 지리산에 가서 글을 읽던 중 어느 날 이

인(異人)을 보게 되었다. 성은 정(鄭)이고 이름은 담(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과연 신도의 주인이 될 만하였다.’ 하였습니다.…그 길로 계

룡산(鷄龍山)으로 내려가 지남철로 택지(擇地)한 뒤 도읍을 정할 계책

을 세웠다 합니다.…정부의 집에 갔더니 그 두 승려가 자리에 또 있었

는데 ‘진인(眞人)을 보지 못하였더니 가까이에 있지 아니한가.’ 하며,…

성인이 남쪽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때 내가 다시 올테니 너희도

준비하고 기다리라.’ 하였습니다.113)

이처럼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한 정씨 진인은 17세기 후반 숙종

대에 이르면 영토 밖 섬에서 출현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해도 진인(海

島眞人), 해상 진인(海上眞人)의 모습으로 확장된다. 이는 중국의 명청

교체기에 대만에서 반청활동을 펼쳤던 정성공 일가의 활약상이 조선에

전해지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114) 정성공 일가는 중국의 정성

공(鄭成功, 1624-1662)과 그 아들 정경(鄭經, 일명 鄭錦, 1642-1681), 손

자 정극상(鄭克塽, 1670-1717)의 3대를 가리킨다.115) 이들이 중국에서 난

을 일으키는 동안 조선에서는 이들과 관련된 소문이 퍼졌다.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서 이들을 돕지 않으면 정성공 일가의 군대가 조선을 정벌하

기 위해 쳐들어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정경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는

해도(海島)에 웅거하고 있으며, 그가 정지룡의 손자로 우리나라 사람이라

는 이야기도 퍼졌다.116) 내륙의 힘이 미치지 않는 바깥 섬에서 군대를

113) 『인조실록』, 인조 9년(1631), 2월 3일.
114) 『정감록』속 진인의 형상과 정성공과의 관련성은 정응수의 논의를 참고해서
따른다. 정응수는 정성공 일가의 활동과 그에 대한 풍문들이 조선에 퍼지면서
『정감록』이야기를 형성하는 원천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응수, 앞의 논
문, 2018.)

115) 정응수, 앞의 논문, 2018. 404면.
116) “정금에 대하여는 혹은 정지룡의 손자라 말하고 혹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말
한다. 정금은 해도에 웅거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호서 지방과 아주 가까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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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고 온다는 정경에 대한 소문은 조선인들의 기억 속에 해도 진인과

해상 진인의 주인공으로 정씨를 각인시킨 원인이 됐다.117) 이후 숙종 20

년(1694)에 일어난 함이완의 고변사건118)과 관련된 진술에서는 정씨 진

인이 해도에서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나타났다. 다음의 인용문과 같이 기

존 왕조의 운이 다할 때를 맞춰 해도에서 정진인이 출현하니, 그의 군대

가 되거나 그를 도와 혁명을 일으키자는 내용이었다.

강만태가 말하기를, “…한구와 임대가 말하기를, ‘방금 국운(國運)이 끝

나 가거니와, 해도(海島)에 정진인(鄭眞人)이라는 자가 있는데 장차 육

지로 올라올 것이다. 우리들이 그를 따르려 하는데, 군장(軍裝)·병기(兵

器)를 미리 갖추지 않아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뜻을 같이하

는 자들과 각각 은화(銀貨)를 내니, 너도 힘을 헤아려 도우라.’ 하였습

니다.”119)

이후 정씨 진인은 정팔룡 혹은 정도령으로 불리며, 겹눈동자(重瞳)를

지녔다는 등 더욱 인물 형상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영조 대에 발

생한 무신란과 관련된 기록들에서 자세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무신

란은 집권층에서 소외된 사대부에서부터 각 지방의 도적과 같은 하층민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여 전국적으로 감행한 반란이었다. 다음

인용문 , 에는 무신란과 관련된 추문 내용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

 호서 안무사(湖西安撫使) 김재로(金在魯)가 장계(狀啓)하기를,…당초

속오군(束伍軍) 등이 성안에 부진(赴陣)할 때에 민원보가 술과 안주를

많이 장만하여 길가에 앉아 술을 따라 권하니, 군인이 말하기를, 「너

희들이 형세를 보아 정도령(鄭都令) 편에 들어가야 살 수 있을 것이

다.」 하였습니다. 청주의 적병이 이곳에 와서 모이기로 약속하였으므

다.” 여기서 해도는 대만을 가리킨다.(『숙종실록』, 숙종 1년(1675), 6월 3일.)
117) 김신회, 앞의 논문, 2018, 229면.
118) 해당 사건은 서인을 견제하고 인현왕후의 복위를 막고자 남인 측에서 주도한
함이완의 고변이 음모로 밝혀져 남인들이 숙청당한 사건이다. 함이완 고변사건과
관련해서는 김탁, 앞의 책 권上, 2016, 256-273면을 참고했다.

119) 『숙종실록』, 숙종 20년(1694),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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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민원보 등이 밤낮으로 정제하고 기다렸습니다.120)

 박필상(朴弼祥)을 다시 추문(推問)하였다. 한 차례 형신(刑訊)하니,

박필상이 공초(供招)하기를, "3월 10일에 정조윤(鄭祚胤)이 신에게 말하

기를, ‘청룡 대장(靑龍大將)은 곧 정팔룡(鄭八龍)이고 정세윤(鄭世胤)이

제6장(第六將)이 되고 박필현(朴弼顯)이 제2장이 되어 장차 역적을 하

려 한다. 내가 바야흐로 서기(書記)인데 앞으로 대장이 될 것이니, 너는

내 군관(軍官)이 되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성공하면 반드시 목사(牧使)

나 부사(府使)가 될 것이다.’ 하고,…121)

예언문학의 전승과 향유를 통해 새 나라를 건설할 신이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익숙했고,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억은 해

당 존재의 성씨를 정씨로 구체화했다. 반란 세력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

용했다. 인용문 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정도령이라는 표현을 사용

해 주동자 중에 정희량, 정세윤과 같이 정씨 성을 지닌 인물들을 이야기

속 정씨 진인으로 지칭했다. 자신들을 정도령의 군대라고 주장하며, 정도

령의 편이 되어야 반란이 성공한 후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논리

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특히 인용문 에서 반란군의 핵심인물로 언급되는 정팔룡의 이름은

앞서 살펴보았던 정여립 사건에서도 등장한다. 당시 정팔룡은 군사를 일

으켜 계룡산에 새 나라를 세울 인물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그가 실존

한다고 믿었다. 조정의 조사 결과 그에 대한 실체를 찾을 수 없었고 정

여립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밝혀졌음에도122) 정팔룡은 무신란 때 조선왕

조를 전복시킬 실존 인물로 믿어졌다. 인용문을 통해 정여립 사건 이후

140여 년이 흐른 다음에도 정팔룡이라는 이름이 진인 출현설과 관련되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23) 『정감록』 서사의 모태

가 되는 여타의 사건들과 유사하게 무신란에서도 정씨 성을 가진 신이한

120) 『영조실록』, 영조 4년(1728), 5월 10일.
121) 『영조실록』, 영조 4년 (1728), 5월 16일.
122) 『선조수정실록』, 선조 23년(1590), 3월 1일.
123) 김탁, 앞의 책 권上, 2016,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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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기존 왕조를 무너뜨릴 반란 세력의 수장(首長)으로 여겨졌다.

이 사건 이후 영조 대에는 정팔룡 혹은 정도령으로 지칭되는 정씨 인

물의 등장을 이용해 난을 주도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무신란

이 벌어진 다음 해인 영조 5년(1729)에 이와 같은 호칭을 내세우며 민심

을 선동하던 인물이 체포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사건에서도 정팔룡, 정도령 혹은 정인홍(鄭仁弘)의 증

손 등 정씨 성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존재와 소문은 민심을

현혹시키고 왕조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여겨졌다. 특히 천자의 눈을 상

징하는 중동(重瞳), 즉 겹눈동자를 가졌다는 모습은 기존 왕조에 반기를

드는 정씨의 신이함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형상은 정여립 사건 때도

언급되었는데, 정여립의 아들 정옥남이 왕이 될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

면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가 겹눈동자였다.

이삼이 아뢰기를, "호남(湖南)·영남(嶺南) 사이에 혹은 정팔룡(鄭八龍)

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정도령(鄭都令)이라고 일컫기도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포교(捕校)를 보내어 잡아왔더니 손에 철추(鐵椎)를 들고 스스

로 배수일(裵守一)이라고 일컬었는데, 위인이 매우 요악(妖惡)스러웠습

니다." 하고, 이태좌는 아뢰기를, "작년에 강원도 감사(江原道監司)가 이

종성(李宗城)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정인홍(鄭仁弘)의 증손(曾孫)

가운데 겹눈동자인 사람이 있는데 영남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구 몰려

들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잡아다가 살펴본즉 또한 겹눈동자가 아니었

으니, 이는 바로 인심을 현혹시키려는 계책이었습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장살(杖殺)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124)

영조 9년(1733)에 남원에서 일어난 흉서(凶書) 사건에서도 정씨는 반란

의 주체로 등장했다. 다음 인용문 , 에서는 해당 사건이 『정감록』

서사와 구체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인용문 에서
는 남원에서 발견된 흉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정씨를 대

원수(大元帥)로 삼아 가까운 시일 내에 거병할 것을 예고하는 기록이다.

