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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 양 박 문집의 異本 연구

1)

김 소 희 *

1. 머리말

2. 문집의 간행 경 와 이본의 소개

3. 문집 이본의 비교와 자료의 특징

4. 이본의 가치와 활용방안 모색

5. 맺음말

록: 이 은 남원양씨 양 박의 문집인 �청계집�의 간목 본, 종  소장 필사본, 규장각 

소장 필사본을 상으로 각 이본의 체제와 특징을 비교하 다. 그 결과 하나의 善本을 선정하기

보다는 이본 하나하나에서 확인되는 細註의 내용을 보완하여 定本化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선

본의 제작이 필요함을 언 했다. 아울러 시를 분석하여 인물정보, 장소정보, 사건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구조화하고 이를 검색과 활용이 가능한 아카이 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

다. 한 �청계집�을 토 로 양 박과 교유한 인물의 문집에서 발견되는 미비한 기록이나 오류들

을 보완ㆍ수정할 수 있고, 반 로 타인의 문집 속에서 양 박과 련된 정보를 찾아냄으로써 양

박이 지었던 새로운 시문을 발견하고 그의 행 과 그를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사건과 인물

계  情景 등을 보다 풍부하게 서술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 연구를 통해 선본 비정을 한 

서지학  연구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이 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토 로 양 박의 생애와 문학  

성과 등에 있어서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 한다.

핵심어 : 남원양씨, 양 박, 양경우, 청계집, 이본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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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6세기, 라북도 남원시 지리산 자락에 살았던 靑溪 梁大樸(1544-1592)은 을 

잘 짓는 선비로서 당 의 명유들과 교유하며 수많은 작품을 남긴 문장가이자, 임

진왜란 기에 자신의  재산을 내어 가장 먼  倡義를 주도하고 온몸을 바쳐 희

생한 충 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에 비해 양 박에 한 심과 연구 

성과는 다소 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는 문장과 충 이라는 두 가

지의 인식 하에 진행되었는데, 작품을 상으로 한 문학  연구성과와 양 박의 

두 아들이 지은 �창의종군일기�를 기반으로 한 임란 기 의병사 련 연구성과1)

로 별할 수 있다. 이 에서도 의병사 연구보다는 시를 심으로 한 문학 련 

성과가 우 를 차지하고,2) 최근에는 <金剛山紀行 >이나 <頭流山紀行 >을 상

으로 한 산수유람과 시 표 , 지리산유람을 통해 문학세계를 이해하려는 연구들

이 이루어졌다.3) 이 외에도 양 박의 생애와 활동, 양 박 개인 련 자료 조사,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청계동과 련한 자료들을 두루 조사하여 주제별로 분류함

으로써 향후 양 박 연구를 한 다양한 자료를 소개한 논문4)도 발표되었다. 그

러나 이상의 연구만으로는 양 박의 생생한 삶의 행 과 문학  성과를 제 로 

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양 박 연구 자료로는 양 박의 문집인과 �靑溪集�과 �靑溪遺稿�, 그의 두 아들

이 술한 �倡義 �, 정조  간행한 양 박ㆍ양경우ㆍ양형우의 문집인 �梁大司馬

實記�가 있다. 이  주로 활용하는 자료는 1990년에 한국문집총간 53집으로 인

한 �청계집�으로, 인 본은 서울 학교 규장각이 소장한 4권 2책의 필사본이다. 

1) 하태규, 2010 ｢임진왜란 기 호남군병의 난과 운암 투의 실상｣, �역사와 담론� 56, 405- 

436면.; 양경우ㆍ양형우(신해진 역주), 1997 �양 박 창의 종군일기�, 보고사. ; 강성문, 

1997 ｢梁大樸의 雲巖戰 察｣, �學藝誌� 5, 1-23면.

2) 양태순, 2001 ｢청계 양 박의 생애와 한시｣, �한국한시작가연구� 6, 509-539면.

3) 박명희, 2009 ｢靑溪 梁大樸의 산수 遊覽과 시  표 ｣, �한국시가문화연구� 24, 1-26면; 강

정화, 2011 ｢靑溪 梁大樸의 지리산 읽기, ｢頭流山紀行 ｣｣, �동방한문학� 47, 43-69면.

4) 김희태, 2010 ｢청계 양 박의 행 과 곡성 청계동｣, �향토문화� 30, 47-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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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필사본은 간본 �청계유고�와 비교해볼 때 수록된 편수, 수록된 순서, 

시의 제목, 詩題에 부기된 주석의 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새로 발견한 남원양씨 忠壯公派 宗中에 소장된 필사본 �청계유고� 역시 

규장각소장 필사본과 편수, 편차, 시제, 주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차이의 다

소로 볼 때 규장각본보다는 오히려 간본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간본과도 상

당부분 차이가 발견된다.

이 은 바로 이들 세 이본의 차이 에 기인하여 이본의 특징과 가치  활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양 박의 생애와 문학 방면 연구를 한 석을 마련하

고자 한다. 이를 해 제2장에서는 문집의 편찬과 간행 경 에 한 내용을 살펴

본 후, 선정한 이본 3종에 한 개 인 소개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이

본 간의 구성 내용과 편차, 시제의 차이를 통해 이본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4장에

서는 이본의 가치와 활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토 로 문헌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서지학  고증과 선본 선정이 얼마나 요한지를 학계에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한편, 이본간 조를 통해 양 박의 생애와 문학  성과 등을 비롯

한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 한다.

2. 문집의 간행 경 와 이본의 소개

청계 양 박의 문집은 �청계집� 는 �청계유고�의 서명으로 기 이나 남원양

씨 종 에 소장되어 있다. 서명의 경우 필사본은 체로 �청계집�, 목 본은 �청

계유고�로 기록되어 있다. 본고에는 이  표성을 지니는 이본 3종을 선별하

는데, 첫째 국립 앙도서  소장 간목 본(이하 간본), 둘째 한국문집총간 

인본인 규장각 소장 필사본(이하 규장각본), 셋째 남원양씨 충장공  종  소장 

필사본(이하 종 본)을 상으로 한다.

양 박은 생 에 천여 편에 달하는 시를 지었으며, 이를 손수 써서 책자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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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보 하고 있었다. 그런데 1591년(선조 24)에 叅判 南彦經이 주부윤이 되

자 龍城 西村으로 자를 방문차 들 다가 그 책을 보고는 몹시 애호하여 소매에 

넣어서 빌려갔다.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발발하 고, 남언경은 병

란의 와 에서 그만 책자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양 박은 의병을 모

집하는데 밤낮을 동분서주하다가 결국 병을 얻어 그해 7월에 사망하고 말았다. 이

게 양 박이 손수 만들었던 책자는 종 을 감추었고, 자 한 사망하게 되어 

그가 살아온 행 과 그가 남긴 문학  성과들은 곧 민멸될 기에 처했다. 양 박

의 장자인 慶遇와 차자 亨遇가 이를 애석히 여기고는 평소에 부친이 읊었던 律詩 

70여 수를 기억해냈다. 한 다행히도 궤짝에서 亂草 100여 수를 발견하면서 이상

의 을 모아 필사해두었는데 2백 수가 채 되지 못하 다. 이 수치는 양 박이 평

소에 지었다고 알려진 시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안

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만으로도 詞源의 淺深과 斤兩의 輕重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하 고, 이에 책 으로 간행하여 구히 보존하려는 뜻을 품었다. 그

러던 차에 1617년( 해군 9) 에 양경우가 長城縣監이 되었는데, 부임 후에 한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는 이듬해인 1618년 2월에 을 털어 간역을 시작했

다. 2개월여 남짓한 간행 사업을 진행하여 4월 순에 작업을 완료하 다. 이 때 

遊山記와 雜文 등의 술은 피난 가던 에 습기를 머 고 종이가 찢어져서 한행

이나 반행에 걸쳐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났지만, 억지로 보완하지 않고 그 로 

둔 채로 간행했다.5)

이 책이 바로 1618년( 해군 10)에 장성 에서 간행한 간목 본 �청계유고�

이며, 국립 앙도서  등에 소장되어 있다(<그림 1> 참조). 간본은 권두에 許筠

의 서문과 鄭琢의 <梁公傳>, 권말에 양경우의 발문을 제외하고 시제에 따라 분류

하면 체 150편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次晚翠 韻十詠> 내에 10편의 

시가, <寄贈靑溪主人>내에 서로 다른 작가의 시 7편이, <頭流峽望見步虛亭寄贈主

人>에 2편의 시가, 다른 본에서는 일명 <俛仰亭三十詠>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5) 이상의 내용은 간본 �靑溪遺稿�에 수록된 梁慶遇의 <跋文>을 토 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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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본에는 <秋月翠壁>으로 시제가 변경되고 그 안에 실린 30편의 시가 확인되고 있

어 이들 49편을 합하면 약 200여 편이 된다.6) 이러한 수치는 간본을 간행할 당

시에 양 박의 시문은 200수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 발문의 내용과 부합한다.

