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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재지사족의 재난 경험과 

기록의 정보화
- 구상덕의 �승총명록�을 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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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명  *

1. 머리말

2. 구상덕의 과거 응시 내역과 단 원인 재검토

3. 재난에 따른 과거 활동의 축과 단

4. 재난 련 기록정보의 집 과 활용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은 왕조국가이므로 국왕의 성품과 자질, 업 에 따라 해당 임 이 다스렸

던 시 를 규정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1724년에 즉 한 조는 국왕 주도

의 정국 운 을 통해 노ㆍ소론의 정치 립을 억제하고 백성에게도 선정을 베풀

어 재  52년간 ‘치세’를 이루었다고 알려져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시기의 

사회ㆍ경제  발 과 문화 융성의 면모도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조 의 역사

상은 개 국가  차원에서 앙 정부의 시각을 반 하고 있는 실록 등의 찬 

사료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그 지만 조의 시 에서 간취되는 정 인 인상과는 별개로 17~18세기는 

소빙기로 표상되는 이상 온과 기후 불순의 여 가 사람들을 강타한 재난의 시

* 국사편찬 원회 편사연구사.



292·한국문화 94

간 에 속해 있었다. 인조  병정 기근(1626~1627)과 계갑 기근(1653~1654), 

종  경신 기근(1670~1671), 숙종  을병 기근(1695~1696) 등이 미문

의 재앙으로 회자되었다. 18세기 조 연간에서도 ‘大殺年’의 참상은 여 하 다. 

해마다 주기 으로 찾아오는 가뭄과 물난리는 흉년과 기근을 불러왔고 삶의 터

인 향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돌림병으로 불리는 염병의 창궐은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다. 느닷없이 호랑이가 집안까지 들이닥쳐 사람의 혼을 빼

놓고 인명과 가축을 해치는 일도 지 않았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사람에 의한 재난도 심각하 다. 어려운 때일수록 마을에는 도둑이 들끓었고, 폭

력 인 세  징수는 삶의 의욕을 앗아놓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리기는 쉽지 않았다. 이 모든 내용은 경상도 고성의 재지사족인 

月峯 仇尙德(1706~1761)이 쓴 일기 �勝聰明 �에 핍진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승총명록�에는 구상덕이 20세 되던 1725년( 조 1) 7월 29일부터 

세상을 뜨기 사흘 인 1761년( 조 37) 8월 25일까지 장장 37년간의 일기가 담

겨 있다. 여기에는 날씨와 기후 변화는 물론이고 과거 응시와 書齋 경 , 집안의 

소사와 향 에서의 생활, 농사 작황과 물가 변동, 부세와 부역, 진휼 정책, 

앙의 지시나 지방  교체와 같은 행정 사항, 국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ㆍ사고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승총명록�은 1995년 자료 발굴자 의 한 사람인 

丁淳佑에 의해 학계에 처음 소개되었다.1) 그는 이 자료를 해제하면서 구상덕의 

家系와 사족으로서의 재지 기반, 기근에 시달리는 농민의 참상과 농  실, 농

업 경  양상 등을 심으로 반 인 사항을 요령 있게 제시하 다. 그 뒤 �승

총명록�은 조 의 향 사회  향 지식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되어 경제사, 사회사, 교육사, 생활사, 역사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꾸 히 후

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2) 그 지만 구상덕의 삶에 심 한 향을 끼

1) 정순우, 1995 ｢18世紀 固城地域 書齋訓長의 農村生活(�勝聰明 � 해제)｣ �勝聰明 �,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2) 全成昊, 1996 ｢1725~1761년간 慶尙道 固城地方의 物價水準에 한 硏究: 慶尙道 固城縣 

《勝聰明 》 分析｣ �태동고 연구� 13; 李明嬉, 2000 �朝鮮後期 共同體 倫理規範의 特性에 

한 연구: �勝聰明 �과 <南平文氏古文書>를 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김엘리, 2009 ｢�勝聰明 �을 통해서 본 慶尙道 固城의 賑恤施策｣ �역사민속학� 30;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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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재난과 그 기록의 의미에 해서는 집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년에 구상덕은 “문 앞 몇 발자국도 태로운 세상을 보았다”[門前寸步視危

邦]고 술회하 다.3) 이를 반 하듯 �승총명록�에는 재난에 한 서술의 비 이 

상당하다. 실화된 재난을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재난의 징후를 포착하

고 처하는 데 활용하기 함이었다. 여기서 기록은 곧 지식과 정보의 축 이

자 활로를 모색하는 실용  처 방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일기도 자의 

심과 의도가 투 된 선택  기록물이라는 에서 상당량을 차지하는 재난 

련 기사의 분석은 그만큼 기록자인 구상덕의 삶과 세계를 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서는 특히 구상덕이 인생의 목표로 상정했던 科擧를 단념

하게 된 요인으로 재난의 경험을 다루고자 한다. 한 구상덕이 일기에서 남긴 

재난 련 기록에 해 정보의 집 과 활용이라는 측면에 주안 을 두고 살펴보

도록 하겠다. 

2. 구상덕의 과거 응시 내역과 단 원인 재검토 

仇尙德4)은 숙종 32년(1706) 경상도 고성에서 태어나 조 38년(1761) 56세의 

나이로 별세할 때까지 고향 일 를 거의 벗어난 이 없는 향  양반이다. 자는 

정 외, 2010 �승총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 앙연구원 출

부; 김건우, 2014 ｢조선후기 어느 지역민의 지방  인식: 구상덕의 �승총명록�을 심으

로｣ �고문서연구� 45; 박정희, 2017 ｢ 등학교 생활사 교수ㆍ학습 자료 구성 방안: 조선 

시  일기 자료 승총명록을 심으로｣, 경인교육 학교 석사논문; 김호, 2020 ｢시골 양반 

역병(疫病) 분투기: 18세기 구상덕의 �승총명록�을 심으로｣ �역사비평� 131; 이용훈, 

2020 ｢18~19세기 일기에 드러난 농  재화거래의 특징: �勝聰明 �, �沈遠權日記�를 

심으로｣ �조선시 사학보� 95.

3) �勝聰明 � 권5, 1760년 8월 19일(庚寅). 이하 각주에서는 서명을 생략하고 날짜만을 표기

한다. 

4) 정조 연간에 軍門 校 仇始昌이 임 의 特恩을 입어 具氏로 姓을 바꾸게 된 이후 仇姓을 

가진 사람들의 帳籍  公私文字는 모두 具氏로 표기되었다[�정조실록�, 정조 22년 6월 6

일(戊戌);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6월 6일(戊戌)]. 구상덕은 아직 성을 바꾸기 의 인

물이므로 ‘仇尙德’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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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甫, 호는 月峯이고, 향은 昌原이다. 시조는 고려때 西京에서 공을 세워 義昌

君에 해진 仇成吉이고, 조선 세종 때 직제학을 지낸 仇宗吉을 시조로 한다. 

창원에서 世居하던 구씨는 6 조인 仇明覽에 이르러 고성으로 이주하 다. 임진

왜란 때 5 조 仇應星과 仇應辰ㆍ仇應參 형제, 4 조 仇棟 등 이른바 4忠의 倡

義와 勳功에 힘입어 창원 구씨는 지역에서 사족으로서의 지 를 유지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차 仕宦에서 멀어지면서 구상덕이 태어날 무렵에는 거의 잔반층으

로 락한 상태에 있었다.5) 

선비로서 쇠락한 집안을 일으키는 유력한 방도는 과거에 제하여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었다. 구상덕도 외는 아니어서 일 이 독서에 념하여 겨우 13세

에 經史에 리 통하 으며, 부모의 명령으로 과거 비에 몰두하 다.6) 구상덕

이 과거에 응시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구상덕의 과거 응시 내역

날짜 나이 과거 시험 비고

1725( 조1).8.11. 20세 開寧 監試 부정행 에 휘말려 停擧를 당함

1725( 조1).9.1. 20세 咸安 東 試

1727( 조3).2.11~2.14. 22세 星州 鄕試

1728( 조4).2.10~2.12. 23세 宜寧 六百館試

1729( 조5).8.11~8.13. 24세 善山 鄕試

1731( 조7).6.26 26세 晋陽 都 아내의 출산으로 응시하지 않음

1734( 조10).9.1~9.3. 29세 三嘉 鄕試
상주와 단성의 선비들이 소란을 일으켜 

罷場됨

1735( 조11).6.10~6.11. 30세 晋州 都

1737( 조13).9.21~9.23. 32세 陜川 監試

1741( 조17).8.20~8.22. 36세 巴山(咸安) 鄕試 생도들과 함께 참여함

1743( 조19).6.11~6.12. 38세 晋州 都

5) 구상덕의 가계와 출신 배경에 한 서술은 정순우, 앞의 해제, 7면에 의거하 다.

6) �月峯文集� 권3(국립 앙도서 , 한古朝46-가1466), ｢附 ｣, 家狀 “年及十三 博通經史”;  

｢附 ｣, 墓誌銘 “志 讀書 年甫十三 博通經史 以親命治功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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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따르면, 고성의 선비 구상덕은 1725년~1729년까지 인근 지역인 개

령, 함안, 성주, 의령, 선산 등의 고을에서 열린 鄕試에 꾸 히 응시하 다. �승

총명록�에는 이 기간 과거시험 비에 만 을 기하며 학업에 열 하는 구상덕의 

모습이 비  있게 서술되어 있다. 일기의 첫째 날, 곧 1725년 7월 29일의 첫 내

용이 “開寧에서 열리는 監試를 치르기 해 타는 말과 짐말을 마련했다”와 같이 

科行으로 시작된 데서 구상덕의 과거에 한 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7) 이

게 치른 개령 감시에서는 군가 試筒을 가져가는 부정행 에 휘말려 停擧를 

당함으로써 성과 없이 물러나고 말았다.8) 곧이어 9월 함안에서 개최된 시험에 

참가해서도 그는 별다른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9)

1726년에는 정 부터 벗들과 山寺에서 居接하며 가을에 있을 과거시험 비에 

진력하 다.10) 합격을 해서 거 은 우선 製述을 지하고 詩歌를 읽는 략

인 방식으로 운용하 다.11) 을 한 뒤에는 매일 10번씩 盛唐詩를 읽고 외웠

으며,12) 그 공부를 마치면 우리나라 한시[東詩]를 외우는 식으로 개인 인 과업

을 이어 나갔다.13) 한 거 을 들여 구입한 �史記�와 �漢書�의 질을 독 하

는데, �사기�의 ｢范蔡傳｣은 무려 900번을 읽는 열성을 보이기도 하 다.14) 그

지만 혹심했던 장마의 여 로 가을에 치러진 과거 시험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15)

회고에 따르면 구상덕은 21살이던 1726년에 이르도록 밭일을 나간 이 없었

다.16) “나는 었을 때 詞章에 종사하느라 산업을 돌보지 않았다”17)거나, “책을 

 7) 1725년 7월 29일(戊辰). “ 赴開寧監試, 備騎卜馬”

 8) 1725년 8월 11일(庚辰). 