124) 『영조실록』, 영조 5년(1729),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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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에는 조정이 나서서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을 문초(問招)한 결

과가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남원의 흉서 사건은 무신란의 여파로 혼란

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발생했으며, 사건의 주모자들은 거사를 위해

계룡산에 제문을 지어 바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정씨와 계

룡산의 상관성은 현전하는 『정감록』 서사와도 유사한 지점이다.

 좌의정 서명균(徐命均)이 청대(請對)하여 남원(南原)의 괘서(掛書)의

변(變)을 아뢰기를, "남원 부사(南原府使)가 서보(書報)하기를, ‘남원 산

사(山寺)에 흉서(凶書)가 석불상(石佛像)에 걸려 있었는데 임금을 무함

하는 흉악한 말이 한결같이 무신년의 흉격(凶檄)을 답습했다.’고 하였으

며, 끝에 ‘호서(湖西)와 영남(嶺南)의 몇만 명의 군병이 이제 곧 날짜를

지정하여 일을 일으키겠다.’고 하고 명칭하기를, ‘영호 대원수(嶺湖大元

帥) 정회충(鄭懷忠)’이라고 하였는데, 말을 늘어놓은 것과 뜻을 표한 것

이 대단히 흉참합니다. 청컨대 포청(捕廳)으로 하여금 기포(譏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신축년의 일을 항상 김

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 등이 말한 것을 믿었던 까닭에 그 말이

같으니, 무신년의 전례에 따라 현상(懸賞) 구포(購捕)토록 하라." 하였

다.125)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민창기(閔昌基)가 흉서 죄인(凶書罪人)인 남

원(南原)의 곽처웅(郭處雄)을 압송(押送)하니…그 집에 감추어 둔 4자문

(字文) 14귀(句)를 찾아냈는데, 곧 산천(山川)에 서약(誓約)한 글로서 말

투가 몹시 흉참(凶慘)하였으므로…유엄이 말하기를, "이는 곧 계룡산(鷄

龍山)에 제사지내는 글로서 그 말의 뜻이 망측(罔測)스럽습니다.…대개

정희량(鄭希亮)이 안음(安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흉도(凶徒)의 잔당

(殘黨)이 호남과 영남 사이에 많이 숨어 있어, 곧 이러한 변괴(變怪)가

있게 되었으니, 진실로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의당 각별히 캐물어 실정

을 알아냄으로써 그 근거와 소굴을 제거하게 하소서." 하였다.…사신은

논한다. "대개 그 14귀(句)의 제문(祭文)은 곧 역적(逆賊) 무리들이 거

사하는 뜻으로 계룡산(鷄龍山)에 고하여 음(陰)으로 도와 줄 것을 빈

125) 『영조실록』, 영조 9년(1733), 4월 15일.



- 75 -

것이니, 말뜻의 흉패(凶悖)함이 전후의 흉서와 서로 안팎을 이루었다.

아! 무신년에 변고가 일어난 뒤로 흉역을 엄격히 토벌하고 성무(聖誣)

를 통쾌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법망에서 벗어난 무리들이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임금에게 마구 욕을 하고 당을 지어 모역

(謀逆)하는 자가 뒤를 이어 일어나 지극히 근심스럽고 위태로웠으니 후

회한들 또한 미칠 수가 없었다."126)

지금까지 『정감록』이 서적의 형태로 출현하기 이전 시기,『정감록』

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들이 어떤 사건과 기억을 거쳐 형성, 전승되었는

지를 살펴보았다. 개국과 국난에 관한 예언, 정씨 인물과 계룡산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회적, 정치적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로 인해 부각된 기억들이 새로운 이야기로 재생산되는 과

정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더해간 것이다. 이는 훗날 『정감록』 서사를

형성하는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정감록의 서사 형성 과정은

예언문학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정에서도 기존

왕권이 도전받을 때마다 관련 참설과 참요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해

당 예언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믿음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정감록은 전승되던 예언문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 편의

서사로 엮어낸 것이라 하겠다.

126) 『영조실록』, 영조 9년(1733),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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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감록』의 예언문학적 의미

4장에서는 예언문학으로서 『정감록』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앞선 논의를 통해 정감록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역사적 변혁을

시도했던 사건들 속에서 형성된 예언문학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확인했

다. 예언문학은 당시에는 알 수 없는 미래사(未來事)의 실현을 예언했다

고 믿어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현실이 불안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맞는 시기에는 특정한 의도를 담은 예언문학이 활발하게 향유되

었다. 그렇기에 역성혁명을 예언하는 정감록의 향유와 그 과정에 내포

된 의미에 대해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장에

서는 변화하는 시대 현실에 대응하여 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의 정감
록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기성 권력의 전복

우선 조선후기에 등장한 『정감록』이 왕조로 대표되는 기성 권력에

맞서 전복(顚覆)을 상징했다는 측면에 주목했다. 공식적으로 『정감록』

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영조 15년(1739)으로, 국경을 넘다가 발각된 사람

들의 자백에서 등장했다. 5월 15일 『승정원일기』의 기록127) 에 따르면,

이 날 조정에서는 평안도에서 이빈을 비롯한 40여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127)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정감록』이 기록된 가장 이른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
다. 일반적으로 학계에는 정조 6년 음력 12월에 『정감록』이 처음으로 『조선왕
조실록』에 거론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김탁은 이보다 43년 앞선 영조 15년 6
월 9일 『승정원일기』에 『정감록』이라는 명칭이 거론된다는 점을 들어, 이것
이 『정감록』이 언급되는 첫 관찬사서의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승훈은
처음으로 『정감록』이 기록에 등장하는 시기를 그보다 이른 『승정원일기』 5
월 15일이라고 밝혔다. 한승훈은 “承政院日記 英祖15년(1739) 5월 15일; 6월 9일;
6월 10일.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5월 15일자 기사에는 이 책의 제목이 바
를정(正)을 사용해 ‘正鑑錄’으로 표기되어 있어, 예언 내용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탁,
앞의 책 권上, 2016, 372-373면; 한승훈, 앞의 논문, 2019, 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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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다가 체포된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128) 핵심 주동자로 지목

된 이빈은 국가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상적인 공간의 존재를 언급하

며, 이곳으로 가기 위해 국경을 넘다가 잡혔음을 자백했다. 이빈의 자백

중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보고 들은 비결서의 명칭도 거론되었는데, 이

중 하나가 『정감록』이었다. 『정감록』이 무슨 책인지를 하문(下問)하

는 영조에게 좌참찬(左參贊) 조현명(趙顯命)은 “미래에 일어날 길흉화복

을 예언한 책의 일종(卽讖書祕記之類也)”이라는 답을 올렸다.129) 해당 기

록을 통해 당시에 『정감록』이 기존의 권력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이들에게 향유되었으며, 이미 서적의 형태로 민간에 읽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30)

『정감록』의 존재가 최초로 공론화된 이후, 조정에서는 이를 국가 질

서를 흐트러뜨리는 문제라고 인식했다. 영조는 『정감록』에 대해 도적

들이 믿는 부정적인 서적이라고 표현하며, 이와 같은 비결서를 접한 자

는 엄벌에 처하도록 명했다.131) 함경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요설과

관련해서 『정감록』을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는 논의도 같은 시기에 이

루어졌다.132) 이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서는 『정감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정감록』은 앞날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백성들을 선동

하는 요서(妖書)이며, 북방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책의 내용은 구전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앞서 살

폈던 이빈의 자백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는 김성항(金成恒)133)이라는

128) 이빈 사건과 관련해서 다음의 논의들을 참고했다. 김신회, 앞의 논문, 2018; 김
탁, 앞의 책上, 2016; 김탁, 앞의 논문, 2018.

129)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5월 15일.
130) 처음 『정감록』이 조정에서 거론되었을 때, 영조는 『정감록』의 존재에 대해
서 “而正鑑錄, 何書耶?”라며 ‘서(書)’라고 언급했다. 이빈의 자백 내용 중에 맹인
술업자 김성항이 암송했던 『정감록』도 “李濱以爲金成恒, 誦傳其冊, 故渠亦聞之
云”라며 ‘책(冊)’으로 표현되었다. 『정감록』을 금서로 지정하기를 건의하는 『영
조실록』의 기록에서도 『정감록』은 “鄭鑑讖緯之書”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당시
『정감록』의 형태는 동일하게 ‘서적’으로 거론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승정원
일기』, 영조 15년(1739), 5월 15일;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6월 10일;
『영조실록』, 영조 15년(1739), 8월 6일 참조.)