간본은 趙緯韓(1567-1649)의 발문이 락되어 있는데, 이는 조 한이 겪은 하

나의 사건과 련성이 있는 듯하다. 조 한은 1613년( 해군 5)에 國  金悌男의 

誣獄에 연루되어 체포되고 삭탈 작을 당한 후, 강산을 유람하고서 이듬해인 

1618년에 양 박이 사는 남원으로 돌아왔다. 남원에서 동생 趙纘韓과 함께 지리산

을 유람하는 등으로 시일을 보내다가 1623년에 인조가 즉 하면서 성균  사성으

로 복권하게 된다. 1618년에 조 한이 발문을 작성한 시기는 �청계유고�가 간행된 

4월보다 늦은 7월이지만, 발문의 내용을 보면 그는 이미 �청계유고�가 양경우에 

의해 장성 에서 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발문을 작성했

던 시기가 3개월 늦어지면서 락된 것인지, 아니면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인물을 

의도 으로 락시켰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개 발문의 작성자가 직이 있는 

경우 해당 직함을 나열했던 행에 비해 조 한은 ‘皇明萬曆戊午孟秋 漢陽後人玄

谷趙緯韓書’와 같이 본 인 한양후인만을 명기하고 있는데, 당시 조 한이 처한 상

황을 간 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발문의 취사선택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간본

에 수록되어 있던 허균의 서문은 1617년 9월에 작성하여 이듬해 4월에 책 에 새

겼지만, 1618년 8월에 허균이 역모 의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면서 <그림 1>과 

같이 목자체에서 날짜만 남겨둔 채 직함과 이름이 모두 도할되는 불명 를 안게 

되었다.

6) 이 에서는 각 본간의 체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동일 시제 아래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편의 시를 한 편으로 간주하 다. 그 이유는 규장각본이나 종 본에서도 해당 시제 아래

에 여러 편의 시를 두어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만 <寄贈靑溪主人>과 

<頭流峽望見步虛亭寄贈主人>과 같은 경우에는 수록된 편수  수록 방식에 있어서 각 

본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58 奎 章 閣 59  ․

권수면 刊去된 허균의 직과 이름(서문)

<그림 1> 국립 앙도서  소장 �청계유고� 간본

다음으로 설명할 자료는 양 박 연구의 주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규장각 소

장(奎4516) 필사본이다. 이 본은 한국문집총간 인본으로 실려 있는데, 해제에 

따르면 “4권 2책의 印淨寫本이 있는데 板心이 잘 정돈되고 체제가 갖추어져 있

어 간행을 해 비한 定稿本인 듯하다. 이 본의 書寫 경 는 알 수 없으나 간

본에서 빠진 熊化의 序와 조 한이 지은 발문이 첨부되어 있다. 웅화의 서문은 

〈倡義檄文〉을 보고 지은 서인데 간본은 시집만으로 간행하 으므로 싣지 못한 

듯하고, 조 한의 발문은 자의 교유 계와 시의 기상에 해 격찬하 는데 

1618년 가을에 쓰여져 간본에 수록되지 못한 듯하다. 이 필사본은 간본에 비

해 시문의 분량도 많아지고 체 으로 편차를 다시 하여 제목도 수정하는 등 많

은 손질을 가하 는데 서사경 와 시기는 불분명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장각본은 권수에 웅화와 허균의 서문, 권4의 말미에 정탁의 <양공 >, 柳

根의 <題鄭相國梁公傳後>, 閔維重의 <祭義兵 梁公文>, 李植의 <題倡義檄跋>을 비

롯하여 조 한의 발문을 제외하고, 실제 수록된 시문은 289편이며, 간본에서와 

같이 동일 시제에 있는 시까지 합하면 약 340여편에 이른다. 이는 양경우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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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발문에서 남겼던 기록인 ‘200여 편이 채 되지 못한다’라는 수치를 훨씬 상회

한다. 해제에서 언 한 ‘간행을 해 비한 定稿本’이 어떤 책의 간행을 지칭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간본의 간행 본과는 무 한 필사본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

거는 본고의 제3장에서 언 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자료인 종 본으로, 표지서명은 ‘청계집’이며 내제

는 없다. 수록된 시는 권두에 있는 허균의 서문, 권말에 있는 정탁의 <양공 >과 

조 한의 발문을 제외하면 총 275편이 있다. 편수에 있어서 규장각본의 289편보다 

14편이 을 뿐만 아니라, 편차와 시제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3. 문집 이본의 비교와 자료의 특징

이 장에서는 그간 자료 활용도가 높고 편수도 가장 많은 규장각본을 기 으로 

삼아서 간본, 종 본과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방식은 1. 구성  편차 비교 

2. 시제 비교 3. 내용 비교이다.

1) 구성  편차 비교

체 인 구성을 살펴보면, 규장각본은 4권본으로 권1에는 詩 150편, 권2는 詩 

115편, 권3은 文 12편, 권4는 文 2편과 附  14편 등 총 293편이 수록되어 있다. 

종 본은 권차가 구분되지 않은 불분권본으로, 규장각본에 의거하여 분류하면 詩 

262편, 文 10편, 附  7편으로 총 279편이다. 간본은 시 146편, 부록 5편 총 151

편으로 文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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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규장각본(4권본) 종 본(불분권본) 간본(2권본)

靑溪集序(熊化) 권두 (1) × ×

靑溪集序(許筠) 권두 (2) 권두 권두

본문

詩 265편 262편 146편

文 14편 10편 ×

附 14편 7편 5편

跋(梁慶遇) × × 권말

본문편수 293편 279편 151편

<표 1> 이본의 구성 비교

시, 문, 부록이 수록된 순서는 연결성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세 이본마다 차이가 

심하며, 이러한 차이는 규장각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규장각본과 

비교해볼 때 종 본과 간본에서 모두 락된 항목을 살펴보면, 권1 제2항에 수

록된 詩인 <上牛溪先生>, 권3의 文인 <請斬倭使書上松江鄭相國>, <倡義檄文>, <倡

義從軍記>, <雲巖弔戰亡義士祭文>, 권4의 附 인 <次林塘韻呈松嵒(習齋)>, <次西厓

韻 奉呈松嵒詞伯(垂胡)>, <次林塘韻 呈松嵒(文峯)>, <廣寒樓 奉酬靑溪(錦漳)>, <題

鄭相國梁公傳後(柳根)>, <祭義兵 梁公文(閔維重)>, <題倡義檄跋(李植)> 등 30편이

다. 락된 작품들은 첫째, 양 박이 임진왜란 창의 당시의 일을 기록한 창의격문

이나 창의종군일기, 雲巖 투에서 사한 義士들에 한 제문, 유근이 정탁의 梁

大樸傳에 남긴 후기, 민유 (1630-1687)이 지은 의병장 양 박에 한 제문, 이식

이 창의격문에 해 은 제발문 등 창의 련 기록과 제문들이다. 특히 민유 의 

제문과 같이 시기 으로 간본에 출 할 수 없는 내용이 규장각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둘째, 락된 시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상우계선생>이 권1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들은 모두 권4의 부록에 실려있다. 부록 내의 시는 習齋 權擘

(1520-1593), 垂胡子 林芑(?-1592), 文峯 鄭惟一(1533-1576) 등이 양 박에게 보낸 

차운시, 한루에서 錦漳學士 辛應時(1532-1585)가 청계에게 수답한 시이다. 이상

의 시는 간본을 간행할 당시에는 미처 수습하지 못했다가, 권벽, 정유일 등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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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의 문집인 �습재집�ㆍ�문 집�이나 후손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서 필

사본에 수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락된 작품의 부분은 <倡義從軍記>, 

<雲巖弔戰亡義士祭文>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 사마실기�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볼 때 규장각본은 �양 사마실기�의 본을 해 만들어진 고본일 

가능성이 높다. �양 사마실기�보다 빠른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규장

각본 권2 제94항의 <蓮臺庵>과 제96항의 <天外旅人 獨往夕陽歸馬更班如> 두 편의 

시가 종 본에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 �양 사마실기�에 락된 을 들 수 있다. 