 9) 1725년 9월 1일.

10) 1726년 1월 18일(辛亥).

11) 1726년 1월 30일(癸亥).

12) 1726년 3월 5일(丁酉).

13) 1726년 3월 14일(丙午).

14) 1725년 11월 27일; 1727년 6월 10일(乙未).

15) 1726년 8월 22일(辛巳).

16) 1726년 5월 9일(庚子). “念余時年二十一, 未嘗有携鋤入田之事”

17) 1740년 4월 29일. “室人朴氏…乙巳(1725)十月十六日, 于歸于家, 端莊貞淑, 踐行閨範, 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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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종일토록 워 있으니 세상일은 나와 상 이 없다”18)고 한 것처럼 이 무

렵 구상덕의 일과와 생활은 과거 공부에 집 되어 있었다. 그 다고 집안 살림

을  신경쓰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수해를 입은 마을에서 자기 집 정도만이 추석날 祭 를 갖출 수 있었다고 안도

하 지만,19) 식량을 구하려면 농토에 나가 곡물을 베어 와야 했다는 고백에서 

곡식 사정이 그리 여유롭지 않았음을 간취할 수 있다.20) 

당시 세태는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미천한 자와 귀한 자를 가르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에 해 구상덕은 “부지런히 배우면 미천한 자가 귀하게 되고 가난

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그 가운데에 있다. 어 하여 문장을 배우지 않고 부

귀를 먼  도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부귀보다 학문을 앞세워야 할 것을 

명확히 하 다.21) 이런 확신 속에서 그의 바람은 오직 입신양명을 이루어 부모

에 효도하고 임 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22) 

1727년 1월, 구상덕은 다시 科行할 길일을 잡고 시험장이 있는 星州를 향해 

집을 나섰다.23) 1728년 2월에는 宜寧에서 설행된 시험에 참가하 다.24) 1729년 

8월에는 善山의 科場에 출입하 다.25)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낙방이었다. 그럴

수록 공명에 한 조바심과 갈망은 커져갔다. 이를 반 하듯 구상덕의 시에는 

황, 붕새, 용 등의 상상 속 동물들이 시  題材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敦睦, 不憂家貧矣。余 來從事詞章, 不顧産業”

18) 1726년 5월 10일(辛丑). “抱書終日臥 塵事不關身”

19) 1726년 8월 15일(甲戌). 

20) 1726년 8월 20일(己卯). 실제로 이듬해인 1727년의 단오 에는 기근으로 제의를 치르지 

못해 탄식하는 구상덕의 모습이 확인된다[1727년 5월 5일(庚申). “今是令節, 而歲飢時險, 

不成祭 , 慨恨慨恨”].

21) 1726년 7월 18일(戊申). “余有感於今世人有錢 化賤爲貴, 無錢 以貴爲賤…然文可以 富

直相上下, 勤學不已, 則亦可以化賤爲貴, 化貧爲富 , 亦在其中, 胡爲乎不文而先 富爲”

22) 1726년 6월 12일(癸酉). “惟愿天神來助祐 降之五福孝兼忠”

23) 1727년 1월 25일(壬子), 1월 29일(丙辰). 

24) 1728년 2월 10일(辛卯), 2월 12일(癸巳).

25) 1729년 8월 11일(癸丑), 8월 13일(乙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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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과 황 도리어 말과 개에게 수모 당하니 

황 터럭 아는 이 음을 어 하리오26)    

큰 골짜기의 용이 아직 펼치지도 않았는데 

여러 아이들은 잡고기와 같다고 조롱하네27)

여기서 기린과 황, 큰 골짜기의 용은 말할 것도 없이 구상덕 자신을 가리킨

다. 유학자로서 커다란 포부와 재능을 가졌음에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가 없고 

도리어 조롱의 상이 된 것에 한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덕의 울

분은 다음에서와 같이 장부로서 언젠가 공명을 이루고 명성을 날리겠다는 소

망과 결기로 이어진다. 

공명이 무 늦는다고 웃지 마시게 

장부가 어  빈한한 포의로 오래 있으리28)

 사람들은  읽는 태도 웃지 마시게 

남아 장부가 사해에 이름 떨치리라29)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구상덕이 20세이던 1725년( 조 1) 경상도 개령에서 

열린 監試에 참가한 뒤 30세(1735)에 晋州 都 의 참가를 끝으로 仕宦을 한 

노력에 종지부를 었다고 설명하 다. 당시 과거 시험에서 선비들의 지나친 경

쟁과 다툼[士習之奔競]에 환멸을 느껴 과거를 단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30) 이

러한 주장은 �月峯文集�에 수록된 ｢家狀｣의 내용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 ｢家狀｣

은 1930년  구상덕의 從五世孫인 具泰煥이 작성한 것으로 家乘을 편찬할 때 있

26) 1727년 11월 6일(戊午). “獜鳳反爲媽狗侮 瑞毛其奈 人知” 인용문의 국역은 경상남도 고

성군청과 한국학 앙연구원에서 발간한 �국역 승총명록 1~5�(2014, 연구책임자: 경목)

에 의거하고 경우에 따라 번역을 수정하 다. 

27) 1730년 1월 19일(戊子). “巨壑龍圖猶未展 群童譏笑等凡魚”

28) 1728년 11월 28일(甲戌). “莫笑功名何太晩 丈夫寧久 衣寒”

29) 1730년 2월 4일(癸卯). “傍人莫笑咿唔態 做男兒四海名”

30) 정순우, 앞의 해제, 12면; 박용만, 2010 ｢향  지식인의 삶과 문학｣ �승총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  지식인의 생활사�, 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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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마련인 편집과 윤색의 흔 이 남아 있다. 특히 구상덕의 학문 지향과 과거를 다

룬 목에서 ‘의도 인 쓰기’가 짙게 나타나기 때문에 독해에 주의를 요한다.31) 

구태환은 家狀을 작성할 때 간지로 연도를 구분하 는데, 을묘년(1735) 기사

에서는 구상덕이 진주 도회에 참가해 선비들의 奔競을 보고 석루에 올라 개연

히 시를 읆조렸다는 내용(①), 구상덕이 객사를 수한 수령에게 지어 올린 賦 

50韻이 읍지에 실렸다는 내용(②),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어버이 양과 후학 

양성에 념하 으며, 四書와 程朱書를 열독하고 그 요체를 탐구하 다는 내용

(③) 등을 연달아 기술하여 같은 해에 있었던 사실로 처리하 다. 한 구태환

은 여러 유학자들에게 요청하여 의 내용이 담긴 家狀을 토 로 문집의 ｢부록｣

에 실릴 行狀ㆍ遺事ㆍ墓誌銘ㆍ墓碣銘 등을 받아내었다. 종래에는 이러한 문집의 

내용에 근거해서 구상덕이 30세(1735)에 과거 공부를 단념하 으며, 그 이유는 

과거에 임하는 선비들의 지나친 경쟁심에 염증을 느 기 때문이라고 추단했던 

것이다. 

그 지만 구상덕의 일기 자료인 �승총명록�에 따르면, 1735년 6월 12일자 일

기에 기록된 ①의 내용에서 奔競에 한 언 은  찾아볼 수 없다.32) 그리고 

②는 해를 달리해서 1736년 3월 28일자에 기록되어 있다.33) 무엇보다 1735년보

31) 물론 하는 �승총명록�도 구상덕의 친필로 쓰인 것은 아니며 편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승총명록�은 구상덕의 사후인 1761년( 조 37)~1776년( 조 52) 사이에 최소 

3인 이상의 필사자에 의해 傳寫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옥 정, 2010 ｢�승총명록�의 서지

와 수록 서책 연구｣ �승총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  지식인의 생활사�, 22-27면). 그

지만 조선시 에 일기를 본으로 해서 문집이 편찬될 경우 편자의 의도에 따라 재편

집되거나 가공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다(김미선, 2018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

료�, 경인문화사, 26-27면; 박 순, 2016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 의 일기와 일기쓰기｣ 

�조선시 사학보� 79, 106-107면). �승총명록�과 �월 문집�이 바로 그러한 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컨  구상덕의 일기에서는 입신양명에 한 갈망과 회한이 곳곳에서 

산견된다. 그러나 문집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구상덕의 언사를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일기

에 없는 구 을 삽입하여 ‘爲己之學’에 힘쓴 도학자의 풍모를 보다 강조하 다(�月峯文集�

권3, ｢附 ｣, 行狀. “且百年間人事 非在文章也 宦達也 遂低心屈首於爲己之學”).

32) 1735년 6월 7일(乙亥). “赴晋州都 ”; 동년 6월 10일(戊寅). “入場, 詩題笑迎蔣子翼譏遠

涉江湖, 押迎, 賦擧酒屬甘寧, 見屈”; 동년 6월 11일(己卯). “詩渭北欲名士, 賦貽書戒林宗, 

見屈”

33) 1736년 3월 28일(壬戌). “客 重修, 今日設落成宴, 余參宴席, 題詩呈主倅曰…又進五十韻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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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년 뒤인 1743년에도 구상덕이 과거에 응시한 사실이 일기에서 확인된다.34) 

이런 에서 구상덕의 일기와 문집의 서술은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  선비의 일생에서 과거가 지닌 차 한 의미를 상기한다면 구상덕이 

과거를 폐한 시기와 동기를 밝히는 일은 그의 생애를 재구하고자 할 때 상당

히 요한 목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승총명록�이 비록 傳寫되었다고 하더

라도 문집의 본이 되는 고 자료이므로 후 인의 편집ㆍ윤색을 거친 문집보

다는 사료 인 신뢰성이 더 크다고 단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기 자료인 �승

총명록�을 심으로 구상덕이 과거를 단념하게 된 시 과 동인을 맥락과 정황에 

따라 면 히 추 하고자 한다.

3. 재난에 따른 과거 활동의 축과 단

구상덕은 1730년  반에 어들면서 과거 공부와 경제  어려움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하고 있었다. 그가 27세(1732) 때 남긴 장문의 시에서 그 속내를 엿

볼 수 있다. 

34) 1743년 6월 7일(戊午), 6월 10일(辛酉), 6월 11일(壬戌).