131)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6월 9일.
132) 『비변사등록』, 영조 15년(1739), 6월 15일. 같은 내용이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6월 13일에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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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盲人) 술업자(術業者)가 『정감록』을 암송하여 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134)

다음의 인용문은 『영조실록』에서 확인되는 『정감록』 관련 논의를

옮겨놓은 것이다.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에 비해 몇 개월 늦

은 8월에 『영조실록』에서는 처음으로 『정감록』과 관련된 논의가 거

론되었다. “정감의 참위한 글”이 서북 변방을 중심으로 파다하니 이를

금서로 지정하고 관련된 소문의 근원을 밝혀내자는 것이 조정 대신들의

건의였다. 영조는 이러한 행위가 진시황의 협서율(挾書律)과 다를 것이

없다고 미루었지만, 『정감록』과 관련된 일련의 세태를 사기(邪氣)라고

표현하며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를 교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때 서북 변방 사람들이 정감(鄭鑑)의 참위(讖緯)한 글을 파다히 서로

전하여 이야기하므로 조신(朝臣)이 불살라 금하기를 청하고 또 언근(言

根)을 구핵(究覈)하고자 하기에 이르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이

어찌 진 시황(秦始皇)이 서적을 지니는 것을 금한 것과 다르겠는가? 정

기(正氣)가 충실하면 사기(邪氣)는 실로 절로 사라질 것이다. 정기를 도

우려면 학문이 아니고서 어찌하겠는가?"하고…135)

『정감록』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정조 대에 가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요서를 돌려보며 베끼다가 발각된 사람들에 대해 김종

수와 나눈 대화를 보면, 정조가 『정감록』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36) 『정감록』이 어떤 책인지 알지 못해 하문

133) 김탁이 제시한 국역에서는 ‘김성환’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한자로 봤을 때는 김
성항이 맞으며, 이후에도 이빈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김성항이라는 이름으로 언
급되기 때문에 본고는 김성항으로 기록한다. (김탁, 앞의 책 권上, 2016, 370-376
면 참조.)

134) 맹인에 대한 진술은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6월 10일에 기록되어 있
다. 이후에 7월 19일 기록에도 맹인의 『정감록』 암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
급된다. 심문 기간 내 맹인의 『정감록』 암송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는 임금에게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 구성임(具聖任)이 맹인이 총명하여
큰 문제없이 잘 외웠다고 대답한 기록이 있다.

135) 『영조실록』, 영조 15년(1739), 8월 6일.
136) 『일성록』, 정조 11년(1787), 7월 15일. 이와 동일한 문답이 『승정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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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영조와 달리, 정조는 실제로 『정감록』을 본 적이 있고, 책의 구체

적인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었다. 정조는 『정감록』이

란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가 지리에 대한 방술과 요망한 전설 등을 모아

서 민심을 혼란하게 하고자 만든 것이라고 보았다. 영조 대에서부터 관

련 사건들이 있어왔으며, 이와 같은 참위서(讖緯書)가 근래 역모 사건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정조 대에는 『정감록』과 관련된 반란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

다. 대표적으로, 정조 6년(1782) 문인방의 반란 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에 대한 기록에서 당대 『정감록』이 어떻게 읽히고,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문초 과정 중에 드러난 자백에 따르면, 사건의 주동자들은『정

감록』을 읽고 이를 반란에 이용하고자 했다. 문인방은 “『정감록』 가

운데 여섯 자의 흉악한 말”을 통해 민중을 현혹시키고자 했다고 진술했

고137), 공모자였던 박서집은 자신이 어렸을 때 한글본 『정감록』을 읽

은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138) 그 책에는 조선이 개국 후 4백년이 지나면,

나라의 운수가 약해지고 남쪽 바다 섬에서 도적이 나오는데, 이를 막을

영웅이 출현할 것이라는 예언이 적혀있었다고 전했다. 한글본 『정감

록』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안필복이라는 사람이 이를 소장하고

있다가 발각되어 수감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139) 이와 같은 사건

들을 통해 당시 한문본뿐만 아니라 한글본 『정감록』도 존재했으며,

『정감록』을 읽고 향유하는 독자층이 한문을 읽을 수 없는 민중에게까

지 널리 확산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140)

이와 같이, 책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영조 대 『정감록』이 조선

왕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피처를 찾는 이들에게 의미가 있었

다면, 이후 『정감록』은 직접적으로 권력에 대항하고자 하는 세력들에

게 주목받았다. 역성혁명 예언문학의 전통 속에서 전해지던 국난의 징조

정조 11년(1787), 7월 15일에 기록되어 있다. 대화 내용의 일부는 앞서 본고 3장
1절에서 연구 범위를 설정하며 확인한 바 있다.

137) 『정조실록』, 정조 6년(1782), 11월 20일.
138) 『추안급국안』 권24, 169면.
139) 『정조실록』, 정조 6년(1782), 12월 10일.
140) 김탁, 위의 책 권上, 2016, 4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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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새로운 왕자의 등장, 새 도읍지와 같은 이야기들이 『정감록』에서는

한양 말년의 재앙과 정씨 진인의 출현, 계룡산에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

에 대한 예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감

록』은 암송과 한문, 한글 서적 등을 통해 지식층에서부터 하층의 민중

에게까지 폭넓게 향유되었다. 『정감록』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당대 향유자들은 관련 내용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선택해 활용함에 있어

용이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18세기 왕조 사회에서 『정감록』 향유

자들은 기존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 나라를 이끌어줄

진인의 존재를 갈망했다. 이에 반란을 야기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서사

속 진인의 존재를 자신들에게 투영시키며 반란의 당위성을 표방하거나

승리의 필연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정감록』을 읽고 민중

에게 전파하거나, 이야기를 차용해 재생산하는 등 『정감록』을 적극적

으로 활용했다. 역성혁명을 꾀했던 다음의 사건들과 『정감록』의 관계

를 통해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필 수 있다.

정조 9년(1785)에는 이율(李瑮)의 주도 하에 정치적 입지를 상실한 양

반과 중인, 천민, 산인(山人) 집단이 연계해서 반란을 계획했다.141) 거사

가 적발된 이들은 자백 과정에서 자신들이 조력자를 모으기 위해 비기에

적힌 이야기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감록』 혹은 『정감록비기

(鄭鑑錄祕記)』를 읽고 다음의 이야기를 퍼뜨렸다고 진술했다. 남해의 섬

에 정씨를 가진 신인(神人) 혹은 진인(眞人)이 있는데, 그가 조선의 재앙

과 멸망을 예언했으며, 신병(神兵)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온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앞서 3장에서 밝힌 『정감록』의 핵심 서사 중 조선왕조의 멸

망과 정씨 진인의 존재에 주목하며, 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율의 무리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

로운 예언과 형상을 더해 이야기를 유포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이함을

부각시키고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란 세력이 기존

의 『정감록』을 바탕으로 새롭게 첨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나라의

운수가 다하면 김씨(金氏), 유씨(劉氏), 정씨(鄭氏) 신인들이 싸우다가 결

141) 고성훈, 「정조조 홍복영 옥사와 신인세력」, 『동국사학』26, 동국사학회,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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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씨 신인이 통일하게 되며, 그는 13살의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미 나

라 안의 사정을 3번에 걸쳐 살피고 돌아갔다는 것이다.142) 이율의 무리

는 『정감록』을 독서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물 형상이나 다양한

갈등 관계를 더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향유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들이 반란을 준비하면서 『정감록』을 선택, 이야기를 개작하

는 과정에서 『정감록』 서사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재생산되어 대중에

게 유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왕조의 전복을 목적으로 『정감록』 속 역성혁명 예언과 정씨 진

인의 형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도로는 순조 대에 발생한 홍경래

사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143) 순조 11년(1811)에 일어난 홍경래 사

건은 다양한 계층의 인물과 민중이 참여해 일으킨 대규모 반란이었다.

홍경래는 출진에 앞설 때마다 자신이 정씨 진인의 뜻을 받들어 이 전쟁

을 시작했으며, 곧 진인이 철기 수만 명을 이끌고 도착할 예정이라고 이

야기했다.144) 그때를 위해 모두가 공을 세우고 있을 것을 강조했는데, 이

와 같은 주장은 군대의 사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진인의 출현으로 도래

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홍경래를 비롯한

사건의 주동자들은 『정감록』 속 진인의 존재를 앞세워 집단의 결속력

을 높였고, 자신들의 승리에 대한 필연성을 부각시켰다. 격문에도 정씨

진인이 곧 출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때 진인

에 대한 형상을 다음과 같이 한 층 더 새롭고 구체적으로 그려냈다.

김창시(金昌始)가 말하기를 “정씨 진인은 조선에서 태어나 10세 전에

바다 가운데 있는 신도(薪島)로 피신해 숨었다. 지금 나이는 53세로 기

묘생이다. 신도에서 돌아와 폐사군 옛 소굴 너머에 진지를 구축했는데

어연 땅의 접경지이다. 그곳에서 피신하면서 오랑캐와 사귀고 있는데,

오는 삼월에 병사를 일으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다. 이곳에서 병

란이 일어난다면 12월이 분명할 것이다. 가산의 우욱(禹君則)의 지혜가

142) 『정조실록』, 정조 9년(1785), 3월 1일.
143) 홍경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종필, 「『정감록』과 조선후기 하위주체들의 저
항적 연대」, 『우리문학연구』62, 우리문학회, 2019 참조.

144) 『관서평란록』 권3, 임신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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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량보다 뛰어나고, 용강의 홍경래의 재주는 조자룡보다 뛰어나다.

이 두 사람은 몰래 여연 땅으로 가서 이미 진인을 만났다. 홍경래는 진

인의 명령을 받아 도원수로서 오는 3월에 동시에 기병해 올 것이다. 이

곳에서 병란이 일어나면 우군칙이 주관하여 황해도와 평안도를 차지한

후에는 반드시 진인이 힘을 합쳐 올 것이며, 이와 같은 때에 병란은 필

히 7년 동안이나 오래 일라리라.…이른바 진인은 다만 그의 성씨가 정

씨라는 말만 들렸지 그 이름은 들을 수 없었다.145)

홍경래의 무리는 『정감록』 속 정씨 진인의 존재를 차용하되, 다음의

서사를 부여했다. 진인이 조선의 특정한 지명을 가진 장소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섬으로 피신했었으며, 돌아와서는 가까운 미래에 혁명을 실

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서사는 대중에게 진인의 존재를 더

욱 현실적으로 각인시키고, 그와 함께하는 혁명 세력이 절대적으로 승리

할 것임을 암시하고자 의도적으로 삽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

에서 진인의 모습을 관서 지방 민간에 전통적으로 전해지던 정장군(鄭將

軍) 설화와 결부시키기도 했다. 그들은 미래에 진인이 청천강 북쪽 선천

의 일월봉 아래 가야동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이미 태어나 홍경래를 지지

하며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려왔다.