<蓮臺庵>이 어떤 이유에서 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천외여인추독왕석양귀

마갱반여> 시의 경우에는 유실된 내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정조 에 양 박의 

사 과 문장을 집 성한 �양 사마실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부로 락했다고 

볼 수 있다.7)

다음으로 수록된 작품의 편차가 이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지면의 한계상 시문이 가장 게 수록되어 있는 간본의 작품을 기 으로 

20편 정도를 선정하여, 규장각본의 편차에 따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2>의 ①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본에는 규장각본의 제1-2항, 제13-14항에 수록된 시가 

락되어 있다. 한 규장각본의 앞부분인 제3~10항까지의 시는 종 본에서는 제

125항, 제123항, 제107항, 제171항, 제170항, 제162항, 제169항, 제177항 등 편차가 

매우 뒤섞여 있고, 간본에서도 제60항, 제59항, 제49항, 제91항, 제90항, 제84항, 

제89항, 제97항 등의 순서로 변동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간본의 편차 심으로 기 을 변경해보면, <표 2>의 ②에서와 같이 

항목의 차이는 있으나 간본과 종 본은 편차에 있어 상호 규칙성을 엿볼 수 있

다. 이러한 상을 통해 간본의 간행 이후에 종 본에서 규장각본의 순으로 작

품이 보완․변개되어 간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7) �양 사마실기�의 편찬 과정과 체제, 제간본과의 비교  특징 등에 해서는 김소희, 

2021 ｢�梁大司馬實記�의 편찬과 체제에 한 연구｣, �남도문화연구� 44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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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례로 <次錦漳韻>을 들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이 시는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詩題로 규장본에는 권1의 제75항과 권2의 제70항

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간본은 권2의 70항에 나온 시는 락되었고, 권1

의 제75항의 시만이 간본 권1의 제64항에 배치되어 있다. 아울러 종 본은 두 

시를 통합하여 제134항에 실어두었고, 순서는 규장각본의 권2에서 권1의 순서로 

편차하 으며, 시제는 ‘次錦漳韻二首’로 변경하 다.

①규장각본 편차를 심으로 ② 간본 편차 심으로

규장각본 종 간본

권차분류 시제 no. no. no. 권차

권1 詩

梧陰泛舟… 3 125 60

권1眉巖歸江… 4 123 59

蓀谷客遊… 5 107 49

首尾吟奉呈… 6 171 91

권2

靑溪次苔軒… 7 170 90

靑溪精 次… 8 162 84

靑溪 9 169 89

奉呈松江 10 177 97

次寄燕京故… 11 204 147 권2附

月汀江榭… 12 112 52 권1

改宗系賀筵 15 198 108 권2

遊楓嶽入… 16 8 2

권1

西川贈高僧… 17 9 3

登斷髮嶺 18 10 4

入長安寺 19 11 5

次表訓寺東… 20 x 6

萬瀑洞 21 14 7

普德窟 22 15 8

次慧能詩軸… 23 17 9

眞歇臺玩月 24 18 10

규장각본 종 간본

권차 편차 제목 no. no. no. 권차

권4 附 梁公傳 290 273 1 권두

권1 詩

遊楓嶽入… 16 8 2

권1

西川贈高僧… 17 9 3

登斷髮嶺 18 10 4

入長安寺 19 11 5

次表訓寺東… 20 x 6

萬瀑洞 21 14 7

普德窟 22 15 8

次慧能詩軸… 23 17 9

眞歇臺玩月 24 18 10

開心庵 25 19 11

獅子菴飲甘… 26 21 12

火龍潭 27 22 13

摩訶衍 28 23 14

歷盡內山宿… 29 25 15

次榆店山映… 30 28 16

茂松臺觀海 31 29 17

鳴沙 32 30 18

次蒼峯驛板… 33 31 19

次使相林塘… 34 32 20

<표 2> 이본의 편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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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본 종 본 간본

권1(75항) 권2(70항) 권2→권1의 순 권1만 수록

<그림 2> 이본별 <次錦漳韻>의 변화양상

이와 같은 상은 규장각본 권1의 122항, 권2의 99항에 수록된 <有所思>의 시에

서도 나타난다. 이 경우 간본에는 권1의 122항만이 수록되어 있다. 앞선 사례에

서와 같이 종 본에서는 권1의 122항과 권2의 99항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통합

하는 방식은 단순히 두 시를 후로 배치한 것이 아닌 99항의 두 번째 句가 122항

의 처음과 3-4句 사이에 각기 분리ㆍ삽입되었다. 이와 함께 122항에 존재하던 ‘自

洛南還途中作’이라는 주석도 생략되었다.

규장각본 종 본

권1

有所思 【自洛南還途中作】

前宵一夢 多情 飛過長安數十程 行到月川

跡 錦屛花燭不分明 

錦水東風三月時 樓邊楊柳颺輕絲 騎驢過客和烟

立 手折長條有所思 

天涯別恨海茫茫 客裡看花只斷膓 行到 橋催下

馬 嗄 芳草撲人香 

有所思

⓵病裏逢春不當春 完山花柳只傷神 登樓底事頻

擡眼 洛水橋邊有一人 

前宵一夢 多情 飛過長安數十程 行到月川

跡 錦屛花燭不分明 

錦水東風三月時 樓邊楊柳颺輕絲 騎驢過客和烟

立 手折長條有所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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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본은 시제나 본문을 직  필사하여 교정하는 한편 시제나 본문 상단에 마

름모꼴로 된 작은 첨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도 교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정 

방식과 련하여 <그림 3>과 같이 종 본은 첫 번째 구와 두 번째 구를 제외한 나

머지 구 마다 각 구 의 상단에 圈點을 그리고, 권  바로 아래에 황색 첨지가 

붙어있거나 붙어있었던 흔 이 남아있다. 이 교정 방식에 따라 이후에 시문이 분

리된 것인지, 분리된 것을 통합한 것인지는 재로서는 분명치 않다. 이 에서는 

종 본의 교정 방식에 해서는 거의 언 하지 못했지만, 향후 첨지를 상으로 

한 교정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 본

<그림 3> 종 본의 교정 양식

跨岸危橋一半傾 寒溪嗚咽去年聲 臨流剩灑相思

淚 付 潺湲達玉京 

川上遙思一朶雲 嶺頭猶喜俯秦關 傍人不識停驂

意 苦道斜陽易下山 

去歲桃花玉貌同 今年花 未全紅 重來莫恨 春

早 賴有香風慰病翁

天涯別恨海茫茫 客裡看花只斷膓 行到 橋催下

馬 嗄 芳草撲人香 

⓶人向南州怨未平 江流西去太無情 生憎華岳層

層樹 不借征人望洛城 

跨岸危橋一半傾 寒溪嗚咽去年聲 臨流剩灑相思

淚 付 潺湲達玉京 

川上遙思一朶雲 嶺頭猶喜俯秦關 傍人不識停驂

意 苦道斜陽易下山 

去歲桃花玉貌同 今年花 未全紅 重來莫恨 春

早 賴有香風慰病翁

권2

有所思

⓵病裏逢春不當春 完山花柳只傷神 登樓底事頻

擡眼 洛水橋邊有一人 

⓶人向南州怨未平 江流西去太無情 生憎華岳層

層樹 不借征人望洛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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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간본에서 제외된 시가 종 본이나 규장각본에

서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편의 시를 통합한 것인지, 통합되어 있던 

시를 분리한 것인지에 해서는 좀 더 면 한 고찰이 필요하다.