남아 나이 들수록 마음 더욱 졸렬하니     

가소롭다 공명이 어  이리도 더딘가     

....

지  내 나이 스물일곱인데     

....

반평생 한 일이 도리어 우습구나     

이제야 알겠네 장부의 입신출세란     

평생 재산을 많이 늘리는 것만 못하네    

....

공자의 뛰어난 제자 역시 장사했으니     

사마천이 남긴 貨殖列傳을 의심치 말라    

아 내가 삶의 이치를 일  깨달았다면     

굳이 남의 조소를 받을 필요 없었을 텐데    

男兒年大心轉拙

可笑功名何太遲

....

今我時年三九而

....

半世營爲還可嗤

方知丈夫發迹地

莫如平生多産貲

....

宣尼高弟亦行商

太史遺篇 勿疑

嗟吾生理倘早悟

不必他人嘲笑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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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에서 언 했듯이 구상덕은 과거를 고 재산을 늘리는 데 힘썼다면 입

신출세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조하 다. 책 속에 돈과 명 가 있다는 宋

나라 眞宗의 권학문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았다. 공부는 생계에 보탬이 되지 못

할뿐더러 가난한 선비의 달은 요원하다는 말을 실감한 까닭이다. 당시는 선비

들 사이에서도 致富ㆍ治産에 한 심이 뜨거웠다. 조선의 학자에 의해 �史記�

의 ｢貨殖列傳｣이 독립되어 단행본으로 유통되고 수십 종의 필사본과 여러 종의 

주석서가 술되기 시작했던 데서 그 열기를 끈히 짐작할 수 있다.36) 사마천

이 남긴 화식열 을 의심하지 말라는 구상덕의 말은 당시에 리 유통되고 있던 

화식열 의 주석서에 ‘사실’로서 강조되는 내용이기도 했다.37) 말미에서 그는 다

시 학문에 힘쓰겠다고 마음을 다잡고는 있지만 지난날 부귀를 앞세우는 풍조를 

경계하고 학문을 앞세웠던 자세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 무렵 구상덕에게 나타난 변화의 모습은 재난의 경험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35) 1732년 3월 21일(戊寅).

36) 안 회, 2020 ｢조선후기 �史記�｢貨殖列傳｣ 註釋書의 文獻的 연구｣ � 동문화연구� 110, 

218-225면.

37) 안 회, 2021 ｢�史記�｢貨殖列傳｣ 주석서와 그 修辭學的 주석｣ � 동문화연구� 113, 

91-92면.

....

알겠구나 소매 속에 돈 주머니 하나가     

책상 앞의 시 일천 수보다 좋아라     

가을 농토에서 농사지으니    

살  말과 좋은 갖옷 가 비루하게 여기리  

거마를 멋지게 차리고 벗들을 방문하여     

내 곳집 양식 먹으며 공자와 문왕 담소하네     

진종의 권학문을 하지 마소     

책 속에 생애의 보탬 보기 어려웠네     

빈한한 선비는 달하지 못한다고 하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겠네  

....

하늘이 남자에겐 필시 쓰임이 있을 것이니     

다시 詩와 禮를 열심히 연마하리라 

....

從知袖裡一囊金

絶勝床頭千首詩

春疇夏畦務畊耘

肥馬輕裘誰鄙卑

豊其車騎訪師友

食我倉箱談孔姬

神宗莫傳勸學文

卷裡難見資生涯

曾聞寒士不能達

始識其 眞實辭

....

天生男子必有用

更琢詩禮揮金鎚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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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었다. 1730년  반의 일기는 �승총명록�의 체 내용 에서도 가

장 잊힐 수 없는 참상으로 철되어 있다. 조 를 통틀어 최  凶荒이자 大殺

年으로 꼽히는 ‘임계 기근(1732~1733)’을 경험한 시기 기 때문이다.38) 뿐만 

아니라 1730년부터 창궐한 역병이 해를 거듭하며 1733년까지 수많은 인명을 죽

음으로 내몰았던 극악한 시 이기도 하 다.39) 

1730년 , 25세의 구상덕이 정수사에서 거 하며 과거 공부에 여념이 없을 

때 조선 8도에는 홍역이 창궐하여 온 집안사람이 죽어 나갔다. 막 혼례를 치른 

신혼부부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고, 재주가 뛰어난 인물 에서도 요 한 자가 

부지기수 다. 이와 같은 경을 목도하면서 구상덕은 “이것이 어  작은 변고

이겠는가?[此豈 變也哉]”라는 말로 한탄할 도리밖에 없었다.40) 1731년의 일기

는 그만 休紙軸에 들어가는 바람에 략 월 단 로 기록하여 해지는 기사가 

몇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5월의 일기에서 “해와 달이 드나드는 사이에 붉은 

빛이 가로막은 듯했다. 모종할 시기를 놓쳐 사람들이 당황하고 겁을 먹었다”고 

하여 자칫 기상이변이 흉황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두려워하는 기록을 빼놓지 않

았다.41) 12월 기사는 “올해는 흉년이었다[是歲凶]”는 단 3 자만을 써두었는데, 

이 역시 흉년의 상황을 묵직하게 해 다고 하겠다.42)

1732년은 온갖 재난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극 화되어 나타났다. <표 2>는 

1732년의 일기에 기록된 재난 발생 황을 일자별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38) 1731년( 조 7)~1733년( 조 9), 1737년( 조 13)~1738년( 조 14), 1755년( 조 31), 

1762년( 조 38)은 국 으로 흉년과 기근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로 꼽힌다. 그 에서

도 1732년은 조 를 통틀어 가장 많은 給災結을 기록한 해 다(문용식, 1999 �朝鮮後

期 賑政과 還穀 運營의 硏究�, 고려 학교 박사논문, 250-251면; 김엘리, 2009 ｢�勝聰明

�을 통해서 본 慶尙道 固城의 賑恤施策｣ �역사민속학� 30, 144-151면). 

39) 임계 기근기의 재난 상황에 해서는 김호, 앞의 논문, 192-200면 참조. 

40) 1730년 3월 18일(丙戌). 

41) 1731년 5월. “是時日月出入之際, 紅光如禦, 移種失時, 人皆惶怯”

42) 173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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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732년에 발생한 재난 기록 황

1월 2월 3월 4월 5월 윤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일

자

5일

12일

14일

16일

22일

4일

13일

14일

20일

23일

24일

3일

22일

12일

16일

26일

- 22일

23일

26일

5일

7일

29일

12일

18일

21일

23일

24일

4일 10일 20일 4일

22일

29일

재

해

내

용

ㆍ흉년

ㆍ도

ㆍ가뭄

ㆍ혹한

ㆍ 염병

ㆍ가뭄

ㆍ 염병

ㆍ화재

ㆍ가뭄

ㆍ 염병

ㆍ흉년

ㆍ 염병

ㆍ가뭄

*본인

 발병

(17일

~23일)

ㆍ수재

ㆍ화재

ㆍ유행병

*발병   

 (1일~  

 10일)

ㆍ병충해

ㆍ 염병

ㆍ이질

ㆍ화재

ㆍ한재

ㆍ병충해

ㆍ풍재

ㆍ수재

ㆍ흉년

ㆍ가뭄

ㆍ수재

ㆍ지진 ㆍ혹한 ㆍ혹한

ㆍ도

ㆍ가뭄

ㆍ병충해

ㆍ수해

ㆍ 염병

 

이 게 보면 1732년은 재해가 일상이고, 일상이 재해같은 나날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긴 12월 29일의 기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집

약해서 말해 다. 

년 1월과 2월 사이에 날씨가 가물어 우물물이 다 말라서 물 긷는 자들이 모두 

하천 도랑으로 갔다. … 5월 장마 이후에는 큰물이 드물었고 6월에 큰 가뭄이 이어

졌기에 병충해가 매우 심하여 들 이 온통 황폐해졌다. 염병, 역병, 이질 세 가지 재

앙이  번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겨울 내내 먼지 실 

정도의 비조차 내리지 않고 혹독한 추  한 옛날에도 없던 추 라서 굶주림과 추

 그리고 질병으로 얼어 죽은 시체가 삼 처럼 많아 마을 사람들이 새끼 로 시체

의 발을 묶어 끌어서 구덩이에 던지니 길에 시체를 끈 자국이 마치 수 바퀴 자국 

같았다. 統營은 거지 시체를 이루 다 매장할 수가 없어서 마을 사람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시체 하나씩 끌어다 묻는데 각각 묻기가 어려워 여러 시체를 한데 쌓아서 흙

을 가져다 덮었다고 한다. 본 의 각 마을에는 監官과 監 를 두어 시체를 매장하

다. 철의 큰 걱정은 로부터 없었는데 지 은 도처에서 화재에 한 소식이 철

보다 더하니, 사람들이 잠자리에 등을 붙이고 편히 잘 수가 없다. … 길거리에서 들

은 말에 의하면 사람을 먹는 일이 발생했다는데 湖南에서는 자식을 바꿔서 잡아먹은 

자가 있다고들 하 다. 하는 자가 한 두 사람이 아니다.43) 

43) 1732년 12월 29일(壬午). “今年正二月間枯旱, 井泉渴涸, 汲 皆趨于川渠. … 五月長霖之

後, 大水近所稀有, 繼以六月大旱, 蟊賊熾張, 以至田野便成赤地, 癘疾痢三患又熾, 人物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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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사처럼 1월부터 고성 지방에는 가뭄과 장마, 그리고 더 큰 가뭄이 이

어졌다. 병충해가 들끓어 들 이 황폐한 가운데 염병, 역병, 이질의 재앙이 한꺼

번에 퍼져 나갔다. 례가 없는 추 는 주린 겨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무 많이 죽어나가 인근 통  지역에서는 시체를 다 매장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때아닌 화재가 도처에서 발생하여 편히 등을 붙이고 잠자리에 들 

수 없었다. 기야 자식을 바꾸어서 잡아먹었다는 흉흉한 소식까지 들려왔다. 믿

고 싶지 않았지만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생존조차 버거운 재앙의 

국면에서 속들은 오히려 낭자한 매질을 불사하며 세  징수에 압박을 가하기

까지 하 다.44) 이 해부터 구상덕은 연말마다 재해와 농사작황 등을 일기에 자

세히 기술하기 시작하 는데, 그 행간에는 혹심한 재난을 겪은 충격과 공포가 

묻어 있었다. 