시은(時殷)의 삼촌이라고들 말하는 정세규(鄭世圭)라는 사람이…“저는

선천군 수청면 안산리 깨꼴에 삽니다. 예전에 저의 둘째 형수가 임신한

지 10개월이 지난 후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괴물을 낳았는데

생긴 것이 고깃덩어리 같았습니다. 저의 형수는 이 흉물을 낳은 일을

집안 식구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 볏짚 쌓아둔 곳에 갖다 놓았다가 곧

땅에다 파묻어버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다는데 우는 소리

가 들리지 않고 흔적조차 없음을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을 만

들어 말하기를 ‘장군을 낳았구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디론가 가고

흔적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스물 세 살이

었습니다. 그런데도 촌사람들의 허황한 이야기가 지금 50여 년이 지난

145) 『관서평란록』 권5, 제17책, 아세아 문화사, 1979, 88면. (김탁, 위의 책上,
2016, 529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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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이르러 흉적(凶賊) 등이 만들어낸 맹랑한 주장이 되었던 것입니

다.”라 했다.…깨골의 다른 이름은 가야다. 이른바 일월봉이라고 부르는

곳은 일월봉이 아니라 신부면 승지동에 있는 일락봉이다.146)

이와 같이 민중에게 익숙한 설화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빌려왔기 때문

에, 진인의 모습은 보다 익숙하고 현실성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을 것

으로 여겨진다. 홍경래 사건의 주동자들은 『정감록』 속 진인을 바탕으

로, 자신들의 왕조 전복 시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승리를 필연적

으로 보장해주는 가상의 사상적 조력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끝으로 19세기 후반에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이필제의 반란 사건에서

『정감록』의 예언문학적 서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147) 이필제는 고종 6년(1869)에서 8년(1871)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진천, 진주, 영해, 문경 등 네 곳에서 연달아 변란을 일으켰다. 그는 비기

에 능통했던 인물로, 조력자를 찾고 지지 세력을 모으는 데 여러 예언들

을 사용해왔다. 특히 기존에 알려진 비기의 내용을 토대로 자의적인 해

석을 더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취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등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이필제는 진천

에 머무르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렸다. 정씨 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기이한 꿈을 꾼 이후, 다음날 만난 처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계룡산을 신도(新都)라고 표현하며 아이를 그곳에

가서 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감록』에 등장하는 예언의 중요한

화소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명과 연도를 사용해서 만든 이야기였

다.148) 『정감록』은 당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필제의 이

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정감록』과 정씨 진인의 출현에 대해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에도 이필제는 정씨 성을 가진 동조자들을 정씨 진인이라고 선전

146) 『관서평란록』 권4, 제15책, 아세아문화사, 1979. 340면. 김탁, 위의 책, 2016,
543면, 재인용.)

147) 이필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탁, 「조선후기의 예언사상 - 이필제 사건을 중심
으로」, 『한국종교』 34,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0 참조.

148) 김탁, 앞의 논문,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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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재물과 인력을 모았다. 진주와 덕산 등에서 변란을 준비할 때는 정

만식에게 손바닥에 왕자(王字) 무늬가 있다며 금세진인(今世眞人)이라고

불렀다.149) 영해에서는 본명을 숨기고 스스로를 정씨라고 이야기하며 자

신을 진인으로 여기게 했다. 특히 이때는 최제우에 대한 교조신원운동을

내세워 동학의 지원을 받아 관아를 일시적으로 점령하기도 했다. 조령에

서 난을 일으키기 전에는 정몽주의 후예인 정기현이 계룡산의 주인이자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며 그를 자신의 계획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이필

제는 변란에 성공한다면 정씨 성의 동조자들을 왕으로 세우고, 훗날 이

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중원을 도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변란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관군들에게 붙잡혀 극형에 처해지

게 된다.

『정감록』의 내용은 역성혁명을 예언한다는 그 자체로 기존 왕조에

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에 등장한 이래 일어난 대다

수의 왕조 전복 사건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장에서는

그 중 『정감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감록』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조선왕조에 대항하고자 했

던 세력들은 『정감록』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구절들을 직접적으로 내세

워 반란의 당위성을 표방하기도 했고, 『정감록』을 차용하되 등장인물

에 대한 다양한 형상이나 서사를 부여해 자신들에게 투영시키기도 했다.

특히 기존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 나라를 이끌어줄 진

인의 존재가 대표적이었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이 진인과 같이 절대적으

로 승리할 것임을 주장하며,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정감록』

을 연상시키는 중요한 화소들을 사용하되 다른 설화들과 결부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정감록』 서사

와 그 속에 내포된 혁명적 성격을 바탕으로 반란에 이용하고자 했던 사

람들은 적극적으로 『정감록』을 읽고 민간에 전파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을 재생산하거나 형상을 구체화하는 등으로 활용해왔다. 따

라서 『정감록』은 왕조의 교체라는 기성 권력의 전복을 주도하는 구심

149) 김탁, 앞의 논문, 2010, 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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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사회 변혁의 도구

기존 왕조 권력의 전복을 위해 활용되었던 『정감록』은 19세기에 이

르러 왕조 교체를 넘어 전반적인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에 활용되었

다. 당시 엄격한 유교 사상의 폐단으로 신분에 따른 차별이 심화되었고,

국외 세력과의 잦은 충돌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기존 사회 질서

의 모순이 부각될수록 민중은 새로운 이념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을 포교했던 천주교와 동학에 다수의

민중들이 참여했던 데에는 이와 같은 시대 현실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

다.150)

천주교와 동학에서 묘사하는 새로운 세상은 『정감록』에서 그려지는

미래의 모습과 유사한 지점들이 확인된다. 혼란을 동반한 기존 세상의

파괴, 태평성대와 같은 새로운 세상의 도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

적인 존재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정감록』 서사를 공

유하고 있는 민중에게 천주교와 동학에서 제시하는 미래는 낯설지 않았

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천주교 신자 중에는 입교하기 이전 혹은 이

후까지도 『정감록』을 믿었던 사람들이 존재했고, 천주교 포교 활동에

『정감록』을 이용하기도 했다.151) 기존에 널리 알려진 『정감록』의 표

현과 내용에 결합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다.

천주교와 동학은 봉건적 사회 질서와의 갈등에 맞서 세력을 확대해 가

는 과정에서 민중종교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종교가 사회 변혁 세력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동조자를 모으고 내부를 결집시키기 위

해 『정감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했다.152) 특히 동학의 경우, 교조

150) 양태진, 앞의 책, 2013; 우윤, 앞의 논문, 1988; 김탁, 앞의 책下, 2006 참조.
151) 백승종, 「조선후기 천주교와 《鄭鍵錄》-소문화집단의 상호작용」, 『敎會史
硏究』3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참조.

152) 우윤, 위의 논문, 1988, 2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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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우를 진인으로 묘사하거나153), 동학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정감

록』과 유사한 내용의 예언으로 「몽중노소문답가」를 만들었다는 점154)

에서 『정감록』과 긴밀히 교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에는 동학군이 새 세상을 위해 출현한 정씨 진인의 지휘를 받으며,

계룡산의 정기를 받아 봉기했다는 이야기들이 퍼졌었다.155)

당시 민중종교 활동에 『정감록』이 활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

언의 내용과 형식을 빌려 교리 전달과 포교에 사용되었다. 『정감록』

속 진인과 새 세상에 대한 형상을 통해 자신들의 체제 저항적 운동에 대

한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더 많은 지지 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조력자를 모으고 자신들의 정당성과 승리의 가능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정치적 변란에서 활용되었던 『정감록』

의 활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시기 『정감록』이 가졌

던 기성 권력의 전복이라는 의미가 정치적인 왕조 교체의 측면에 집중되

어 있다면, 19세기에는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다른

성씨로의 왕조 교체가 아니라 봉건적 사회 질서에 대항해서 체제를 바꾸

고자 하는 움직임에 『정감록』이 변혁의 도구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사회 변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민중종교와 결합하는 양상

은 후에 근대 『정감록』을 조선의 사상과 종교의 측면에서 다루게 했

다. 다음의 인용문은 각각 『동아일보』 1923년 4월과 같은 해 10월에

실린 사설 사회, 문화 기사로, 『정감록』과 종교 사상 사이의 관계에 대

해서 언급하고 있다. 『정감록』을 단순히 여러 예언 서적 중 하나로 여

기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유교 문화와 봉건 체제에 대항해 종교적 집단

을 형성하는 근간으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하 조선사회의 사상계를 개관하면 극히 혼란하며 극히 복잡하도

153) 조동일, 『동학성립과 이야기』, 홍성사, 1981 참조.
154) 홍진영, 「동학가사 「몽중노소문답가」의 예언적 성격 -『정감록』과의 비교
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38권, 동학학회, 2016 참조.