2) 시제 비교

이본별로 시제를 상으로 비교한 결과는 문집의 변개 과정을 직 으로 보여

다는 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규장각본, 종가본, 간본은 시제의 

차이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단순히 한 자를 바꾸거나 산삭하거나 보완

하는 경우에서부터, 이름을 호로 변경한다든지, 세주를 첨부하여 시제를 명확히 한

다든지, 시제를 보완하여 구체 인 상황을 알려주는 등 이본마다 매우 다양한 내

용으로 변경되었다. 이 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변경된 시제 에서 이본

의 특징 인 부분을 보여주는 사례 7가지를 선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표 3>에

서 ‘【 】’ 기호는 세주의 내용을 의미한다.

규장각본 종 본 간본

1 梧陰泛舟漢江 【尹公斗壽】 客泛舟漢江 【梧陰】 客泛舟漢江

2 眉巖歸江南 【柳公希春】 友生□□歸江南 【柳眉巖】 友生之江南

3 蓀谷客遊龍城 【李君達此入於箕雅】 蓀谷客遊龍城 蓀谷客遊龍城

4 靑溪 【天使朱之蕃香湯盥手後讀之】 靑溪 靑溪

5 靑溪 次苔軒韻 【高公敬命霽峯初號苔軒】 靑溪 【次贈霽峯韻】
靑溪贈金上 時極 

【時極金應 字】

6
奉呈松江相國 【時松江安置江界 

見此詩流涕云】 / 次韻
奉呈松江□□ / 次韻 奉呈松江相國

7
次寄燕京故人滕季達

次寄燕都故人滕季達

   附滕季連詩
x

奉別松嵒大人 奉寄松嵒大人( 복) 奉寄松嵒大人

<표 3> 이본의 구성 비교

먼  첫 번째 사례를 보면 간본의 ‘客’이 종 본에서는 그 로 ‘客’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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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다만 세주에 윤두수의 호인 ‘오음’을 부기하여 客의 정보를 보여주었다. 규

장각본에서는 ‘客’이 종 본 세주에 있던 ‘오음’으로, 세주의 내용은 오음의 이름을 

첨가하여 ‘윤공두수’로 변경됨으로써 이본별로 시제가 변화하면서 자 정보가 명

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도 첫 번째 사례와 유사한 경우로, 

간본에서 ‘友生’으로만 기재된 미상의 인명에 해, 종 본에서는 세주에 담았고, 

규장각본에서는 이를 직  시제에 추가함으로써 ‘우생’이 미암 유희춘임을 알 수 

있게 하 다. 아울러 ‘之’의 표 도 종 본에서 ‘歸’로 명확하게 변경되었고, 규장각

본에서도 동일하게 교정되었다.

세 번째 사례는 규장각본에만 삽입된 세주로, �기아�

에 해당 시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아�

는 壺谷 南龍翼(1628-1692)이 신라 최지원에서 조선 

숙종 때의 김석주에 이르는 497인의 시를 모아 14권으

로 엮어 만든 책이다. 1688년(숙종 14)에 목활자본인 

교서  필서체자로 인출되었다. 간본과 종 본에서 

‘ 蓀谷客遊龍城’의 시제가 �기아�에서는 <그림 4>와 

같이 <宋李益之向南原>으로 변경되었는데, 규장각본은 

�기아�에 수록된 것을 확인하 으나 蓀谷 李達(1539- 

1612)의 자인 ‘益之’나 南原으로 변경하지 않고, 원 시

제를 그 로 둔 채 ‘李君達此入於箕雅’라고 하여 손곡

은 이달이고, 이 시가 �기아�에 나온다는 정보만을 세

주에 부기하 다. 이를 근거로 규장각본의 필사 상한연

는 1688년 이후가 된다.

네 번째 사례는 �기아�에 수록된  다른 시인 ‘靑

溪’에 한 것이다. ‘靑溪’의 시제는 이본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 으나, 규장각본에

서는 ‘天使朱之蕃香湯盥手後讀之’라고 하여 국사신 주지번이 향탕에 손을 씻은 

후에 ‘청계’라는 시를 읽었던 상황을 주기하 다. 아마도 이 내용은 1609년( 해군 

1)에 선조의 賜祭使로 온 웅화가 작성한 이 책의 서문에서 ‘조선에 사신으로 왔던 

<그림 4> �기아� 속 

양 박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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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번이 귀국 후에 조선에 양씨가 있는데 일 이 향탕에 손을 씻은 후에 그의 청

계당시를 읽었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기록에 의거한 듯하며, 이본의 변화과정에서

는 확인하기 어려운 주석이다.

다섯 번째로 간본의 <靑溪贈金上 時極 

【時極金應 字】> → 종 본의 <靑溪 【次贈霽峯

韻】> → 규장각본의 <靑溪次苔軒韻 【高公敬命

霽峯初號苔軒】>으로의 변화과정을 주목할 수 

있다. 간본에서 金時極 즉 金應 에게 주었

던 시가 필사본에서는 제  고경명에게 차운한 

시로 변개되어 있다. 내용은 동일한데, <그림 

5>와 같이 종 본에서는 ‘贈金上 時極’이 있어

야 할 자리가 抹되어 있다. 해당 부분을 확

해보면 희미하게 ‘金上 ’의 획이 남아있으

며, 이를 통해 무엇을 근거로 수창한 인물이 

바 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간본 → 

종 본 → 규장각본으로 시제가 교정․변화ㆍ

정착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奉呈松江相國>의 경우에는 간본에서는 이러한 시제로 된 해당 

시 1편만 수록되어 있는데, 종 본에서는 시제에서 ‘相國’이 탈락되고, 차운한 시 1

편이 추가된다. 추가된 차운시는 ‘黃昏有佳月 吾 美人期 劍閣本來坦 太行何事危 

誰能識上古 方欲問無爲 滿酌一杯酒 共歡堯舜時’이며, �松江續集� 권1에 <江界謫中 

次梁靑溪 【大樸】韻>의 시제로 실려 있다. 이 �송강속집�의 시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가 강계의 소에서 청계 양 박의 시에 차운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

한 정보를 토 로 규장각본에서는 송강이 유배된 상황과 심정  시에 한 평가

가 깃든 ‘당시 송강이 강계에 안치되었는데 이 시를 보고 물을 흘렸다고 한다’의 

세주를 추가하 다. 송강 정철은 1591년(선조 24)에 일어난 建儲問題로 해군의 

책 을 건의했다가 직되었고, 明川ㆍ진주를 거쳐 江界에 리안치되었다. 임진왜

간본 종 본

‘▨金上 ’

<그림 5> 인물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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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일어나자 사면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체직된 후 사망했으며, 사후인 1594년에 

다시 삭탈 직 되었다가 1623년에 이르러서야 김장생 등의 신원으로 1624년에 

작이 복구되었다. 이후 1691년에 다시 작의 추탈, 1694년에 작의 복구 등 일련

의 부침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종 본에서도 ‘相國’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규장각본 권1의 제11항과 제12항에 수록된 <次寄燕京故人>, <奉別松

嵒大人>에 한 시이다. <그림 6>과 같이 규장각본은 이 두 편의 시가 각각의 시

제로 동등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종 본에는 < 별송암 인>의 시가 <附滕季連詩>

의 부록 형식으로 첨부되었고, 첨부된 <부등계련시>는 제258항의 <奉寄松嵒大人>

이란 시제로 복 게재되었다. 간본에서는 <차기연경고인>은 락되어 있고, <

별송암 인>은 ‘別’을 ‘寄’자로 변경하여 종 본과 동일한 < 기송암 인>으로 수록

했다.