1733년 역시 극심한 재난으로 시종하 다. 새해가 밝았는데도 인 이 끊긴 마

을에는 세배하는 사람조차 없었다.45) 개벽 이래 이와 같은 흉년이 다시 있겠냐

고 한탄할 정도로 길가에는 굶어죽은 시체들이 즐비했다. 평소 유리걸식하던 거

지들은 남김없이 모두 죽었고, 지 은 살림이 한 집안까지 아사자가 속출하

는 형편이었다.46) 게다가 염병이 창궐하여 온천지가 일망타진된 듯 병들어 죽

은 자가 많았다. 구상덕의 가족과 지인도 이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몇 년째 이어진 재난으로 그의 삶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47) 기근, 흉년, 돌

림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구상덕은 1733년

을 ‘만고에 드문 해’로 명명하 다.48) 이러한 기 국면에서 과거 공부를 안정

不知其幾. 三冬無浥塵之雨, 而酷寒亦振古未有, 飢寒且病, 僵屍如麻, 村人以繩索結屍足而

曳之, 塡投丘壑, 路中曳屍之痕如輪蹄. 統營則化子之尸, 不勝埋瘞, 以里人四名爲統, 曳埋一

尸, 而難以各瘞, 合衆尸成積, 而取土掩之云云。本縣各里, 置監官, 監 以埋僵尸. 春間之大

患, 振古所無, 而卽今之到處燒燼之報, 有加於春間, 眠人背不得帖席. … 道路傳 , 有人相

食 , 湖南有易子而食 云云, 而傳之 不止三耳”

44) 1732년 윤5월 9일(甲午).

45) 1733년 1월 1일(癸未).

46) 1733년 2월 26일(戊寅).

47) 김호, 앞의 논문, 199면.

48) 1733년 12월 30일(丁丑). “今春之飢凶癘疾, 人物死亡, 通萬古所罕有之歲”



304·한국문화 94

으로 지속하기는 쉽지 않았다. 

실제로 1730년  반에 이르면 과거 시험과 연 된 구상덕의 활동이 히 

어들고 있음이 확인된다. 거 과 백일장을 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구상덕이 참여한 거 과 백일장 황

年 거 백일장

1725

(1.18) 玉泉寺 觀音殿에서 20여명과 함께 

거 함 (2.28) 심도행과 義湘庵에서 공부하

기로 약속함

1726
(3.18) 蕭庵에서 거 함 (4.6) 의상암에 머

물며 공부함 (11.6) 진양에서 거 함
(1.28) 백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함

1727
(3.17) 정석붕과 迦葉菴에서 공부하기로 약

속함 

1728

(2.13) 泉谷에 머물며 공부함 (3.6) 安靜寺 

寒山殿에 거처를 정하고 �唐詩刪�을 공부

함 (9.8) 山房에 들어가 거 함

(7.15) 三中等의 성 으로 7등에 그침

1729

(3.2) 忠烈祠에서 거 함 (5.19) 옥천사에서 

14명의 接友와 함께 거 함 (12.3) 淨水寺 

음 에서 거처를 정하고 공부함

(5.29) 接中에서 사 으로 백일장을 개최했

는데 일등을 차지함 (12.18) 巡相이 고성과 

거제의 생도를 모아 실시한 백일장에 참여함

1730

(1.13) 정수사 음 에서 공부함 (3.30) 南

關에서 거 함 (11.17) 정수사 음 에서 

공부함 

1731
(5월) 남 에서 거 함 (7월) 통  에

서 공부함

(3월) 사  김동 이 설행한 백일장에서 二

中等으로 수석을 차지함

1732 (4.17) 남 에서 거 함

1742 (6.4) 都 에서 거 한 것으로 보임

1743
(7.13, 7.14) 김백삼ㆍ백 례와 함께 백일장

에 참여하여 모두 낙방함

이에 따르면 구상덕은 172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거 에 참가하 다. 

하지만 1732년 4월 남 에서 接友들과 공부한 뒤로는 십년 동안 거 을 행한 기

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1742년 都 에서 거 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록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백일장에 한 기록의 양상도 거 을 행한 시기와 궤를 같이 

한다. 과거를 비하면서 구상덕은 지속 으로 백일장에 나가 文才를 과시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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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1731년 이후로는 발길을 끊었다가 1743년 7월에야 한차례 더 참가했던 

것이다. 이런 에서 구상덕에게는 1732년을 후한 임계 기근의 시기가 그의 

과거 도 에 한 변곡 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구상덕이 1729년 이후 단했던 과거 응시를 재개한 것은 1734년( 조 10)의 

일이었다. 三嘉에서 치러진 이 시험은 상주와 단성의 선비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罷場되고 말았다.49) 그리고 이듬해인 1735년 6월의 晋州 都 와 1737년 

9월의 陜川 監試에 나아갔으나 결과는 역시 낙방이었다.50) 그 뒤 구상덕은 자신

이 직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보다는 용암서재를 건립하여 어린 자제들과 생도

들을 가르치는데 열 하 으며, 1741년 8월에 巴山에서 열린 향시에서도 생도들

과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51) 그리고 다시 2년 후인 1743년 6월 에 

진주 도회에 참가해서 次上과 三上의 성 을 받아 들었다.52) 이것이 과거 응시

와 련해서 일기에 기록된 구상덕의 마지막 장면이다. 그 보름 뒤의 일기를 보

면, 구상덕은 직  호미를 들고 논에 들어가 물을 댔다. 그리고 아내와 하늘이 

불 하게 여길 것이라는 말을 하며 한바탕 웃었다는 일화를 굳이 남기고 있

다.53) 과업을 완 히 단했다는 우회  표 이라고 생각된다. 이로써 인생의 

목표 던 과거 도 은 종지부를 었고, 입신을 한 노력도 무산되었다. 그 지

만 조정에 들어가서 임 을 곁에 모시고 포부를 펼치고자 하는 마음은 노년에 

이르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

고 말았다.54) 

정리하면 구상덕은 1720년 까지 공명을 꿈꾸며 과거 비에 매진하 으나, 

1730년  반 임계 기근을 거치며 거 과 백일장의 참가 없이 산발 으로 과

49) 1734년 9월 3일(乙亥).

50) 1735년 6월 7일(乙亥), 6월 10일(戊寅), 6월 11일(己卯); 1737년 9월 13일(戊戌), 9월 21

일(丙午), 9월 23일(戊申).

51) 1741년 8월 17일(己酉), 8월 20일(壬子), 8월 22일(甲寅); 경목, 2010 ｢서재 경 과 교

육 활동｣ �승총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  지식인의 생활사�, 139-147면.

52) 1743년 6월 7일(戊午), 6월 10일(辛酉), 6월 11일(壬戌).

53) 1743년 6월 25일(丙子).

54) 1745년 1월 21일(癸巳), 2월 25일(丁卯); 1754년 1월 7일(丁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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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응시하 다. 재난의 여 로 과거 공부가 크게 축된 가운데 1743년에 이

르러 결국 과업을 완 히 단하 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로도 구상덕이 공명

을 계속 꿈꾸었다는 에서 과거를 단한 결정 인 요인은 선비들의 奔競보다

는 과거 비를 지속하기 어렵게 했던 실에 있었다고 단된다. 비단 재난은 

과거 비를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일생동안 숙명처럼 따라다녔고 삶의 일

부처럼 일상화되어 있었다. 가뭄과 물난리, 풍해와 병충해, 역병 등에 이르기까

지 종류도 다양한 데다 한 해에 서 가지 재난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경우도 

지 않았다.55) 구상덕의 표 에 따르면 그러한 재난은 ‘ 쟁 없는 난리’와 같았

다.56) 심지어 죽기 한 달 까지도 그는 가뭄과 괴질, 물난리와 같은 이런 런 

‘재난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 다.57) 

4. 재난 련 기록정보의 집 과 활용

재난은 구상덕의 과거 활동을 축시켰을 뿐 아니라 농업 생산의 성패를 좌우

하는  변수 다. 1730년  반 이후 과거와 차 멀어진 구상덕은 책을 보

는 시간보다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재난과 그

에 한 정황  상념들을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겼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승

총명록�은 구상덕의 재난에 한 보고서이자 우환의식의 집산물이라고 할 수 있

었다. 

본디 구상덕은 기록 자체를 시한 사람이었다. �勝聰明 �의 題名 자체가 ‘총

명함을 뛰어넘는 명료한 기록’이라는 은 의미심장하다.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

나고 리한 재주가 있어도 기록에는 미칠 수 없다는 것이 구상덕의 소신이었

다.58) 1734년 10월 養武 의 수를 기념하는 을 지으면서 “지  사 을 기록

55) 이 의 말미에 첨부한 <부표 1> 참조.

56) 1756년 12월 29일(壬辰).

57) 1761년 7월 15일(辛亥), 7월 22일(戊午), 8월 12일(戊寅).

58) 경목, 2014 ｢조선후기 신지식인 구상덕과 그의 일기 �승총명록�｣ �기록인� 27, 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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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훗날에 무엇으로 거울을 삼겠는가”라고 했던 말도 기록에 한 구

상덕의 인식을 잘 보여 다.59) 한 구상덕은 역사가의 면모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 다. 후손 李庭奎가 작성한 �승총명록�의 서문을 보면, 구상덕이 “일

의 서술[敍事], 사실의 기록[記實], 경계의 권면[勸戒]에서 역사가로서의 遺意를 

터득하여 스스로 一家를 이루었다”고 강조했던 것이다.60) 이러한 구상덕이 남긴 

재난 련 기록은 그의 일기에서 차 짜임새 있게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먼  �승총명록�의 구성을 보면 연도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12달이 표시되어 

있고,  달마다 하루의 간지와 그 달에 속하는 24 기의 날짜가 작성되어 있

다.61) 그런데 이러한 기록 양상은 처음부터 정형화된 것이 아니었다. 컨  

1726년부터 1729년까지는 1월의 기만 기재하 다. 그러다가 1730년부터 1년 

12달을 모두 표시하고 24 기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 다. 이 게 정립된 기록 

방식은 일기의 마지막 해인 1761년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여타 일기와 비교

해서 �승총명록�의 가장 특징 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 기록도 해가 지

날수록 작성되는 내용이 풍부해지고 구성 요소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는 모습으

로 진 하 다. 즉 1720년 의 연말 기록에서는 짤막하고 단편 인 날씨 정보 

주의 기사로 채워졌으나, 1732년부터는 한 해를 종합 으로 개 하면서 풍흉, 

재난, 질병, 지방 에 한 품평, 민생의 어려움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었다. 그리

고 1733년부터는 1736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연말에 물가의 변동 정보가 고

정 으로 기재되었다. 체 으로 흉년일수록 물가 기록의 빈도가 잦고 충실도

는 뛰어났는데, 총 221건의 물가 기록  85%인 188건이 곡물가격을 포함하고 

있을 만큼 기록의 은 곡물가의 변동에 있었다.62) 여기에 더해 1750년부터는 

집안 창고에 남아 있는 곡물의 재고 내역까지 기록 상에 포함되었다. 