155) 김탁, 앞의 책 下, 2006, 441-4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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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 원류를 소구하며 그 계통을 추멱하면 결국은 생존권의 불확보

불안전에서 기인된 것을 용이히 관파할 수가 있스니 자에 일론하면 제

일은 정감록을 중심한 종교상 미신 사조이니 曰모종교 曰모종교하는

각종의 단체가 그 내막을 일규하면 계룡산의 전설과 정시의 참서가 그

신조가 되며 교리가 되어 여항산림에 일대세력을 집성한 것이 적확한

사실이니 이는 이조시대에 유교전회의 반동과 역대학정의 불만이 상호

상응하야 맹동아부의 형세를 작하엿도다…요컨대 유교전횡에 대한 종

교적 반항이 각종의 정감록식 종교를 산출케하얏스며 …당초의 유교의

계급주의 하에서 그 생존권의 확보를 기대치 못할 시대에 다수한 무뢰

무식의 민중이 그 귀의처 위안지를 구득키 위하야 전설적 종교를 형성

한 것은 그 실은 미신적 교리보담도 단결의 역을 작하야 각자의 생존

권을 보장코저함에 기인된 것을 추찰할 것이며…156)

 조선에는 일즉 구주제국에서 보는듯한 국교라 할만한 종교는 업섯

다…그러다가 야소교가 전입한 이래로 조선에는 종교적 풍조가 훌흥하

야 야소교도도 수십만에 달하엿거니와 천도교 백백교 태을교라는 순조

선적종교도 다수히 발흥하고 그 날격을 바다 오백년간 산간에 칩목하

야 민중과는 거의 아모 교섭이 업던 불도들도 선명한 기치를 들고 세

상에 나려왓다…그러면 엇지하야 조선의 근대에 이러케 다수한 종교가

생겻스며 또 그 종교들이 이러케 다수한 신도를 엇덧는고…그것은 다

름아니오 두가지 이유에서 온 것이다 첫재는 인민이 오랫동안 도탄에

잇서서 현세생활의 불안과 고통을 종교적 위안에서 니즈려함이오 둘재

는 정감록을 근거로 하는 말세사상이다 야소교의 내세천국의 신앙은

전자를 만족케한 것이어니와 천도교 백백교 태을교 등은 후자에 기초

한 것이다…약언하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업다 세상이 이럴 이가 업다

반다시 새세상이 임해야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러케 만흔 종교와 그

종교들의 수백만의 신도를 어든 이유가 된 것이다 그 “새세상” “오랴는

세상”, “와야할 세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야 야소교는 야소의 재림

천년태평국의 건설을 약속하거니와 심히 현실적인 조선인은 이런 망막

한 희망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야 그보다 훨신 현실적이오 실현의 가능

156) 「사상계(思想界)의 삼대조류(三大潮流) 결국(結局)은 생존권확보(生存權確
保)」, 『동아일보』, 1923년 4월 13일, 1면.



- 88 -

성이 풍부한 내세를 창조하엿다 그것은 “정도령의 천년왕국”이다 이

왕국의 내용은…(一)무력과 법률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오 인애와 도

덕으로 다스리는 나라일 것 (二)그 나라에서는 재산에 네것내것이 업슬

것 (三)그리하되 일인의 현명한 통치자가 잇슬 것 이 삼점은 공통한 듯

하다…조선의 제종교의 이상은 어대까지든지 현실적 실행적이오 특히

정치적인 것이다…157)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사회

는 또 다시 급변하게 되었다. 『정감록』은 기존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

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과거 왕조 국가의 특성상 왕조의 흥망과 관련된

이야기는 당대 향유층의 은밀한 관심과 닿아있었다. 그렇기에 조선후기

『정감록』은 기존 왕조의 전복을 시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말기

에는 유교적 신분제도와 같은 봉건적 사회체제에 변혁을 위한 도구로 사

용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왕조와 유교적 봉건 체제가 무너지면서 기성

권력과 체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감록』을 둘러싼 담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때 주목되는 점은 역성혁명과 예언의 대상

이 사라졌음에도 『정감록』 서사가 힘을 잃거나 소멸되지 않고 더욱 활

발하게 향유되었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 민감한 정치적 성격과 사상을 강하게 드러내며 금서로 취급

되었던 것과 달리 20세기에 『정감록』은 상업적 출판의 대상으로 여겨

졌다. 1923년에 동경에서 출판된 호소이본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김용주

본과 야나기타본, 현병주본이 연달아 출판된 것이 공식적인 유통의 시작

이었다. 각 출판사들은 자신들의 『정감록』 출판본을 광고하기 위해 신

문에 다수의 소형 광고와 전단 광고들을 실었다. 당시 『동아일보』에

따르면, 1923년 3월 3일과 6일에 자유토구사에서 출판된 호소이본에 대

한 소형광고가 1면에 실린 것을 시작으로, 『정감록』에 대한 출판 광고

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는 김용주본이 출판된 다

음날부터 약 한 달 동안 5번의 전단 광고와 소형 광고를 신문 1면에 실

었다.158) 그리고 3월 28일에는 「新刊紹介」라는 제목으로 4면에 『정감

157) 「조선(朝鮮)의 종교(宗敎)」, 『동아일보』, 1923년 10월 21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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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대한 광고 기사를 실기도 했다.

신간소개(新刊紹介) 소개(紹介)를 원(願)하는 책자(冊子)는 동아일보사

편집국(東亞日報社編輯局)으로 보내주시압 정감록(鄭鑑錄) 정감록(鄭鑑

錄)과 기타비기등(其他祕記等)으로 전래(傳來)하든 자(者)를 수집편록

(蒐集編錄)한 바 주요(主要)한 내용(內容)의 대부(大部)는 구규장각본

(舊奎章閣本)에 의(依)하얏다 하며 등재(登載)한 종류(種類)는 징비록

(懲毖錄), 운기귀책(運奇龜策), 요람역세동세기(要覽歷世東世紀), 동차결

이장(東車訣二章), 감결이십삼장(鑑訣二十三章), 감인녹십(鑑寅錄十), 팔

장(八章) 등(等)으로 내용(內容)이 매우 풍부(豐富) 일백팔십여혈(一百

八十餘頁), 특가팔십전(特價八十錢), 경성부견지동한성도서회사동(京城

府堅志洞漢城圖書會社同) 조선도서회사발매(朝鮮圖書會社發賣)159)

근화사에서는 현병주본이 출판되기 이전 3월 17일과 4월 5일에 각각

소형광고를 실었다. 이와 같은 광고들과 더불어 “조선출판계(朝鮮出版界)

치고는 신기록(新記錄)을 파(破)하리만큼 정감록(鄭鑑錄)의 재판(再版)이

불과기일(不過幾日)에 매진(賣盡)되고 삼판(三版)이 불원(不遠)에 또 간

행(刊行)된다는 기세대진(氣勢大振)의 광고를”160) 볼 수 있다는 기사들에

서 『정감록』의 상업적 출판이 성공적이었음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업적 출판의 성공만을 두고 『정감록』에 대한 의미를 평가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활발한 출판과 향유가『정감록』이 갖는 어

떤 유의미한 가치나 사상을 발견하고 인정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당시 『정감록』은 대중의 관심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

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정감록』이 무엇인지 밝히거나 의미를 부여하

기보다는 대중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의 비기들을 한 권에

모아 비기 모음집으로 변모시켜 출판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58)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는 1923년 3월 19일에 김용주의 『정감록』이 출판되자,
다음날인 20일을 비롯해 23일, 27일, 4월 4일, 4월 22일에 걸쳐 『동아일보』 1면
에 전단광고와 소형광고를 실었다.

159) 「신간소개(新刊紹介)」, 『동아일보』, 1923년 3월 28일, 4면.
160) 김수형, 「조선인(朝鮮人)의 경제적활로(經濟的活路)」, 『동아일보』, 1923년 5
월 25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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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록』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대중서로 인

식되어 향유된 것이다. 이후에도 앞서 언급한 3종의 활자 간행본을 바탕

으로 몇 가지의 출판본과 역주본들이 나왔지만 체계적인 설명이나 심도

깊은 분석이 더해지지는 않았다. 비결서의 자료 모음집과 같은 구성과

텍스트의 성격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에 정도교, 보천교, 청림교 등에서 『정감록』을 이

용해 신도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정감

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161) 19세기 민

중종교와 결합해 봉건 체제에 대한 사회 변혁적 의미를 가졌던 『정감

록』이 흥미 위주의 상업적 도구나 사교(邪敎)의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위주로 근대 『정감록』에 대한 선

행연구에서는 『정감록』 출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이나 사회적 물의

를 일으키는 미신으로서 『정감록』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주목해서 다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가 발굴한 『정감록고핵』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정감록고핵』에서 『정감록』이 독립운동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기

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저자 김승렬이 자신의 일생동

안 보고 들은 『정감록』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적은 일화가 몇 가지

실려 있다. 다음의 인용문들은 저자가 과거 중국에서 단재(丹齋) 신채호

(申采浩)를 만났을 때의 기록이다. 단재가 『정감록』을 구해줄 것을 부

탁하자 귀국 후 석농(石儂) 유근(柳瑾)에게서 얻은 가장본(家藏本)을 저

자가 보내줬다는 내용이다.