규장각본 종 본 간본

제11항, 제12항
제205항과 

附

제258항

(附 과 복)

<그림 6> 시제  세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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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에 힌 세주의 내용을 보면 이본간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먼  간본의 < 기송암 인> 시제 아래에 있던 세주가 규장각본에서는 <차기연

경고인등계달>의 세주로 변경되었다. 이는 종 본에서 <부등계련시>가 <차기연도

고인등계달>의 부록 형식으로 첨입되면서, 이러한 체제 변화를 염두하고 세주를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간본, 종 본, 규장각본의 순으로 세주의 내용을 차례

로 기하면 다음과 같다.

간본

滕達 字季達 號北海 中朝秀才之名 能詩 也

從韓天使到本國 旣還 賦藩京七子詩寄來                   其一卽此詩也    松嵒 先

時號也

종 본
滕達 字季達 號北海 中朝秀才之名 能詩 也

從韓天使到本國 旣還 賦藩京七子詩寄來                    其一卽此詩也

규장각본
滕達 字季達 號北海 中朝         能詩人

從韓天使到本國 旣還 賦藩京七子詩寄來 贈林塘ㆍ文峰諸公 而其一卽此原韵

세주의 반 인 내용은 ‘등달이 국 사신 韓世能을 따라 조선에 왔다가 돌아

가서 �藩京七子詩�를 지어 보내 왔고, 그 시 의 하나가 바로 이 시라는 ’이다. 

여기에서 약간의 문자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를 들어 등달의 ‘秀才之名’이 규장각

본에서 삭제되었고, 신 등달이 �번경칠자시�를 증여한 사람이 林塘 鄭惟吉(1515 

-1588)과 문  정유일이라는 요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간본에 있는 ‘松

嵒은 先 가 어려서 사용했던 호’라는 정보는 종 본 이후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

는 양 박의 어린 시  호가 송암이라는 사실이 집안에서는 비교  잘 알려진 사

실이라는 과, 간본의 간행을 주도하면서 그를 선고로 지칭할 수 있는 사람으

로서 양경우가 작성한 주기라는 에서 이후의 이본들에서는 삭제된 듯하다.

3) 내용 비교

�청계집� 이본 간에는 편차의 이동, 시제의 변화 이외에 내용에 있어서도 변개

된 부분이 확인된다. 다만 지면의 한계로 체 시를 상으로 내용 비교를 진행하

지 못하 고, 종 본에 보이는 교정 상황을 토 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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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규장각본 권1의 제65항에 실린 <次夜 韻>이다. 간본에는 <次蓀谷夜

韻>으로, 본에는 <次蓀谷夜 韻二首>로 수록되어 있다. 간본과 종 본에는 

손곡에게 차운한 시임을 명기하 으나, 규장각본에서는 차운의 상을 생략하 다. 

종 본은 한 편이 아닌 두 편의 시를 수록하면서 시제에 ‘二首’라고 부기하 으나, 

부기된 내용은 서체가 다른 으로 보아 이후에 교정 과정에서 추기된 것으로 보

인다. 아울러 교정과 함께 본문의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간본의 

‘樓前一曲 溪深 樓外千行柳作林 樓上佳人夜吹笛 碧雲凝處月成陰’의 내용이 ‘林’과 

‘陰’의 두 자만 남긴 채 모두 변경되었다가, 원래 로 수정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림 7>과 같이 난상에 ‘只書上篇’ 즉 ‘앞 편만 필사하라’고 지시한 籤

紙를 통해 이후 필사본에서는 두 편의 시 에 첫 번째 시만 수록된 채 두 번째 

시는 산삭된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 종 본 간본

次夜 韻 次蓀谷夜 韻二首 次蓀谷夜 韻

<그림 7> <次夜 韻>의 시제와 내용의 변화  교정

종 본은 교정의 흔 이 곳곳에 남아있어 육안으로 보더라도 교정본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첨지를 근거로 볼 때 간본이 아닌 筆寫定稿本을 제작하기 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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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이었던 것 같다. 여기에 실린 두 편의 시 에 두 번째 시의 내용인 ‘庭樹吟風

宿鳥稀, 隔籬茅屋用深扉, 幽人獨 暮山坐, 明月漸高雲自飛’는 간본이나 규장각본

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향후 세 이본의 비교를 토 로 

체제나 시제의 비교를 넘어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가감이 발생하는 지를 분

석하는 작업은 양 박의 시문과 행 을 실증 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요

하다고 할 수 있다.

4. 이본의 가치와 활용방안 모색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세 이본의 계는 간 으로나마 간본 → 종 본 → 

규장각본의 순으로 체제나 시제가 변화되었다. 양 박이 생 에 지은 천여 편의 

시 에 약 200여 편만이 간행되었다가, 다른 문집에 실린 내용이나 련된 인물

들과의 정보 교류를 토 로 차 내용을 확장해 가면서 규장각본에 이르러서는 

340여 편의 시문이 수록되었다. 당  이러한 수치 인 우 에서 규장각본을 선본

으로 선정ㆍ 인하여 활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을 통해 이본마다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됨을 확인하 다. 이러한 

에서 향후 세 이본에 한 치 한 조와 교감을 통해 새로운 정본을 제작할 필

요가 있다.

시제와 세주의 가감에 따라 간본이나 종 본에서 알 수 없던 정보들이 규장

각본에서 확인되며, 규장각본에서 삭제된 정보들은 간본이나 종 본을 토 로 

보완할 수 있다. 를 들어 규장각본의 <次景嚴韻>의 경우 간본에서도 <차경엄

운>으로 되어 있는데, 종 본에는 <次景嚴病中聞諸公登統軍亭有作韻>이라고 기록

되어 있어 양 박이 아  와 에도 諸公들이 통군정에 올라 시를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경암에게 차운했던 상황을 상당히 구체 으로 알 수 있다. 이 외에 특기할 

만한 부분은 간본에는 수록되지 않은 시를 상으로 규장각본과 종 본만을 

조해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컨  규장각본은 종 본에 있는 시를 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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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상황이나 심정  시간에 한 내용, 차운한 인물에 한 정보와 자격 등

에 한 내용이 삭제된 경우가 상당수 보인다. 이  몇 가지 사례를 들면 <표 4>

와 같다.

no. 규장각본 종 본 비고

1 次使相金郊復疊韻 使相到金郊復用前韻又次其韻 到

2 次西厓翠屏山復疊韻 【柳成龍】 次西厓翠屏山道中又用前韻之韻 【柳成龍】 道中

3 次文峯安城館韻 次文峯安城館道中韻 道中

4 次許太史迴瀾石韻 次使相用許太史迴瀾石韻 使相

5 次習齋新安館開宴韻 次習齋留新安館主牧開宴韻 留, 主牧

6 次文峯宿林畔館韻 次文峯宿林畔館夜坐書懷韻 夜坐書懷

7 次曲城聯句韻 【病未參  追和以謝】 次曲城聯句韻 【以病未參聯句之 追和以謝】 聯句之

8 次使相奉呈景肅韻 次使相奉呈景肅令公韻 令公

9 次西崖迎春 韻 次西崖迎春 夜吟韻 夜吟

10 病裏聞三學士雪後登統軍亭 病裏聞三學士雪後登統軍亭不覺流涎敢呈拙句 不覺流涎/敢呈拙句

11 謝文峯 佳人 謝文峯學士 佳人 學士

12 凝香  示蓀谷 凝香 夜坐示蓀谷 夜坐

13 次晚眺韻 次蓀谷晩眺韻 蓀谷

14 次夜吟韻 次蓀谷夜吟 蓀谷

15 江南折梅 寄孤竹 【徐益】 江南折梅 寄孤竹學士 學士

16 剛泉山 贈鳳巘 剛泉山 贈鳳巚山人 山人

17 次仁釋軸中韻 次仁山人軸中韻 山人

18 次圓釋韻 次圓山人軸中韻 山人

19 蕩春臺醉吟 四首 蕩春臺醉吟贈友人 贈友人

20 輓東陽申太守 【雲峯倅】 輓東陽申太守 【以雲峯倅病化】 病化

21 次三畏齋韻 【齋南 玉果雪山】
次三畏齋韻 【齋南 雪山相 故第四云云雪山

玉果縣後山名】
後山名

22 龍灣 次松嵒韻(林塘) 在龍灣次松嵒病中偶吟韻(林塘) 病中偶吟

<표 4> 구체성이 드러나는 종 본의 시제

<표 4>의 ‘비고’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도착해서(到)ㆍ길에서(道中)ㆍ머무르면