구상덕은 고성에서 생장한 향  지식인이었다. 조선후기 고성은 죄인의 유

배지로 이용될 만큼 서울과의 거리가 상당하 고,63) 그만큼 정보 지체와 오류가 

59) 1734년 10월 22일(甲子). “今不記蹟, 何以鑑後”

60) �승총명록� 권5, 序(1857). “其平生行 , 現於編簡之中, 而有敍事也, 有記實也, 有勸戒也, 

得史家遺意, 自成一家 矣”

61) 옥 정, 앞의 책, 28면.

62) 이용훈, 앞의 논문, 209-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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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가능성이 컸다.64) 하지만 구상덕은 정보 습득의 불리한 여건과 제약 속

에서도 다양한 경로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재난 련 정보를 수합하고 일

기를 통해 축 ㆍ보 시켜 나갔다.65) 그  朝報는 국 인 재난 소식과 동향

을 할 수 있는 요긴한 정보원이었다. �승총명록�에서 조보의 출처가 명시된 

기사는 부 9건인데, 그 내용은 외 없이 모두 농사 상황과 재해, 기상이변을 

다루고 있었다.66) 한 로 1742년 6월 9일자 일기에는 평안도에서 여름에 이 

내린 이례 인 상황을 기록하고,  재난으로 죽은 백성이 48,000명이나 되는데 

도성에서는 하루에 죽은 자가 1,600명이며 함경도 지역은 더욱 심하다는 조보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구상덕은 官과 착된 계에 기반해서 재난 련 정보를 얻고 기록을 남기기

63) 조  고성은 서울까지 9백 52리로 열흘 가는 거리에 있었다(변주승 역주, 2009 �국역 

여지도서 37 경상도 7�, 고성 , 201면). 단지 교통상의 거리만이 아니라 앙의 정치  

사건에 연루된 ‘역 ’들이 고성에 유배되거나 官奴로 속될 만큼 앙과의 심리 인 거

리도 가장 먼 축에 속하 다[� 조실록�, 조 1년 2월 22일(庚寅); 조 31년 3월 1일

(甲戌)].

64) 가령 1752년 12월 에 조가 동궁에게 왕 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하고 신하들이 극구 

말리면서 무마된 ‘傳位 사건’의 소식을 구상덕은 이듬해인 1월 22일에야 할 수 있었다

[1753년 1월 22일(戊寅)]. 1755년 7월 22일자 일기에는 조정의 추국 소식을 기록하면서 

‘역 ’ 金一鏡의 아들 金允 과 손자 金太水의 이름자를 각각 金允雄과 金太壽로 잘못 기

재하는 오류도 발견된다[1755년 7월 22일(甲午)].  1757년 1월 2일자 기사에는 조정에

서 도망간 죄인 崔日觀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어 두었으나, 최일 은 이미 그 

에 체포되어 있었고, 식속들까지도 연좌되어 라도와 제주도 등지에 노비로 배속된 

상태에 있었다[1757년 1월 2일(甲午); �승정원일기�, 조 32년 12월 27일(庚寅), 12월 

28일(辛卯)].

65) 한편 일본에서는 9~11세기에 천황이나 귀족들이 公事情報의 부족을 메우기 한 목 에

서 일기를 통해 계된 정보의 축 ㆍ보 을 개시하 고, 그 효용ㆍ이 이 평가되는 가

운데 차 집안의 일기[家記] 형태로 귀족사회에 확산되었다고 한다(松薗 斉, 1999 ｢王

朝勢力と<情報>: 情報装置としての日記｣ �歷史学硏究� 729(增刊号), 靑木書店, 64-65

면). 이는 조선시  일기의 의미와 성격, 작성 목 을 악할 때도 일정한 시사 을 제공

한다고 여겨진다.

66) �승총명록�에서 조보의 출  표기와 함께 기사가 인용된 날짜를 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1730년 6월 8일(乙巳), ②1737년 7월 27일(癸丑), ③~④1742년 6월 9일(丙申), ⑤1743

년 8월 12일(壬戌), ⑥1743년 12월 20일(己巳), ⑦1744년 1월 1일(己卯), ⑧ 1753년 7월 

10일(癸亥), ⑨ 1759년 8월 7일(甲申)



영조대 재지사족의 재난 경험과 기록의 정보화·309

도 하 다. 가뭄이 세를 떨치거나 역병이 창궐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청에서는 으  공문을 내려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이와 같은 문

이 내려오면 구상덕은 지방 의 요청에 부응해서 祭官으로 복무하 는데,67) 제

사를 지낼 때 직  축문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기우제를 지내고,68) 병충해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할 때,69) 제사 없는 귀신을 달래는 동안70)에도 구상덕은 손

수 축문을 지어 재난이 쉬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이 게 작성한 축문들은 곧 재

난의 한 기록문인 셈이었다. 수령이나 통제사를 신해서 箋文을 짓는 등 

평소에도 구상덕은 公務에 긴 히 조하 다.71) 1732년 1월 監賑御史 박문수가 

고성 을 순시했을 때 諭書를 읽은 이도 구상덕이었다.72) 동년 8월 그는 새로 

부임한 사 에게서 조선 팔도가 모두 흉년을 당했는데 京畿 지역은 가뭄과 물난

리로 거둘 만한 작물이 하나도 없는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 두었

다.73) 일기에 힌 신임 사 와의 화 내용은 이러한 재난 련 기사로만 채워

져 있었다. 

떠도는 소문과 유언비어도 재난과 결부된 것이면 요하게 취 되었다. 특히 

이인좌의 난이 일어난 1728년( 조 4)에는 연 부터 불길한 소문들이 무성하

다. 1월 20일에는 왕조의 교체를 암시하는 내용이 계룡산의 돌에 새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악하 다.74) 1월 25일에는 한양 남 문 밖에 神兵이 나타나 警報

를 알렸다는 말을 들었다. 무척이나 괴이하게 생각되었지만 하는 자가 세 명

이나 되기 때문에 훗날에 징험해 볼 요량으로 우선 기록해 두었다.75)  몇일 

67) 1742년 11월 20일(乙亥); 1756년 6월 28일(甲子). 

68) 1730년 7월 4일(辛未); 1737년 7월 20일(甲辰); 1753년 5월 22일(丁丑); 1756년 6월 28

일(甲子); 1761년 5월 18일(丙辰).

69) 1732년 7월 24일(戊申).

70) 1748년 5월 24일(丁未). 

71) 1730년 7월 8일(乙亥); 1733년 10월 26일(甲戌); 1735년 2월 2일(癸卯); 1751년 2월 13

일(辛巳).

72) 1732년 1월 28일(丙戌). 

73) 1732년 8월 4일(戊午).

74) 1728년 1월 20일(辛未).

75) 1728년 1월 25일(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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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는 라도 담양에서 화약을 죄다 잃어버렸고 경상도 김해의 섬에 있던 화살

[箭竹]도 분실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76) 2월에는 곳곳마다 마을에 화재

와 련된 재앙이 수없이 많다는 말이 돌고 있었다. 기야 3월에 이인좌의 난

이 터져 청주를 령당한 사실을 길에서 해 들었다.77) 얼마 뒤 이인좌의 목이 

장 에 달리면서 난은 완 히 진압되었다.78) 이에 해 구상덕은 몇 년 부터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해 들었던 괴상한 일들이 난을 암시하는 징조가 아니었을

지 기록을 남겨 곰곰이 따져보고 있었다.79)   

일기의 다수 재난 련 기록은 구상덕이 농서에 수록된 내용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경험  지식을 최 한 목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17~18세기 조선

에서는 이상기후와 기후불순의 상이 잦았고, 그에 짝하여 당시 술된 여러 

농서에서 각종 재해와 그 측에 한 기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기후변

동에서의 조와 규칙을 찾아보려는 합리 인 태도의 일환이었으며, 기후 측에 

한 실용  심이 증 한 실의 반 이라고 할 수 있었다.80) 재난의 징조를 

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통용되고 있었다. 1년 12개월 24 기의 農時를 

기 한 것, 해․달ㆍ별ㆍ비ㆍ바람ㆍ구름 등의 기상 변화에 을 맞춘 것, 지리

상이나 동식물의 변화를 찰한 것, 특정한 干支의 날짜나 음양오행 등을 

치는 것 등이 표 이었다.81) 그  �四時纂要�의 한 목을 꼽아보면, 정월 

하루 아침에 구름과 바람이 없이 따뜻할 경우 값이 싸질 것이고 세찬 바람

이 불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곡물이 여물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안개가 

끼게 되면 기근이 드는 반면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면 보리 작황이 좋고 조와 

기장의 수확도 평년을 웃돌게 될 터 다.  기상 하룻날이 雨水이면 맹수

76) 1728년 1월 26일(丁丑), 1월 28일(己卯).

77) 1728년 3월 25일(乙亥).

78) 1728년 3월 29일(己卯).

79) 1728년 6월 7일(丙戌).

80) 최덕경, 2005 ｢17~18세기 朝鮮 農書에 나타난 후의 성격: 水稻作의 사례를 심으로｣ 

�지역과 역사� 16, 247-254면; 최진묵, 2015 ｢�風雨賦�의 자료  가치｣ �한국사학사학보�

32, 402-403면.

81) 金蓮玉, 1995 ｢朝鮮時代 農書를 통해서 본 占候｣ �문화역사지리� 7, 78-84면; 최덕경, 

2006 ｢占候를 通해 본 17ㆍ18세기 東아시아의 農業 읽기｣ �비교민속학� 32, 314-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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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 하고 立春이면 백성이 안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식이었다.82) 구상덕이 재

난의 신호를 감지하고 기록한 것도 이러한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컨  매년 정월 하루가 되면 구상덕은 하늘을 유심히 찰했다. 그리고는 

바람, 비, 구름, 안개 등의 기상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록으로 남겼다. 