 삼십여년전(三十餘年前) 병진추(丙辰秋)에 상해(上海)에 갓다가 귀국

161) 당시 『동아일보』에는 「개천대제거행차(開天大祭擧行次) 삼천교도착취(三千
敎徒搾取)」(1928.6.2., 2면), 「차천자(車天子) 차저갓든 칠가족(七家族) 가산(家
產)만 탕진(蕩盡)코 낙담귀향(落膽歸鄕)」(1929.11.23., 3면), 「청림교사건(靑林敎
事件) 공판(公判) 『정감록(鄭堪錄)은 허위(虛僞)』」(1931.1.25., 2면), 「정감록
(鄭堪錄)을 망신(妄信) 양민(良民) 속여 취재(取財)」(1935.7.5., 2면) 등 근대 신종
교들이 『정감록』을 통해 신도들을 모집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는 내용이 실
린 기사들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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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歸國)하는 길에 안동현(安東縣)162)에서 단재신채호군(丹齋申寀浩君)을

맛나 수십일(數十日) 류련담론(留連談論)하다가 분수(分手)하는데 단재

(丹齋)가 진중(珍重)히 부탁(付托)하되 자네 귀국(歸國)하거든 정감록

(鄭鑑錄)을 보내주게 내가 말하기를 자네도 정감록(鄭鑑錄)을 독신(篤

信)하는가 단재가 미소(微笑)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정감록(鄭鑑錄)을

독신(篤信)할 뿐 안이라 또 긴(緊)히 쓸데가 잇네 자네는 나의 고심(苦

心)을 알껏일세 내가 그제야 수긍(首肯)하엿다163)

 단재(丹齋)와 작별(作別)하고 경성(京城)에 와서 석농류근씨(石儂柳

瑾氏)를 맛나 단재(丹齋)의 부탁(付託)하던 말을 하엿더니 석농장(石儂

丈)이 개연(慨然)히 말하되 단재(丹齋)의 고심(苦心)은 나도 아는 바이

니 내게 잇는 정감록(鄭鑑錄)을 가저가라 함으로 단재(丹齋)에게 정감

록(鄭鑑錄)을 보내엇다164)

김승렬이 단재와 만난 시기에 대해 정확한 연도를 기술하고 있지는 않

지만, 다음 면에서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 『정감록』을 찾는 단재의 의도를 짐작하며 김승렬은 당시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지 이미 7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표현했다. 대한

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음을 발표한 ‘한일 병합 조약(1910)’을 전후

로 7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병진년(丙辰年)으로 호칭할 수 있는 해는

1916년이다. 단재가 1910년에 망명해서 그해와 1913년 이후를 중국에서

보냈던 것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만남이 해당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판

단하는 데에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없다.

김승렬은 1916년 가을, 중국에서 단재와 만나고 30여년 후에 저서를

집필했다. 이와 더불어 이후에 저서에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 중 『정감

록고핵』의 집필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구절들을 있어 미리 살피자면

다음과 같다. “지금은 上天이 默祐하사 列强에 假手하야 倭賊을 쪼차내

162) 안동(安東, 안둥)은 중국 단동(丹東, 단둥)의 옛 지명이다. 1965년에 지금의 이
름으로 개칭되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다.

163) 김승렬, 『정감록고핵』, 3-4면.
164) 김승렬, 『정감록고핵』,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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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疆土를 도루 차젓스니”165)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집필 시점이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한 이후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발문을 적은 정인

보(鄭寅普)의 생몰연대와 6.25전쟁 이후 월북한 이찬(李瓚, 본명은 李務

種)의 생애를 비교했을 때, 『정감록고핵』은 1945-1950년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166)

단재(丹齋)의 부탁(付托)은 심심(甚深)한 의의(義意)가 잇스니 기시(其

時)에 왜적(倭賊)이 아국(我國)을 탄병(呑幷)한제가 이믜 칠년(七年)이

라 왜적(倭賊)의 세력(勢力)은 점점강한(漸漸强悍)하고 국민(國民)의 사

상(思想)은 점점쇠약(漸漸衰弱)하야 아국(我國)이 왜적(倭賊)의 긔반(羈

絆)을 영원(永遠)히 벗지 못하리라 하야 평일(平日)에 지사(志士)의 명

망(名望)이 잇던 이도 시세(時勢)를 좃고 긔회(機會)를 딸어 점점(漸漸)

친왜파(親倭派)로 변장(變裝)하니…국민(國民)의 심지(心志)가 먼저 죽

엇스니 이러한 큰 걱정이 업다 단재(丹齋)가 량공독고(良工獨苦)의 심

사(心思)로 만주(滿洲)와 중국(中國)에 교거(僑居)하는 수백만동포(數百

萬同胞)에게 정감록종교(鄭鑑錄宗敎)를 선포(宣布)하야 불긔년(不幾年)

에 정시(鄭氏)가 해도중(海島中)에서 나와 왜적(倭賊)을 섬멸(殲滅)하고

계룡산(鷄龍山)에 정도(定都)하면 국가(國家)가 태평(太平)하고 인민(人

民)이 안락(安樂)하리라는 말을 독신(篤信)하야 친왜(親倭)의 노예심(奴

隸心)을 근절(根絶)하고 자주독립(自主獨立)의 의지(意志)를 강고(强固)

하게 함이니 이는 원금전해(寃禽填海)의 정신(精神)이오 불설유권(佛說

有權)의 방편(方便)이다167)

김승렬은 단재가 자신에게 『정감록』을 부탁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단재는 일제강점기가 지속되면서 독립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

과 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걱정했다. 특히 자신도 중국으로 망명해있는

165) 김승렬, 『정감록고핵』, 80면.
166) 다만 본문의 말미에 가까워지면 “남북분렬(南北分裂)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참
화(慘禍)”(72면)와 같이 6.25전쟁을 지칭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정인보와 이찬의 발문을 미리 받아 놓고, 책을 마무리해서 엮은 것은 1950
년 이후의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167) 김승렬, 『정감록고핵』,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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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국외에서 유민(流民)으로 지내는 이들의 정신이 지쳐가는 것을 염

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고자 국외에서 함께하는 동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신적 지지기반이 필요했던 것이다. 단재가

선택한 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진인(眞人)이 나타나 모든 재앙과 혼란을

진정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정감록』의 이야기였다. 현실 속

일본의 강압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다시 세

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감록』이 독립운동의 탁월한 자극제가 될 것으

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감록』 속 영웅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이라 믿어지며 우리 민족에게 널리 공유

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단재는 『정감록』을 바탕으로 민족의 힘을 모아

외부의 적에 대항하고자 했던 것이다. 김승렬은 『정감록고핵』에서 19

세기 말부터 『정감록』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내가 십여(十餘) 세(歲) 때에 들으니 정감록(鄭鑑錄)이라는 비결(祕訣)

이 잇서 아국(我國)의 장래(將來) 여러 천년(千年) 흥망성쇠(興亡盛衰)

와 군주역성(君主易姓)과 정도지역(定都地域)을 명약관화(明若觀火)로

력력(歷歷)히 말하엿는데 과거천여년사(過去千餘年事)가 여합부절(如合

符節)로 마젓스니 미래긔천년사(未來幾千年事)도 틀님업시 마질 것이

과하야 무지식계급(無知識階級) 보다도 굉람박학(宏覽博學)한 숙유석사

(宿儒碩士)가 더욱 진진도지(津津道之)하야 설야우신(雪夜雨晨)과 다반

향초(茶半香初)에 둘만 모여 안저도 반드시 정감록(鄭鑑錄) 이약이를

하고야 말고 그 후(後) 삼남량서(三南兩西)와 접어(接語)하매 역시(亦

是) 정감록(鄭鑑錄) 이약이를 안는 이가 업다168)

김승렬은 자신이 어린 시절 들었던 『정감록』에 대해 미래에 일어날

나라의 흥망과 역성혁명, 새로운 도읍에 대해 기록된 비결서라고 밝히며,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회상한다. 그에 따르

면, 『정감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미 과거사(過去事)와 맞아떨어졌기

168) 김승렬, 『정감록고핵』,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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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으로 다가올 일도 『정감록』의 기록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이 민중에게 퍼져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와 같은 믿음과 관심은 당대 지

식층 사이에서 고조되어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정감록』의

유행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단재는 이와 같은 『정감록』에 대한 민족

의 관심과 믿음에 주목하며, 『정감록』에 내포된 현실 극복 의지와 새

시대에 대한 갈망을 독립운동의 중요한 지지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다. 김승렬이 서술한 내용에 따르면 김승렬 자신과 석농은 이러한 단재

의 마음을 이해했으며, 석농의 가장본인 『정감록』을 구해 보내주는 것

으로 그의 독립운동에 동참했던 것이다.