서(留)ㆍ아  상태에서(病中)ㆍ밤에(夜)ㆍ우연히(偶), 聯句 에서 등의 상황이나 

상태, 손곡 蓀谷ㆍ學士ㆍ友人ㆍ山人 등의 인물이나 인물의 자격 등이 삭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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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 장소, 상태나 행  등과 련된 요한 정보들을 

분류하고 종합화한다면 양 박이 살아온 행 이 시공과 감정의 용어와 조우하여 

보다 생명력 있게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컨  시제에 붙은 ‘舟, 乘船, 登, 道中, 

出城, 抵, 發, 酌, 逢, 別’ 등의 행 를 알 수 있는 시, ‘夜, 秋, 曉, 蚤, 雪’와 같은 

시간이나 계 을 알 수 있는 시, ‘病中 ’ , 懷, 悼, 輓, 祭‘와 같은 감정을 알 수 있

는 시들을 용어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인물 정보를 토 로 그가 생 에 교유한 인물과 어떤 방식의 교류가 있었

는지를 악할 필요가 있다. 이본을 토 로 종합한 결과 300여 편이 되지 않는 시 

에서도 양 박의 수많은 인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다. 략 70여 명이 넘는 

인물들이 출 하는데, 향후 시제에 수록된 계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할 수 있다.

조

선

인

霽峯(苔軒) 高敬命, 孤竹學士 萬竹 徐益, 習齋 權擘, 松溪 權應仁, 錦漳學士 白麓 辛應時, 

秀才 金象坤, 潭陽의 健齋 金千鎰, 都事 沈友正, 雲峯縣監 東陽 申太守, 西崖 柳成龍, 보검

을 찬 朴景壽, 相國 思菴 朴淳, 沙溪主人 房應賢(1523-1589), 山人 邊士貞, 使相 觀海  鄭

惟吉, 崔顒, 三學士, 城主 尹仁涵, 牛溪 成渾, 俛仰亭 宋純, 宋寅(1517-1584), 垂胡 林芑, 愼

兼, 沈高原, 春澗 吳積, 秀才 吳天賚, 玉峯居士 白光勳, 雪峯 元士宗, 眉巖 柳希春, 月汀 尹

根壽, 梧陰 尹斗壽, 蓀谷 李達, 友人 鳴谷 李山甫, 相公 鵝溪 李山海, 栗谷 李珥, 李再榮, 評

事 白湖 林悌, 使相 林塘 鄭惟吉, 從事官 文峯 鄭惟一, 相國 松江 鄭澈, 昌原府使 張義國, 

楓崖 安敏學, 許筠, 慧禪(慧能上人), 琴師 洪長瑾(洪長斤)

45인

가

족
家大人(家君), 兄, 長子 3인

승

려

覺釋, 覺師, 觀師 靈觀(1485-1571), 奉恩寺僧, 見星庵僧, 圓釋(圓山人), 仁釋(仁山人), 

百丈寺 巖師, 照師, 宗禪(宗上人), 高僧 玄默
11인

기

녀
完山의 紅妓, 瀛洲의 歌妓, 玉梅, 美人, 佳人, 香人 6인

미

상

景嚴, 孤石亭主人, 主牧, 方伯, 府伯, 正使, 城主, 玉果 金座首, 李太守, 義原令, 鳳巚山

人, 副使, 春卿 叔題, 太史 許, 上  沈, 遺孤, 太乙眞人, 通判城主, 學官 魚, 黃琴手
미상

국인 滕北海, 給事 張, 房上 , 天使 韓世能, 太史 許, 學士 滕達, 黃山督郵 7인

<표 5> 이본의 종합화를 통해 확인한 양 박의 인  네트워크

<표 5>와 같이 양 박이 교유한 인물로는 相國 등 고 료로부터 座首 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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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까지, 국 사신, 당 의 이름난 문장가와 사상가, 평범한 학인, 가족, 평민, 

승려, 기녀 등에 이르기까지 인  계망이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다.

양 박의 �청계집� 이본에는 이러한 인물정보 이외에도 장소정보도 상당히 풍

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양 박은 1565년에 지리산을 여행했고, 1572년(선조 5)에 

원주목사로 나간 부친 艤를 방문했다가 강산을 유람하는 과정에서 <金剛山紀行

>을 작성하 다. 이 시기 임당 정유길의 제술 이 되어 국사신을 맞기 해 

의주로 향했는데, 이 때 지었거나 使相 정유길, 天使 한세능과 주고받은 시문들도 

많이 남아있다. 1580년(선조 13)에는 다시 지리산을 유람하고, 44세가 되던 1586년

(선조 19)에 吳積 등과 함께  다시 지리산을 여행한 후 그 유명한 <頭流山紀行

>을 남기기도 하 다. 이 외에도 지리산 두모담에서 오 에게 차운한 시인 <次

春澗頭毛潭韻>이 세 이본을 통해 해지고 있다. �청계집�은 상기한 기행록의 유

명세로 인하여 이미 기행문학의 측면에서 유람의 과정과 산을 하는 그의 인식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지리산 기행의 일환인 <차춘간두모담운>이나 사행길에 주

고받은 시 등 편린으로 흩어져 있는 시를 모아 다양한 장소들을 사건과 시간, 그

리고 인물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고 체 인 시각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상기한 인물, 장소, 사건 정보들은 이본의 철 한 비교분

석과 조합을 통해 구체성과 완 성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향후 정

본화 로젝트 등을 통해 방 인 비교, 분석  교감을 진행하고, 상기 정보들

을 토 로 보다 쉽게 검색이 가능한 아카이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청계

집�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차운한 인물들의 시 속에서 양 박의 

시 는 차운 당시의 체 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시들을 종합화하여 양 박의 문

학 연구  조선 기 한문학 연구를 한 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

례로 규장각본 권4 附 에 수록되어 있는 <靑溪步虛亭縣板韻>을 들 수 있다. 이 

은 思菴이 靑溪의 步虛亭縣板을 상으로 시를 짓자, 당  문장으로 이름난 인

물이자 양 박과 깊은 교류가 있었던 인물들이 박순(1532-1589)의 原韻에 차운하

여 양 박에게  시이다. 이본 간의 시제 비교  차운시를 남긴 인물을 살펴보

면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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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본 종 본 간본

靑溪步虛亭縣板韻

【思菴朴相公原韻在上】
寄題步虛亭贈靑溪主人

寄贈靑溪主人 

【先 晩年結屋靑溪 貴游 多留詩 

今取若干首傳之】

次韻 [白麓]

次韻 [萬竹]

次韻 [西坰] 【主人在洛 落句及之】

次韻 [全山]

次韻 [霽峯]

次韻 【自註 始以觀察使來遊是亭 

以體察使重到 主人已歿】 [梧陰]

原韻

次…白麓

次…萬竹

次…西坰 【主人在洛 落句及之】

次…全山

次…霽峯

次 【自注 始以觀察使來遊是亭 

後十年 又以體察使重到 主人已

歿 感而賦之】 [梧陰]

原韻

次韻 [白麓]

次韻 [萬竹]

次韻 [西坰] 【自注 主人在洛 故

落句及之】

次韻 [全山]

次韻 [霽峯]

次韻 【自注 始以觀察使來遊是亭 

後十年 又以體察使重到 主人已

歿有感】 [梧陰]

<표 6> <청계보허정 운>의 이본비교

<표 6>을 보면 시제는 <寄贈靑溪主人> → <寄題步虛亭贈靑溪主人> → <靑溪步

虛亭縣板韻>의 순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간본에는 ‘【先 晩年結屋靑溪 貴游多

留詩 今取若干首傳之】’라고 하여 양 박이 만년에 청계가에 집을 지었는데 귀한 

사람들이 와서 시를 남긴 것이 많았기에 간본을 편찬하면서 그  약간 편을 선

정하여 후 에 하고자 하는 뜻을 주석으로 남겨두었다. 간본과 종 본에는 사

암 박순의 원운시와 함께 차운시가 순차 으로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 규장각본에

서는 원운이 권1의 제10항에 있는 ‘靑溪精  次思菴相國韻’의 시제와 그 내용에 이

어 ‘原韻’만이 수록되어 있다.