밤에는 청명하다가 새벽에 북풍이 갑자기 불어 가벼운 안개를 휘감고, 한 무리의 

먹구름이 동쪽 하늘을 가로질러 때로 서쪽에 걸쳐 있었다. 낮에 서북풍이 갑자기 불

어왔다. 닭이 혹 두세 차례 울다가 그쳤고, 혹은 십여 차례 넘게 우는 닭이 있었는

데, 무슨 징조인  모르겠다.83) 

어제 녁부터 청명하고 구름이 없었는데 아침이 되자 엷게 구름이 끼었다가 잠

깐 하늘이 드러났다. 동풍이 잠깐 불고 가볍게 안개가 끼었다. 닭이 울 때에 날씨가 

작년과 같았다. 밤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84)

여기서 구상덕은 기상 변화를 측하는 동시에 닭이 몇 번 울었는지를 세고 

징조를 살피거나 닭이 울 때에 년도의 날씨는 어떠했는지를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 양상은 1월 1일자 일기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자신이 직  닭 울음 소리를 세지 못한 날은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라도 기록

을 남겨 두었다.85) 이는 단순히 일기에서 하루의 날씨를 기록하는 것과 큰 차이

가 있었다. 정월 하루의 날씨에 따라 한 해의 농사가 좌우된다는 믿음에 근거

한 행 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월 보름도 구상덕의 정기 인 찰 상이었다. 그는 달의 

치가 고성의 塔 로 올라가면 풍년이 되리라 기 하고,86) 달이 석양보다 먼

 떠오르면 불길하게 여겼다.87) 이런 식으로 년에 비해 달의 높낮이가 어느 

82) 韓 (崔德卿 옮김), 2017 �四時纂要譯註�, 세창출 사, 48면.

83) 1730년 1월 1일(庚午). “夜淸明, 晨有北風乍飄輕烟, 而一帶黑雲, 經於東天, 或着於西, 晝

西北風乍吹. 鷄鳴或二三噦而止, 或有過十噦 , 不可徵也”

84) 1742년 1월 1일(辛酉). “自昨夕, 淸明無雲, 而至朝微雲, 乍形於天顔, 東風乍動輕烟. 鷄鳴

如昨歲. 夜來雲陰”

85) 1756년 1월 1일(己巳). 

86) 1726년 1월 15일(戊申).



312·한국문화 94

정도 는지를 가늠하 고,88) 달의 색깔과 모양, 뜨는 시각 등을 주시하면서 그 

변동 사항을 일일이 기록하 다.89) 자신이 직  달을 보지 못한 날에는 다른 사

람의 傳 에 기 어 달의 치를 어 두었다.90) 달이 매우 높게 떠올랐을 때는 

讀經을 통해 액막이[度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91) 

구상덕은 자신의 경험에 바탕해서 징조에 한 신뢰가 있었기에 재난과 그 징

조를 기록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춥고 이 수시로 내렸다. 3월에 이 내린 일이 괴이하

다. 그다지 오래지 않은 옛 사람들 말에 음력섣달에 천둥이 치고 3월에 이 내리는 

것은 戰亂의 징조라고 하 는데, 년 에는 윤달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가 오

히려 빠르기 때문인가? 지난 신축년(1721) 여름 4월에 내가 三嘉에서 험에 처해 

있을 때 박함장의 온 집안사람들과 함께 北面 默 洞 강수망의 집에서 두역을 피했

었다. 집은 깊은 산골에 있었는데 목과 수풀, 덩굴이 찬 서리를 맞아 게 시들

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조정이 불안하여 당 의 옥사가 

크게 일어났으니 징조가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92)

즉 구상덕은 신축년(1721) 여름, 두역을 피하기 해 거처한 산골 집에서 서

리가 내린 것을 보고 환난을 감지하 는데 과연 그 해 조정에서 신임옥사가 일

어나자 여름날의 서리를 옥사의 조로 단했던 것이다. 그러니 란의 징조라

고 하는 3월의 에 해서도 사로 지나치지 못하고 징조로 여겨지는 기록을 

남겨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구상덕은 銀亭에서 洞祭를 지내게 된 이유도 牛疫이 돌았을 때 지낸 제사가 

87) 1727년 1월 15일(壬寅).

88) 1733년 1월 15일(丁酉).

89) 1736년 1월 15일(庚戌); 1747년 1월 15일(乙巳); 1757년 1월 15일(丁未); 1758년 1월 15

일(壬寅).

90) 1737년 1월 15일(甲辰).

91) 1741년 1월 15일(辛巳).

92) 1727년 3월 2일(己丑). “雲陰風寒, 六花隨飛. 怪哉, 三月雪, 近古人云, 臈月雷ㆍ三月雪, 爲

兵火之徵, 而今春閏月在前, 故節尙早故耶. 往 辛丑年夏四月, 余魚遊於三嘉時, 朴函丈

擧家避痘於北面默 洞姜守望家. 家在峽中, 見草木苧蘿, 爲寒霜所傷, 焦枯零落, 而其年冬, 

朝廷不安, 黨獄大起, 不可 之無徵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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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험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93) 이 제사를 계기로 은정 주변의 나뭇

잎은 재난을 암시하는 지표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구상덕은 당장은 지시하는 

바를 알 수 없었으나 나뭇잎이 일제히 핀 것,94) 아래로부터 로 핀 것,95) 2~3

번 나 어 핀 것96) 등을 세 히 구분하고 ‘정보’로서 기록해 두었다. 그런데 임

계 기근이 있던 1732년에는 잎사귀의 뒷부분이 덮개와 같고, 동쪽가지는 잎이 

풍성했으나 간 가지는 잎이 나지 않은 것을 보고 상서롭지 못한 표로 간주

하 다.97) 연이어 극흉이었던 1733년에도 은정의 나뭇잎 상태는 평소와 달리 

‘이상’했다.98) 이런 속에서 1738년에는 3월의 기표에 穀雨, 立夏와 함께 은정

의 나뭇잎 상태가 기의 하나로 포함되기까지 하 다.99)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일기에 축 된 재난 련 기록정보들은 재난의 규모를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활용은 지  일어나고 

있는 상을 그동안 축 해둔 기록정보와 조하는 데서 출발하 다. 밤에 별이 

달을 따라 떠올랐다가 둥근 달을 뚫고 나온 것을 측하고는 9개월  1월 3일

의 기상과 같다고 악하거나,100) 재 기근의 상황을 묘사하고는 그 정도를 30

여 년  계축년(1733)의 기근에 비해서 재난의 규모를 진단하는 식이었

다.101) 이와 같이 재와 과거의 기록을 견주어 보는 일기의 기사들은 �승총명

록�에서 쉽게 찾아진다. 과거의 경험과 기록된 정보들은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

가게 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구상덕은 173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12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일기에 고 있다.

년 여름 이앙은 6월 10일 사이에 마쳤는데도 오히려 평년 농작에 반 정도를 

 93) 1726년 1월 17일(庚戌).

 94) 1726년 3월 15일(丁未).

 95) 1727년 윤3월 7일(癸亥).

 96) 1730년 3월 6일(甲戌). 

 97) 1732년 3월 26일(癸未).

 98) 1733년 3월 5일(丙戌).

 99) 1738년 3월 기표. “三大 一癸丑 初二穀雨中 十六立夏 四節 銀亭木一時落葉”

100) 1737년 윤9월 10일(乙丑).

101) 1756년 1월 6일(甲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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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않았으니, 시기가 늦었다고 농사를 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신해년(1731)은  가뭄으로 말미암아 7월 에 이르러서야 이앙을 했는데 수확을 

본 자들도 간혹 있다.102)

올해(1733)의 상황을 2년 (1731)과 비교하면서 이앙이 늦어졌더라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근면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던 

것이다.

과거와 재의 비교는 ‘기록된 징조’를 매개로 탐색되는 경우가 많았다. 1734

년, 한겨울 밤에 천둥번개가 요란하던 어느 날, 구상덕은 3년 (1731) 11월 

에 천둥이 치고 그 이듬해에 흉년이 들었던 때를 떠올렸다.103) 이번 천둥번개가 

흉년의 징조가 아닐지 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기록을 참조해도 

알 수 없는 낯선 상은 새로운 데이터로서 축 되었다. 1751년 6월 19일 구상

덕은 비가 내리지 않고 큰 바람이 연일 세게 부는 상을 목도하면서, “이 무슨 

징조인가? 태어난 이후 처음 보는 것이다”고 어두었다.104) 살면서 이와 유사

한 기상 변화가 없지 않았겠지만 꼭 와 같은 상은 처음이었기에 특기해 두

었던 것이다. 

한 일기의 기록은 다음에서와 같이 농사의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지푸라기

가 되기도 했다. 

올해 가을과 겨울의 가뭄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충분하게 손을 본 밭에서는 보리

가 잠깐 나오는 곳이 있었지만 그루갈이한 밭에서는 연 생산되지 않았다.  보면 

더러 처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살 것 같은 것도 있었지만 원래 생명력이 없는 것이 

많았다. 지  보리를 경작하는 밭이 마치 손을 보지 않은 것 같으니 괴이하다. 이러

한 상황인데도 가을보리에 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선 기록해둔다.105) 

102) 1733년 12월 30일(丁丑). “今夏移秧, 至六月旬間而畢, 然猶不失半作例, 則不可以時晩而

廢農也, 必矣. 辛亥年, 由春旱, 而至七月初, 猶或有移秧見收 耳”

103) 1734년 11월 30일(辛丑).

104) 1751년 6월 19일(甲寅). “早中稻, 已發穗 , 多致傷損, 不雨大風, 連日振作 , 是何徵耶. 

我生之後, 今始初見也”

105) 1751년 12월 30일(壬戌). “今年秋冬之旱, 近古所無, 而熟治之田, 牟麥乍有生出之處, 而根

耕之田, 已全然不生. 掘見則或始生或欲生, 而元無生意 多, 卽今牟麥之田, 有若不治之畝, 

怪哉. 如是而其有麥秋之望耶. 姑記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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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가뭄으로 보리밭의 작황을  기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추

이를 살피며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이다. 재난에 한 완 한 데이터를 장악하

지 못했다면 그것이 종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단할 수 없었다. 구상덕은 

끊임없이 災祥의 변화를 찰하 으나 섣불리 정하지 않는 신 한 자세를 견

지하 다.106) 사실 災異에 상응하는 천지간의 운행 상이 인간사에 일일이 ‘북

을 치듯’ 꼭 맞게 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107) 구상덕도 역시 일기의 기록

을 통해 재난을 악하고 그 징후를 알기 해 노력하 지만 실에서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었다. 평온한 녁의 한 때도 일순간에 

경악과 공포로 돌변하기 일쑤 다. 