수십년전(數十年前)에 정감록(鄭鑑錄) 출판발생(出版發行)이 근십종(近

十種)이라 각(各) 신문(新聞)에 정감록미신(鄭鑑錄迷信) 말나는 사설(社

說)의 게재(揭載)한 것을 보앗스나 위증(僞證)을 들어 박론(駁論)한 이

가 업슴으로 내가 비로소 독필(禿筆)을 잡어 보사(報社)에 긔고(寄稿)하

랴 하엿더니 정감록출판자(鄭鑑錄出版者)가 백단(百端)으로 만류(挽留)

하는데 나는 출판자(出版者)의 리해(利害)를 고려(顧慮)할이 아니라 일

변(一邊) 생각하니 미신(迷信)이나마 저 왜(倭)놈이 아무리 강악(强惡)

하여도 천명(天命)을 받은 정태조(鄭太祖)의 신병(神兵)을 엇지 당(當)

하리오 미구(未久)에 아국(我國)은 태평만세(太平萬世)의 긔업(基業)이

다시 개창(開創)되리라 하야 왜정(倭政)에 불복(不服)하는 자부심(自負

心)이 극(極)히 견고(堅固)하야 왜(倭)놈의 가세(苛細)한 정찰(偵察)과

포학(暴虐)한 위력(威力)으로도 억제(抑制)할 방책(方策)이 업슴이 역시

(亦是) 긔묘(奇妙)한 공효(功效)ㅣ니 단재(丹齋)의 심의(深意)가 가종(可

從)할 바임으로 잡었던 독필(禿筆)을 던젓섯다169)

김승렬은 자신이 처음 『정감록고핵』과 같은 글을 쓰고자 했던 이유

로 『정감록』의 출판과 언론의 홍보를 언급했다. 자신은 이미 어릴 적

부터 『정감록』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단재의 부탁으로 다시 『정감

록』을 접하게 되면서 국사를 열람해 『정감록』의 내용과 역사적 영향

169) 김승렬, 『정감록고핵』, 79-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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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상세히 살폈다고 한다. 그때 『정감록』이 갖는 오류와 허구성에

대해서 인지했는데, 이후 『정감록』의 출판 발행이 활발해지면서 각 신

문들에서 『정감록』에 대한 믿음을 수단으로 판매를 부추기는 홍보 기

사들을 퍼뜨렸던 것이다. 대중이 출판과 언론의 이해관계에 휩쓸려 『정

감록』을 맹신하는 것을 막고자 김승렬은 역사적 논증을 통해 『정감

록』 믿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당시에 글을 완

성하지 않고 미뤄둔 이유는 자신을 말리던 『정감록』 출판자들의 존재

가 아니라, 『정감록』을 독립운동의 자극제로 사용하고자 한 단재의 뜻

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재가 『정감록』을 일제의 폭력에 맞서

민중의 희망과 투쟁심을 다시 되찾게 하는 수단으로 선택했기에, 비록

그 이야기의 진위가 의심스러울지라도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단재의 선택과 이야기의 가치를 믿고 당시에 김승렬은 『정감록』에 대

한 비판적 고증 과정을 집필하지 않았다.170)

『정감록』에 회의적인 김승렬이 단재의 선택을 지지하며 도왔던 이유

는 그의 결정이 타당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단재는 『정감록』을 통

해 일종의 “정감록 종교”를 만들고자 했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신앙 활

동이나 교리로 『정감록』을 이용하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

다. 그는 『정감록』 속 천명을 받은 진인과 그의 신병(神兵), 새롭게 도

래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민족의 현실 대항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자극하고자 했다. 따라서 『정감록』 서사가 오랜 식민 통치의

핍박으로 지친 민족에게 다시 투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여겼

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부활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170) 본문에 인용된 발췌문 다음에는 저자가 『정감록고핵』을 저술한 집필동기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에는 단재의 의도를 이해했고, 『정감록』의
이야기가 독립운동의 자극제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고증작업을 밝
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독립을 이뤄낸 이후에는 『정감록』을 이용해 적에
대항하거나, 이야기 속에서 형상화된 미래를 유포, 공유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이다. 그럼에도 『정감록』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들을 이용
해서 이익을 얻는 출판자들과 사교(邪敎)집단의 폐해가 생겨남에 저자는 안타까
움을 표현했다. 결국 『정감록』을 무분별하게 믿는 이들과 악용하는 이들을 깨
우치게 하고자 저자는 노령의 나이가 되어서야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저술하며
마무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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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가 『정감록』의 혁명성과 새 세상에 대한 열망에 주목한 것은 그

가 고국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단재의 저작들에서도 이러한 생각들이 잘

드러나 있다. 단재가 『정감록』을 구해보고자 원했던 시기와 일치해서

소설 『꿈하늘』171)이 집필되었다. 단재가 그려낸 『꿈하늘』 속에는 주

인공 ‘한놈’이 등장한다. 한놈은 단재 자신의 소설적 형상이자 우리 민족

의 모습을 대변하는 존재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알 수 없는 곳에서 눈

을 뜬 한놈은 처음에는 눈앞의 전투가 벌어져도 그저 무서워하며 방관할

뿐이다. 그러나 벌어지는 모든 전투는 나(우리)와 적과의 대결이며, 승리

는 이 대결에서 스스로 싸워 이겨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상과 하늘, 그 어디에서도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승리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한놈은 외로움과 고난, 역경 속에서도 끈기 있게 나아가고

새로운 님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투쟁을 계속한다. 단재가 바랐던 민족

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한놈이 걸어가는 길과 다르지 않았다. 단재는

오랜 세월 우리 영토에 전해져왔던 『정감록』에 대한 믿음이 민족 모두

를 한놈이와 같이 각성시킬 힘이 되어줄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후에

『정감록』에 대한 출판과 독서가 한창 이루어지던 1920년대에는 신채호

의 장편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172)도 출판되었다. 『꿈하늘』 속 주

인공 한놈의 투쟁과 새 세상에 대한 열망은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도

이어졌다. 영원할 것 같던 권력에 대한 민중들의 봉기와 사회 변혁의 실

현을 그려내며 혁명에 대한 투쟁 의식은 더욱 강조되었다.

즉, 단재는 그가 강조하는 사상들이 『정감록』의 혁명성,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일치했기 때문에 『정감록』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정감록』

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그들의 마음에 혁명과 투쟁의 열기

를 불어넣고자 했으며, 이를 독립운동의 밑거름 삼아 현실을 변화시킬

생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해당 시기에 특정 인물이 뚜렷한

171)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전집』 권下, 형설출판사, 1975; 신채
호, 『꿈하늘』, 지혜의 숲, 2009.

172)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전집』別集, 형설출판사, 1977; 신채호,
『용과 용의 대격전』, 지혜의 숲,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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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정감록』을 선택,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직접

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었다. 더불어 『정감록』에 대해 회의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야기의 성격과 가능성을 인정하며 활용에

동의하는 모습 역시 직접적인 자료로는 확인하기 매우 드문 지점이었다.

『정감록고핵』에 수록된 단재와 『정감록』의 일화는 이와 같은 모습들

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정감록』이 당대 시대 현실 속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이에 따르

면, 『정감록』 서사가 담고 있는 혁명성과 새 세상에 대한 열망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에 대항해 독립이라는 사회 변혁을 이끌어내는 역

할을 기대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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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고는 예언문학의 관점에서 『정감록(鄭鑑錄)』에 나타나는 역성혁명

예언의 서사 구조와 형성 과정을 살피고 그 의의를 밝히고자 했다. 『정

감록』은 왕조의 흥망과 국난의 징조, 새 시대를 개창할 인물 등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본고는 『정감록』에 나타나는 예언이 미래에 대

한 다양한 형상을 내포하고 있고, 독자들이 상상 속에서 이를 구체적으

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예언과 문학의 관계를 고찰해 예언문학을 정의하고, 관련

작품들을 대상으로 예언문학의 존재 양상을 살폈다. 예언이란 신의(神意)

로 앞날의 일을 미리 알고 전달하는 것으로, 고대부터 문학적 형식을 통

해 향유되어왔다는 측면에서 문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동시에 예언

기록은 당대인의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상상이 텍스트를 통해 형상화

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성격을 갖는다. 이에 본고는 예언을 문학의

범위 안에서 고찰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언을 중심으로 전개되

는 문학 양식 전반(全般)을 ‘예언문학’이라 지칭했다.

다음으로, 예언을 핵심 소재나 형태로 사용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예언

문학의 존재 양상을 살폈다. 예언문학은 예언의 대상과 내용 등에 따라

크게 국가문제 예언문학(역성혁명, 전란)과 개인문제 예언문학(액운, 길

운)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예언문학에는 특히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역성혁명을 다루는 작품들이 대표적

이다. 역성혁명 예언문학은 기존 왕조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겪는 국난과

새로운 통치자의 등장, 새 왕조의 터전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들로 구성

된다. 이는 새롭게 등장한 국가와 통치자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국가 존폐를 건 혼란기나 왕조 교체가 성공한 시기를 전

후해서 형성, 향유되었다.

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 『정감록』의 주요 이본과 서사 단락을 살폈

다. 우선, 『정감록』 관련 자료들을 등장 시기와 형태에 따라 ‘형성 단

계’와 ‘기록 단계’, ‘실물 단계’로 분류했다. 이 중 텍스트의 존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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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실물 단계’를 중심으로, 자료의 현황을 정리했다. 그리고 구

체적인 저작자와 유통사항을 알 수 있는 이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들인 20세기 출판본을 중심으로 주요 이본을 살펴보았다. 이때 본고

에서 발굴한 죽하 김승렬의 『정감록고핵』을 새로운 이본으로 추가했

다. 다음으로는 본고에서 다룰 『정감록』 텍스트의 연구 범위를 「감

결」로 한정했다. 실제 조선후기에 등장해 이후 지속적으로 향유되었던

『정감록』과 일치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전하는 이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이본이자, 이후 텍스트들의 저본으로 여겨지는 아유가

이본에 수록된 ｢감결｣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정감록』의 서사 단락과 서사 형성 과정에 대해 다루었

다. 우선 『정감록』 텍스트를 단락별로 정리해서 전체적인 서사 구성을

살피고 이본 간의 비교를 통해 핵심 서사를 파악했다. 정감록의 핵심

서사는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 말년에 일어날 재앙과 새롭게 왕이 될 정

씨(鄭氏) 진인(眞人)의 등장, 새 나라의 터전이 될 계룡산에 관해 예언하

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는 앞서 파악한 역성혁명 예언문학의 핵심 서

사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정감록』이

서적의 형태로 출현하기 이전부터 예언문학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으

로, 고대부터 반복적으로 향유되면서 재생산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정감록은 전승되던 예언문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 편의

서사로 엮어낸 것이라 하겠다.