차운한 인물들은 백록, 만죽, 서경, 산, 제   오음으로 백록 辛應時, 만죽 

서익(1542-1587), 서경 유근(1549-1627), 제  고경명, 오음 윤두수를 말하는데, 

산이 구를 지칭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오음의 차운시를 보면 간

본에서 ‘始以觀察使來遊是亭 後十年 又以體察使重到 主人已歿 感而賦之’라는 주석

이 달려있는데, 이를 풀이하면 윤두수가 처음에 찰사가 되어 보허정에 왔다가, 

10년 후에 다시 체찰사로 부임해서 가게 되었는데 이미 주인(양 박)은 사망한지

라 감회가 일어 작성했다고 한다. 실제로 윤두수의 문집인 �오음유고�에 이 차운

시가 실려 있다. 그런데 시제는 <南原淸溪洞梁大樸別業次韻>으로 되어 있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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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석과 같은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본문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확

인된다. 내용에 있어서 �청계집� 3종의 이본은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문집

의 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시문의 차이 한 향후 동일 문집의 이본 조

와 함께 련 문집간의 상호 고증 한 필요한 부분이다.

규장각본 �오음선생유고� 권1

시제 靑溪步虛亭懸板韻 南原淸溪洞梁大樸別業次韻

내용

山中信美 平原 捨馬撑船扣石門 已識鍊丹大

茅洞 還疑避世 桃源 客行惜發留旌節 往事難

刻劍痕 道士上天鶴飛去 寂寥終日 空樽

山中信美 平原 捨馬撑船叩石門 何似鍊丹大

茅洞 還疑避世 桃源 玆遊已足 眞  往事難

追刻劍浪 道士上天鶴飛去 寂寥終日 空樽

차운시의 시제가 �오음유고�에서는 <南原淸溪洞梁大樸別業次韻>으로 되어 있는

데, 이 정보를 통해 보허정은 남원 청계동의 양 박의 별장이라는 보다 구체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오음유고�에서는 보허정을 상으로 하여 

양 박을 비롯한 박순, 백록, 만죽, 서경, 산, 제 이 수창하던 흔 들을  찾

을 수 없다는 결함도 지니고 있다.

이 외에도 서로 다른 인물간의 문집 비교를 통해 상호 보완이 가능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보허정에 차운했던 인물 의 한명이자 이이ㆍ성혼 등과 

교류했던 신응시로, 그의 문집인 �백록유고�를 통해 알 수 있다. 

규장각본 �백록유고�, 七 絶句

시제 廣寒樓 奉酬靑溪 [錦漳] 贈梁大樸 

내용
桃花如錦柳如絲 烏鵲橋邊欲別時 海

徼月明相憶處 連堤芳草詠君詩

桃花如錦柳如絲 烏鵲橋邊欲別時 海嶠月明相憶處 

連堤芳草詠君詩 【梁有極目連堤芳草主之句】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청계집에 ‘廣寒樓 奉酬靑溪 【錦漳】’이라고 되어 있는 

장학사 신응시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백록유고�에서는 시제가 단순히 <贈梁

大樸>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는 �청계집�의 내용이 �백록유고�의 내용을 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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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풍부한 상상력을 가져올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례로 �문

선생문집�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문집은 퇴계 이황의 문인이자 �청계집�에 자주 

등장하는 문  정유일의 시문집이다. �문 선성집� 권2에는 <黃州道中 次梁大樸呈

使相韻>이라는 시가 보이는데, 이 시는 황주로 가는 길에 양 박이 사상[정유길]

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이 시가 �청계집�에 직 으로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 활동과 련된 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황주로 출발할 때에 정유길에

게 올린 시인 <黃州曉發 謹呈使相>과 황주로 가는 길에 수호자 임기에게 차운한 

시인 <次垂胡黃州道中韻>이다. 이처럼 두 문집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유길의 제술

으로 사신을 맞이하기 해 황주로 가는 노정에서 겪는 사건과 감정의 흐름을 

보다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 �文峯先生文集� 권2, 詩

시제 - 黃州道中 次梁大樸呈使相韻

내용 -

寒原亂水自縱橫 岐路無窮客倦行 江樹盡凋粧野色 塞

鴻時落度雲聲 三年南國靑山隔 千里西關白髮生 回首

迢迢海天外 路迷何處是主城

시제 黃州曉發 謹呈使相(권1)

-

내용

纔登峻坂斷橋橫 王事寧嫌叱馭行 

淸曉節旄隨月影 黃州皷角雜江聲 

風塵驛路三秋盡 鞍馬他鄕百感生 

遙憶故園鱸膾美 幾回歸夢繞龍城

시제 次垂胡黃州道中韻(권2)

내용

落照穿雲山自明 郵亭立馬數前程 

悲凉卽物挑歸思 嗚咽溪流 遠行 

西塞雪添秋客鬢 楚鄕霜折紫蘭莖 

飄零身世偏多感 問 求田計未成

 다른 사례로 林悌(1549-1587)의 시문집인 �林白湖集�을 들 수 있다. 임제는 

羅州에서 태어나 20세가 되던 해에 속리산으로 들어가 成運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후로도 속리산 住雲菴에서 독서를 지속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던 해에 제주에

서 상경하는 길에 남원에 들러 한루에서 白光勳, 이달, 양 박 등과 시회를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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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시 수창한 시를 모아 �龍城唱酬集�을 엮었던 인물이다. �청계집�에는 그와 

련된 내용이 비교  많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청계집�에는 없는 양 박이 직

 지은 <別靑溪之京>이라는 시는 �청계집� 정본화  새로운 본의 사료로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규장각본 �林白湖集�

시제

-

別靑溪之京 [梁大樸]

내용

春日 君去 幽懷誰 娛 淸時還有味 此物笑

非夫 野艇兼茶竈 靑溪近白湖 桃花煙水闊。

乘月訪吾無

시제 都門外 別林評事赴關西 [白湖] 贈別梁大樸 【公以關西評事出去時也】

내용

驅馬關河試壯遊 天涯佳節一年秋 臺隍明滅浿江

水 羅綺繽紛浮碧樓 里風烟無盡藏 浮生離合有

餘  臨歧更奏 君曲 世事令人催白頭

騂弓白羽出西關 落日秋雲九陌寒 故人旅病

終南下 相 都門 學官

이 외에도 임제가 백 훈, 이달, 양 박 등과 한루에 모여 시회를 열 던 상

황이 �임백호집�의 <龍城廣寒樓酒席酬唱>에는 남아있지만 �청계집�에는 수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임 이외에도 양 박은 한루에서 신응시와도 시를 주