조카 정시열 집에 녁밥을 짓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이웃마을에서 달려와 도와  

덕에 불을 껐으니 놀라움이 지 않다.108) 

평온하게 말하고 있는 즈음 홀연 사립문에서 땔감을 싣는 소리가 들리는데 호랑

이가 竹窓을 치며 종이를 찢고 문지도리를 부수고 난입하려는 상황이었다. 두 아들

이 물건을 두드리고 큰 소리를 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일제히 소리 내어 쫓아냈

다. 지 않게 놀랐다.109)

이 듯 불시에 찾아오는 화재나 호환 등의 재앙은 �승총명록�에서 숱하게 산

견된다. 이처럼 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연 하고 함

께 이겨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는 구상덕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銀

亭里 洞案｣(1748)의 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 목은 모두 16조목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환난상휼, 상부상조, 재난 응의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몇 

조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10) 

106) �月峯文集� 권3, ｢附 ｣, 遺事. “嘗觀星緯推步驗其風雨災祥之變 而未嘗 一數字其能善

數 歟”

107) �星湖僿說� 권2, ｢天地門｣, 慕齋論天灾. “自古 灾異 某灾為某事之應 … 天人雖曰相

叅豈皆一一感召若桴皷耶”

108) 1755년 3월 27일(庚子). “丁侄時說家, 夕炊失火, 賴隣里赴救得息, 此驚不 ”

109) 1756년 11월 20일(癸丑). “穩話之際, 忽聞柴扉有載薪之聲, 而虎撲竹窓, 破紙折樞, 勢欲攔

入, 兩兒擊物高噪, 以致多人, 齊聲逐之, 此驚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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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민가에 불이 나서 다시 지을 때 불참한 자에게는 租 4두씩을 징수한다[人家失

火改造時 出闕則 租四斗式 徵捧事]

一. 산에 불이 났을 때 서둘러 진화하러 오지 않는 자에게는 租 2두씩을 징수한다

[某山出火時 不爲趍赴滅火  租二斗式 徵捧事]

一.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사사로운 정으로 서로 돌보아주는 도리가 없지 않거

니와 혹 화재로 인한 환난, 장사를 지낼 때, 혼인하는 날에  돌보지 않는 

자는 쫓아낸다[等 外 亦不無私情相顧之道是在果 或火患喪葬及婚姻之日 全不

顧見  損徒事]

一. 이 규약을 정식으로 삼은 후에 洞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곡물은 청

의 소유로 넘기고, 죄를 다스리는데 해서 불순종하거든 에 고하여 엄하게 

다스린다[此規定式之後 若有不從洞法  穀物段屬公官家是遣 決罪 段置 亦不

從是去等 論報重治事]

이 목에 따르면 화재를 당했거나 수습할 때 혹은 장례와 혼사가 있을 때 힘

을 보태지 않고 외면하면 지역에서 축출하는 등의 강력한 조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同案을 작성하기 이 에도 자치 인 단속 조항들이 있었을 것이나 

이 게 기록으로 명시하고  과 연계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설계함으

로써 더욱 강한 구속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었다. 벌칙으로는 곡물을 내도록 

한 이 이채로운데, 그만큼 곡물이 긴요했던 향 의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호혜와 동의 정신 아래 미풍양속이 투철한 고을을 만드는 일은 재난에 비

하는 가장 효과 인 방책일 수 있었다. 친족과 이웃의 환난을 외면하지 않고 상

부상조와 有無相通의 재분배를 통해 재난을 극복해 가는 것이 �승총명록�을 

류하는 일 된 내용이었다.111) 주린 자는 친구처럼 해 배불리 먹이고, 병든 

자에게는 를 다해 음식을 하며, 환난을 당한 자를 로하지 않는 법이 없

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를 반드시 어루만져 구제하고자 했던 것이 구상덕이었

다.112) 그는 이 게 도움을  내역들을 일기에 모두 기록한 것과 함께 도움을 

110) 재 ｢銀亭里 洞案｣은 경상남도 고성박물 에 소장되어 있다. 원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성박물 의 학 연구사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111) 李明嬉, 앞의 논문, 51-79면.

112) �月峯文集� 권3, ｢附 ｣, 遺事. “有無相賑飢飽一視待鄕里知 也. 癃疾 必禮而饋之, 患

亂 必慰而遺之, 飢渴 必撫而恤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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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내역도 일기에서 빠뜨리지 않았다. 그의 부모가 사망하 을 때 부의자 명

단과 물목을 빼곡히 어 둔 것을 통해 당시 재난 극복의 양상과 기록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113) 

수많은 재난을 거치며 고단했을 구상덕의 생애는 1761년 8월 28일 56세를 일

기로 마감되었다. 구상덕이 죽어 마을 뒷산에 묻힐 때 詩로 송한 이가 백여 

명에 이르 다는 사실은 태로운 세상에서도 그가 이웃을 챙기며 선한 삶을 살

았음을 짐작  한다.114) 구상덕의 죽음이 행인지 불행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가 죽은 다음 해인 1762년에  다시 ‘大殺年’의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이

다.115) 비록 지역사회에서 유무상통에 힘쓰던 구상덕은 죽고 없었지만 그가 실

천한 호혜의 정신과 상부상조의 내역은 �승총명록�의 기록으로 남아 집안에 

승되었다. 조선후기 여러 양반가의 사례에서와 같이 그가 남긴 기록들은 후손들

이 고성에서 사족의 지 를 유지하고 처신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116) 이런 에서 구상덕이 일생에 걸쳐 정리한 재난 련 기록정보와 선행을 

베푼 자취는 송나라 眞宗의 권학문보다 더 실 인 재난 방지책이자 집안을 보

하는 울타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5. 맺음말

재난의 시각에서 본다면 조선후기는 그야말로 ‘재난의 시기’라고 할 수 있었

113) 1750년 10월 26일(乙未); 1756년 8월 23일(己未).

114) �月峯文集� 권3, ｢附 ｣, 遺事. “八月二十八日, 終于月峯精 . 禮月葬于村後負甲之原, 以

詩 之 殆百餘人”

115) 1762년( 조 38)에 진행된 남부 삼도의 기근은 18~19세기를 통해 가장 심각한 수 이

었다고 평가된다(박 , 2018 �조선왕조의 빈곤정책: 국ㆍ일본과 어떻게 달랐나�, 

문사철, 337면).

116) 조선후기에 양반가들이 향 에서 베푼 구휼과 부조는 사족으로서의 상과 명망을 유

지하는 주요 기제 다(문숙자, 2020 ｢조선후기 양반가의 빈민구제와 그 사회  성격: 

해남윤씨 연동(蓮洞) 종가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학� 43; 정수환, 2020 ｢조선후기 경

주 방어리(防禦里) 사계( 契)와 동계(洞契)의 호혜와 동 가치｣ �한국학�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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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진ㆍ병자의 양란을 필두로 미문의 재앙으로 회자되는 기근이 17~ 

18세기 내내 속출하 다. 조  경상도 고성의 재지사족인 구상덕은 바로 그러

한 재난의 시 를 살다간 인물이었다. 그가 임종 직 까지 써내려간 일기 �승총

명록�에는 허다한 재난의 기록들이 비  있게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구상덕이 

노정한 삶의 궤 을 추 하고 행동과 심리를 실하게 읽어내기 해서는 그가 

겪은 재난의 양상과 향이 어떠했는지를 면 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쇠락한 양반가의 일원으로서 구상덕은 여느 선비와 마찬가지로 과거 제를 

통한 입신양명을 꿈꾸었다. 그의 은 시 은 과거 공부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

을 만큼 시험 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1730년  반에 들

어서면서 거 과 백일장 등 과거 비와 연 된 구상덕의 활동이 히 감소하

다. 선비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종종 과거 시험장이 소란해지기도 하 으

나 이와 같은 奔競이 구상덕의 과거와 공명에 한 의지를 꺾은 것은 아니었다. 

그의 과거 공부를 축시킨 주된 요인은 조  최  재난으로 꼽히는 임계 기

근(1732~1733)의 경험에 있었다. 이 재난을 변곡 으로 하여 구상덕은 산발

으로 과거에 응시하다가 1743년에 이르러 과업을 완 히 단하게 되었던 것이

다. 조선시  선비의 일생에서 한 의미를 지닌 科擧와 멀어지게 했다는 

에서 재난은 구상덕에게 지 한 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구상덕이 일기에 남긴 기록의 의미에 해서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일

기는 개인의 삶에서 가장 충실한 기록보존소이다. 무엇을 기록했는가는 자의 

심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승총명록�은 재난을 진단하

고 측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에서 특징이 있다. 자 구상덕은 다

양한 경로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재난 련 정보를 수합하고 일기를 통해 

축 ㆍ보 시켜 나갔다. 1730년  이후 기록 양상도 차 체계화ㆍ정형화되었으

며, 기재하는 내용도 단편 인 날씨 주의 정보를 다루는 것에서 진 하여 작

황, 재해, 물가 변동, 곡물의 재고 내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해졌다. 

그는 官과 착된 계에 기반해서 재난 련 정보를 얻기도 하 으며, 떠도는 

소문일지라도 재난과 결부된 것이면 요하게 취 하 다. 일기의 다수 재난 

련 기록은 농서에 수록된 내용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경험  지식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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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는 당시 기후 측에 한 실용  심이 증 하

고 있던 실이 반 된 결과로 여겨진다. 

이 게 축 된 재난 련 정보와 기록들은 재난의 규모를 진단하고 활로를 모

색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한 해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재난의 실 속에서 과

거의 경험과 기록된 정보들은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그 지만 실제로는 재난이 인생의 어느 국면에서 엄습할지 알 수 없었다. 불시

에 찾아오는 기의 상황에서 구상덕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연 하

고 함께 이겨내는 방식을 추구하 다. 호혜와 동의 정신이 철되는 향  공

동체는 재난을 수습하고 비하는 가장 효과 인 터 일 수 있었다. 구상덕의 

삶과 기록은 이를 충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구상덕, 승총명록, 재지사족, 재난 경험, 임계 기근, 일기의 기록

정보

투고일(2021. 4. 25),  심사시작일(2021. 4. 29),  심사완료일(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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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 �승총명록�에 기록된 주요 재난과 작황 련 기사

일자 재난과 작황 련 기사 발췌

1726.12.30
우리 마을이 아직 염병에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향에 참여할 수 없으니 참으

로 개탄스럽다.

1727

(7.7) 병충해가 발생했다. (7.21) 지나는 도 에 보니 벼가 불길이 지나간 듯 마르

고 시들었으니 가탄스럽다. 농사가 이미 흉년으로 결 이 났다. (8.5) 이 날 지진이 

발생했다. (8.20) 가뭄이 매우 심해 산천이 씻긴 듯이 말랐다. 

1728

(2.7) 곳곳마다 마을에 화재와 련된 재앙이 수많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다 (6.7) 

근래 災異로는 … 년 에는 김해 함교의 물빛이 붉은 빛이었고, 아래 마을에는 

송아지 등에 발이 솟아 나왔다고 하니 (6.29) 동풍이 그 께부터 기세를 부리더니 아

직까지 조 도 그러들지 않아 벼 곡식에 피해가 있을 듯하고 병충해가 덩달아 발

생한다고 하니, 크게 두려운 일이다. (11.12) 이 해 가을부터 돌림감기 같은 괴질이 

있었는데 병의 증세가 癘氣보다 심하 다. (12.30) 년은 흉년도 아니고 한 풍년

도 아니기에 달아나 흩어진 백성이 없었다.