4장에서는 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 『정감록』이 변화하는 시대 현실

에 대응하여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먼저 조선후기에 등장한 『정감

록』이 왕조로 대표되는 기성 권력에 맞서 전복(顚覆)을 상징했다는 측

면에 주목했다. 역성혁명의 예언을 담고 있는 『정감록』을 이용해 반란

을 야기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서사 속 진인의 존재를 자신들에게 투영시

키며,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즉,『정감록』은 18세기 왕조 사회에서

왕조의 교체라는 기성 권력의 전복을 주도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 『정감록』이 왕조 교체를 넘어 전반적인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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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활용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정감록』은

천주교, 동학과 같은 민중종교와 결합하며, 단순히 다른 성씨로의 왕조

교체가 아니라 봉건적 사회 질서에 대항해서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

에 활용되었다. 이후 20세기가 되면서 『정감록』이 갖는 혁명성의 대상

이 되어오던 조선왕조나 유교적 봉건체제가 무너지면서 『정감록』에 대

한 담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흥미 위주의 상업 출판 도구나 사교(邪敎)

의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가 발굴한 정감록고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감록고핵에서 『정감록』이 독립운동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단재 신채호가 중국에서 『정감

록』을 이용해 민족을 결속시킬 독립운동의 사상적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음을 알려주는 일화가 수록되어있다. 당시 『정감록』 속 영웅과 새로

운 시대에 대한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이라 믿어지며 우리 민

족에게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단재는 『정감록』을 바탕으로

민족의 힘을 모아 외부의 적에 대항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정감

록』 서사가 담고 있는 혁명성과 새 세상에 대한 열망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에 대항해 독립이라는 사회 변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기대 받

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 본고는 예언문학의 장 안에서 『정감록』을 파악하고 의미에 대

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앞서 예언문학의 양상에 대해 폭넓게 다루지 못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 예언문학의 모습을 장르적, 내용

적 측면에서 더욱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었음에도 본고는 『정감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품들에 한정해서 다루었다. 따라서 예언문학의 양

상을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문학 연구

의 대상으로 『정감록』이 더욱 다양한 문학 장르와 작품들 사이에서 어

떤 영향 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깊이 있는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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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formative process of the narrative of the dynasty-changing revolution

prophecies in Jeonggamrok and to shed light on its significance.

Jeonggamrok is a book of prophecies concerning the rise and fall of

the dynasty, signs of national crises and the identity of a figure who

will open a new era. As it contains content about a revolution

against the Joseon dynasty and was originally circulated in secret, its

author and composition era are unknown. Its existence was first

confirmed in the 18th century and it enjoyed lively readership and

circulation until the mid-20th century. This thesis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rophecies in Jeonggamrok contain a variety of

conceptions of the future which can be imaginatively realiz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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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

In Chapter 2, this thesis offered a definition of prophetic literature

based on a contempl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phecies and

literature, then examined the different forms of prophetic literature by

focusing on related works. First, this study attempted to define the

concept of prophetic literature based on how prophecies have been

handled in Korean literary history. Prophecies, revelations of ‘divine

will’ regarding future events, are closely related to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having been enjoyed in literary form, such as story or

song, since ancient times. Prophetic records also possess a literary

nature as textual realizations of contemporary peoples’ understanding

of their present reality and imaginings of the future. This study thus

recognized the need for examining prophecies within the scope of

literature and designated all forms of prophecy-centered literature

‘prophetic literature’. This designation allows all works containing

prophetic motifs to be handled under one genre and provides potential

for expanding the scope of literary research topics.

Afte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prophetic literature, this paper then

examined the different forms of prophetic literature, focusing on

works that use the theme or format of a prophecy. Prophetic

literature can be divided largely into state-related prophetic literature

(dynastic revolutions, wars) and personal prophetic literature (good

and bad fortune). State-related prophetic literature deals with

prophecies about destruction of the state, dynasty-changing

revolutions and wars, and detail the realization of these prophecies.

Personal prophetic literature consists of stories about future disasters

or advancements pertaining to a specific individual. In addition to

descriptions of the realization of such prophecies, they also

demonstrate how prophecies can fail and fates be overturned by an

individual’s determination and effort. Much of Korean prophetic

literature deals with the fate of the state, of which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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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works that deal with

dynasty-changing revolutions. Such works consist of prophecies about

national disasters that will occur during the decline of the current

dynasty, the rise of a new leader and the geographic base of the new

dynasty. These works were used to emphasize the validity of the

newly risen state or leader and were composed or enjoyed either

before or after a tumultuous period that challenged the state’s

survival or a successful switch of dynasties.

In Chapter 3, based on the argument presented in Chapter 2, this

study examined the various copies of Jeonggamrok and sections of

its narrative. After identifying the principal copies of Jeonggamrok,

this paper then established a research criteria. Of the works examined

in this process, Jeonggamrokgohaek, written by Kim Seung Ryeol,

deserves special attention as a work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by

this paper. Stored in Sugyeongsil Library, this work was composed to

investigate and make known Jeonggamrok. It contains a transcription

of the content of what it claims is the original copy of Jeonggamrok.

This paper chose to limit the scope of Jeonggamrok to the content

of the ‘Gamgyeol’ version which appeared during the late Joseon era

and was circulated until the late 20th century. This thesis therefore

narrowed down the focus of its research to the ‘Gamgyeol’ texts

recorded in the representative copy of Jeonggamrok (Ayugai’s

Jeonggamrok).

Next, this paper dealt with the structure and formation of the

Jeonggamrok narrative. First, it divided the Jeonggamrok text by

paragraph to examine the composition of the entire narrative and

identified the main narrative by comparing the different versions of

the text. The core narrative of Jeonggamrok consists of prophecies

about disasters that will occur in the final years of the Joseon

dynasty, the appearance of a ‘jin-in (truly enlightened man)’ named

Jeong, who will become the new king, and Gyerongsan, the future



- 111 -

base of the new kingdom. This aligns with the typical core narrative

of prophetic literature about dynasty-changing revolutions, as

identified in the previous chapter. However, these prophecies were

first formed within the tradition of prophetic literature before they

appeared in the written form of Jeonggamrok. This is evidenced by

the repetitive use, since ancient times, of related prophetic folksongs

and tales during events that brought about social and political change.

Memories thus brought to the fore began to take on a more specific

form in the process of becoming reproduced as new stories.

Therefore, Jeonggamrok can be considered the result of elements of

past prophetic literature being actively melded together in the form of

a single narrative.

Chapter 4 contemplated the significance of Jeonggamrok as

prophetic literature about a dynasty-changing revolution in connection

to the reality of a changing era. First, this paper noted how

Jeonggamrok, which emerged in the late Joseon era, symbolized a

revolt against the established power represented by the dynasty. In

the 18th century, readers of Jeonggamrok longed for a jin-in who

could take down the current dynasty and lead the nation by

establishing a new dynasty. In particular, people of power who

sought to provoke a rebellion through use of Jeonggamrok, which

contained prophecies of a dynasty-changing revolution, projected the

image of the jin-in within the narrative onto themselves. They

gathered the people’s support in this manner, asserting that they

would gain absolute victory like the jin-in. Jeonggamrok is thus

significant in having functioned as a pivotal force in the leading of a

revolt for overthrowing the existing dynasty in favor of a new one.

This paper then examined how Jeonggamrok went beyond the

issue of changing dynasties and was used to transform the entire

social order. In the 19th century, Jeonggamrok began to bear hints of

the influence of popular religions such as Catholicism or Dong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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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ng that Jeonggamrok was used as a revolutionary tool for a

movement aimed towards transforming the entire social order of

feudalism rather than the simple replacement of one dynasty with

another. In the 20th century, as the Joseon dynasty and Confucian

feudal system collapsed, the discourse of Jeonggamrok underwent

another change. Despite the object of the dynasty-changing revolution

and prophecies ceasing to exist, the narrative of Jeonggamrok did not

lose steam or fall out of circulation but enjoyed even greater

readership. However, it did so now in the altered form of a

commercial publication for leisurely reading or an economically

exploitative tool of heretical churches.

Jeonggamrokgohaek, a work first discovered by this paper, requires

attention within this context. This is because it is recorded in

Jeonggamrokgohaek that Jeonggamrok was used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 text contains an anecdote of writer Kim

Seungryeol’s encounter with Danjae Shin Chae Ho in China. It states

that in response to a request made by Danjae, Kim Seungryeol

tracked down a copy of Jeonggamrok upon his return to Korea and

passed it onto Danjae. Danjae requested a copy of Jeonggamrok for

the sake of sustain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by reestablishing

solidary among the people who had grown dispirited under the

prolonged era of colonization. At the time, Jeonggamrok was widely

distributed among the Korean people under the belief that the

prophecy of a hero and a new era would be fulfilled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Danjae hoped to oppose the foreign enemy by

fortifying the people’s collective strength with Jeonggamrok as a

foundation. This is significant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revolutionary element and yearning for a new world contained in

Jeonggamrok’s narrative was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leading the

social revolution of establishing independence in opposi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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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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