고받았는데, 이는 규장각본의 <廣寒樓 奉酬靑溪>와 <廣寒樓 贈別錦漳學士巡撫沿

邊>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규장각본 �林白湖集�

시제 廣寒樓 奉酬靑溪[錦漳] 龍城廣寒樓酒席酬唱

내용
桃花如錦柳如絲 烏鵲橋邊欲別時 海徼

月明相憶處 連堤芳草詠君詩

賓主交懽俗物稀 一樓除我摠能詩 晩山當檻雲初斂 淸

景撩人席屢移 半醉半醒深夜後 相逢相別落花時 橋邊

楊柳和煙綠 欲折長條贈所思

南浦微風生晩波 晴煙低柳碧斜斜 山分仙府樓居好 路

入平蕪野色多 千里更成京國夢 一春空負故園花 淸

話別新篇在 却勝驪駒數曲歌

次[東里李達]

淸溪雨後起微波 楊柳陰陰水岸斜 南陌一 盡醉 東

風三月已無多 離亭處處王孫草 門巷家家枳殼花 流落

天涯爲客久 不堪中夜聽吳歌

次[玉峯白光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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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송암 양 박의 문집을 비롯하여 그와 교류했던 동리 이규, 옥  백

훈, 장학사 신응시 등 련 인물들의 문집을 비교하고 종합화함으로써 남원 

한루를 배경으로 펼친 시의 향연과 시회의 모습을 구체 으로 그려볼 수 있다.

5. 맺음말

비교  짧은 생애를 살았던 양 박은 을 잘하는 선비로서 당 의 명사들과 

교유하고, 로 축 한 부유한 재산을 기반으로 지리산과 강산 등 여러 곳을 

기행하면서 수천 편에 이르는 시문을 남겼던 문장가 다. 아울러 임진왜란이 발발

하자 가산을 부 털어 의병을 모집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미처 싸워보기도 

에 장의 이슬이 된 충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서얼이라는 신분  한계로 인

해 살아서는 높은 직에 올라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 고, 죽어서도 충

신이란 이름을 공인받기까지는 이백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의 능력에 한 

후 의 평가는 서얼 차별에 하 규정과 허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종종 거론되는

데, 허균은 �성소부부고�에서 “우리나라에서 庶出로 세상에 이름을 낸 자는 魚無

迹ㆍ李孝則․魚叔權ㆍ權應仁ㆍ이달ㆍ양 박이 가장 드러났다8)”고 언 할 정도

다. 아울러 정조 에 조선시  서얼 차별에 한 규정과 허통의 실상을 나라

畫欄西畔綠蘋波 無限離情日欲斜 芳草幾時行路盡 靑

山何處白雲多 孤舟夢裡滄溟事 三月煙中上苑花 樽酒

易空人易散 野禽如怨又如歌

次[松巖梁大樸]

烏鵲橋頭春水波 廣寒樓外柳絲斜 風煙千古勝區在 詩

酒一場歡意多 誰向離筵怨芳草 行看歸騎踏殘花 天涯

去住 如織 強把狂 替浩歌

시제 廣寒樓 贈別錦漳學士巡撫沿邊

-
내용

征旆明朝傍海行 東風官道馬蹄輕 三春

作客饒歸夢 千里思親易感情 暫向嚴程

拚勝  共携佳節醉深觥 登樓惜別 如

織 極目連堤芳草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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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어 놓은 �통색촬요�에서는 “양 박은 문장을 잘하는 선비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모았으나 스스로를 낮춰 의병장 고경명에게 소속되었고, 아들 양경우에

게는 고경명을 배조하여 기록하는 임무를 맡도록 했다. 소모 으로 해남에 가서 

분개하여 싸우다가 운명하 는데, 이러한 忠義에도 불구하고, 梁周翊(1722-1802)이 

그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병조 낭 에 오르자마자 나라에 보탬을 주지 않았던 자들

까지도 논박하고 배척하기에 이르 다.”9)고 기술하고 있다. 양 박의 선 는 물론 

그 후손은 문장으로 이름난 인물들이 많았고, 이러한 가학을 바탕으로 18세기에 

이르러 양주익은 로에 오르기는 했으나, 서얼의 굴 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모

진 논란에 휘말리다가 결국은 배척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양 박이 처한 신분상의 한계로 인하여 그의 문학  지 와 충신으로서

의 개는 그의 사후 2백여 년이 넘도록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다. 아들 양경우를 

비롯하여 호남 유생들의 정려 요청과 포상을 한 상소가 지속 으로 제기되었으

나 그들의 요구는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다가 1786년(정조 10)에 이르러 충신 

양 박에 한 일련의 증직과 포상  면역 등 다양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1796

년에 이르러 충신과 함께 문장가로서의 능력까지도 공인하고 그 상을 만방에 알

리기 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작업이 바로 양 박의 �청계집�과 그가 창의한 

사실이 담긴 �종군일기�를 비롯하여 그의 아들인 제호 양경우와 동애 양형우의 

문집인 �양 사마실기�를 간행한 것이다.

공신력을 지닌 양 박 문집의 결정 이라고 할 수 있는 �양 사마실기�가 나오

기까지는 지 까지 살펴본 간본, 종 본, 규장각본 등과 같은 이본들의 역할이 

지 않았다. 간본이 나온 이래로 후손들의 고증을 거쳐 종 에서 필사교정본이 

제작되었고, 필사본의 유통에 따른 다양한 이본들 속에서 양 박이 작품들이 추가

되면서 차 간본에 비해 완정한 상태로 나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재까지 확인

된 가장 늦은 시기의 필사본으로서의 규장각본이 편찬되었다. 다만 규장각본은 17

세기 이후 간행, 필사된 �청계집�의 후속원고본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18세기 후반

8) �惺所覆瓿稿� 권5, 文部2 序.

9) �通塞撮要� 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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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 사마실기�를 간행하기 한 고본으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0)

이 에서는 간본, 종 필사본, 규장각필사본을 상으로 각 이본의 체제와 

특징을 통해 하나의 선본을 선정하기보다는 이본 하나하나에서 확인되는 세주의 

내용을 보완하여 정본화하는 작업이나 새로운 선본의 제작이 필요함을 언 했다. 

아울러 시를 분석하여 인물정보, 장소정보, 사건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구조화하

고 이를 검색과 활용이 가능한 아카이 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했다. 

한 �청계집�을 토 로 다른 문집의 미미한 이나 오류들을 보완하거나, 타인의 

문집 속에서 양 박과 련된 정보를 찾아내는 사례를 통해서 양 박의 새로운 시

문의 발견은 물론 그의 행 과 그를 둘러싸고 벌어진 다양한 사건과 계  경치 

등에 한 보다 풍부한 서술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토 로 선본 비정

을 한 서지  연구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이 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양

박의 생애와 문학  성과 등에 있어서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

한다.

논문투고일(2021. 10. 31),   심사일(2021. 11. 18),   게재확정일(2021. 11. 29)

10) 김소희,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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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ifferent Versions of a Literature Collection by 

Cheonggye Yang Daebak

Kim, So-Hee *

11)

In this article, the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Cheonggyejip, a collection of Yang 

Daebak from Namwon Yang Clan, were compared with its different versions including its 

first volume of block book, a manuscript stored in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and a 

manuscript stored in Gyujanggak. The results reveal the necessity to produce a new copy 

by making original one upon supplementing the details of footnotes found in each version, 

rather than assigning one original copy.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d the necessity to structuralize a variety of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laces, events, and so on and to establish them as the 

archive to be able to search and utilize, by analyzing the poems. Also, it was confirmed 

that incomplete records or errors found in the collections written by Yang Daebak’s 

colleagues could be supplemented and corrected based on Cheonggyejip. On the other 

hand, discovery of information related to Yang Daebak in others’ collections could assist 

to find new literature written by Yang Daebak and describe various events, relationship 

with peers, scenes, and so on related to his activities. Based on this study, it is anticipated 

that bibliographical necessity to choose the original copy is reviewed and further studies 

are conducted on his life and literary performances by offered methodology. 

Key words : Namwon Yang Clan, Yang Daebak, Yang Kyungwoo, Cheonggyejip, 

Different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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