1729

(6.5) 재 고을 동편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농가에서 비를 간 히 바라고 있다. 

(6.11) 시냇가와 농토에 비 피해로 무 진 곳이 상당히 많았다. (12.29) 년은 풍년

도 아니고 흉년도 아니다.

1730

(3.18) 올 에 紅疹이 조선팔도에 한 그물처럼 펴져 온 집안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으

며 (7.4) 가뭄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속되어 한발로 곡식이 타들어가는데 단비가 흐

르지 않아 사방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만백성이 물고기처럼 입만 뻐 거리니

1731

(5월) 이상 날씨가 마르고 가물었다. 이 때 해와 달이 나오거나 들어갈 즈음 붉은 

빛이 찬란하 다. 모종할 시기를 놓쳐 사람들이 당황하고 겁을 먹었다. (12월) 이 해

는 흉년이 들었다.

1732.12.29

년 1월과 2월 사이에 날씨가 가물어 우물물이 다 말라서 물 긷는 자들이 모두 하

천 도랑으로 갔다. ... 5월 장마 이후에는 큰물이 드물었고 6월에 큰 가뭄이 이어졌기

에 병충해가 매우 심하여 들 이 온통 황폐해졌다. 염병, 역병, 이질 세 가지 재앙이 

 번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겨울 내내 먼지 실 정도의 

비조차 내리지 않고 혹독한 추  한 옛날에도 없던 추 라서 굶주림과 추  그리

고 질병으로 얼어 죽은 시체가 삼 처럼 많아 마을 사람들이 새끼 로 시체의 발을 

묶어 끌어서 구덩이에 던지니 길에 시체를 끈 자국이 마치 수 바퀴 자국 같았다. 

1733.12.30
년 의 기근, 흉년, 돌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萬古에 드문 해로,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으나 가을은 풍년이라고 말할 만하다. 

1734

(1.19) 근래 사나운 호랑이가 마구 다니며 사람 죽이기를 삼  베듯 하 다. (1.28) 

본읍이 흉년을 당한 정도가 나라 안에서 尤甚한 지역이었다. (4.27) 재 호랑이의 

포악이 특별히 심하다. (11.29) 이날 녁 호랑이가 옹  사람을 움켜잡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구원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12.30) 올해 농사가 이미 풍년이고  

역질이 없었다. … 다른 소망이 없는 풍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 

1735.12.30
올해는 해를 마치도록 돌림병은 없었지만, 4, 5월경에 가뭄이 들고 여름과 가을에는 

비바람으로 인한 재앙이 있어 곡물 소출이 크게 었다. 

1736
(1.1) 지진이 일어났다 (6.8) 동풍이 불어 매우 날씨가 차니 사람들이 모두 솜옷을 

껴입고 지난 을해년 추 와 같다고들 하 다. (6.28) 해충이 매우 들끓었다.

1737.12.30 올해 한재는 근고에 드문 것이다. 옥토는 손상이 없었으니 穴農이라 하겠다. 

1738

(5.23) 가뭄이 심해 기우제를 지내므로 (12.29) 올해 연해의 시가가 租 14말, 米 5말 

반이니 흉년은 면했다고 할 만하지만 경상북도는 시가가 7,8말에 불과하다고 하니 흉

년이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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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7.15) 가뭄이 심하여 해충이 들끓었다.

1740
(1.8) 올 에는 염병이 곳곳에서 치성한다고 하 다. (7.3) 날씨가 늦가을처럼 춥

고 서늘하니 괴이하 다. (12.30) 올해는 흉년을 면하지 못했다.

1741
(7.13)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나무를 부러뜨리고 지붕을 날려버렸다. (7.22) 

바람으로 벼의 피해가 심했다. (7.26) 날씨가 서늘하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1742.12.30 
올해는 풍년이라고 하겠다. ... 그러나 농가에서는 통이 비었다는 탄식이 있고 염

병이 사방에 가득 돌아 죽은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를 알 수 없다.

1743

(4.8) 근래 괴수가 사람의 시체를 먹는 일이 일어났으니 이 무슨 징조인가? (윤4.7) 

우리 고을에 역병이 재발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이 몇 사람 되니 염려되었다. (5.14) 

종일 비가 그치지 않아 시냇물이 바 를 쳤다. 작년 홍수가 난 뒤로 이번이 처음이

다. (6.23) 날이 매우 가물어 들 이 푸른빛을 잃으니 농사가 염려되었다.  

1744.12.29

올해 거센 바람과 홍수는 에 없던 것으로 밭 작물은 익지 않았지만 논 작물은 흉

년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난해 겨울부터 올 까지 서쪽 하늘에 혜성이 나타나

더니 올해 거센 바람과 홍수가 궐에서 일어난 화재의 재앙에 혹 그 징험을 보인 

것인가?  올겨울에 세 차례 큰 이 내린 것도 근래 없던 일이다. 앞으로 어떤 징

험이 있을 것인가?

1745
(2.11) 올 에는 바람이 불고 날씨가 고르지 않으니 근래에 없던 일로 이상하다. 이 

무슨 징조인가? (7.21) 연변의 논 작물이 부분 말라 손상되었다고 하 다.

1746.12.29
올해는 심하게 가뭄이 들었지만 가을 수확은 흉년을 면했다. 그러나 백성들이 徵族의 

염려가 있어 마치 난리통 같았다. ... 옛날에도 없었던 큰 이 내렸다.

1747

(5.13) 지 은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물 는 농부들이 밤마다 들 에서 시끄러

웠다. (5.21) 동풍이 종일 불어 먼지를 걷으니 지의 생명체가 말라 죽을듯 하 다. 

(12.29) 올해 농사는 득실이 서로 반반 정도 다. 

1748.12.29

올여름 가뭄은 근래 없던 것인데 논곡식은 그다지 마르지 않고 소출도 충실하 으니 

간 정도의 풍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밭 곡물은 크게 손상되어 목화는 처음에 매

우 무성하다가 가을비로 인해 많이 손상되어 수확이 크게 감소하 다. ... 겨울에도 

매우 심하게 가뭄이 들었지만 논에는 습한 땅이 없었다. 

1749.12.30 올해 농사는 원래 풍년은 아닌데 시가가 매우 높아 농민들은 손해를 보았다.

1750.12.29
올해 농사가 처음에는 가뭄에 피해를 보고  장마비에 피해를 입더니  홍수에 피

해를 입고 결국에는 바람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는데 혹 벌 로 인한 손실도 있었다. 

1751.12.30

가을과 겨울이 이처럼 가뭄이 드니 정미년(1727)과 사정이 같다. … 올해 농사는 팔

도가 모두 풍년이 들지 않았지만 남이 조  낫다. … 올해 가을과 겨울의 가뭄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1752.12.30

올해 농사는 처음에는 크게 풍년이 들것 같더니 장마비에 손상을 입어 열매가 맺힌 

것이 없다. 그러나 간신히 흉년은 면했다. … 올 겨울의 추 는 근래에 없던 일이고, 

올해의 홍역도 에 없던 일이다. 다른 고을 사람들의 사망자는 그 수를 알기 어려웠

는데 유독 바닷가 마을에는 산 자가 많고 죽은 자는 다고 한다. … 올해는 비록 흉

년은 아니지만 겨우 홍역을 겪은 뒤라 집집마다 두려움이 남아 있고 생선도 매우 귀해 

제수를 장만하기 어렵다.

1753.12.30

5월에 혹독히 가물었다가 6월 2일 비로소 단비가 쏟아져 싹이 무 늦게 나왔다. … 

들 의 논은 크게 풍년이 들었지만 산간지방은 이롭지 못했다. 콩이 조  풍년이 들

었으니 세모에 굶주리는 탄식이 없게 되었다. 6월 이후로 많은 비가 그치지 않았다. 

산간과 바닷가 근처 여러 고을은 그 피해를 혹독하게 입어 빠져죽은 사람과 가축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 한 하나의 변고이다. 목화가 궂은 비에 손실

을 받았고,  8월 19일 태풍을 만나 처음에는 1냥 값에 10근이더니 마지막에는 8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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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12.30

올해 바닷가 여러 고을은 충해로 인해 손상을 입어 제 로 익지 않았고, 경상북도의 

여러 고을은 조  풍년이 들었다고 하 다. 밭곡식의 소출이 모두 잘못 되었고 목화

는 특히 심하게 손실을 입었다고 하 다. 본읍의 충재는 무 심한데 그 사이에 풍년

을 만난 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회지는 흉년이 들었다. … 세 에는 혹독

한 추 가 있는 날이 없었다.

1755.12.29

년 농사는 부분 흉작이다. … 온갖 곡식이 모두 여물지 않았는데 오직 메 [木

麥]만 조  여물었다. … 농사까지  큰 흉년을 당하고 染疾이 크게 퍼져 사망자가 

매우 많다. 5, 6월 사이에는 큰 홍수가 져서 강에 연해있는 열읍에서 떠내려가고 매

몰된 사람이 부지기수이며, 시체와 집, 소나 말, 닭, 개가 강에 가득 떠내려 와 바다 

어귀에 흩어져 있으며 어부의 그물에 걸린 수도 셀 수가 없다. … 날씨조차 매우 추워

서 道에 굶주려 얼어 죽은 사람이 있으니 지  세상의 액운이 참혹하다고 할만하다. 

1756.12.29

년 에는 돌림병이 근래 없이 심하여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온 가족이 다 죽은 경우도 셀 수 없이 많다. 과 여름 사이에 사

람들이 살아갈 마음이 없으니 쟁 없는 난리라고 이를 만하다. … 벼농사는 旱災에 

상하긴 했지만 때맞춰 김매고 북돋운 곳은 거둘 것이 있다. 그러나 상과 질병을 치

르느라 정신 없었던 자는 부 때를 놓쳤기 때문에 반이나 농사를 망쳐 흉년을 면

치 못하 고, 온갖 밭곡식은 원래 여문 것이라곤 없었다. 

1757.12.29

년 농사는 모든 곡식이 풍년이었는데, 들깨만 도리어 지난해에 미치지 못했다. 6ㆍ

7월 사이에 보리의 궁핍이 특히 심했고, 지  시가는 7ㆍ8말에 지나지 않는다. 목화

는 처음에는 잘 되다가 장맛비에 손해를 입어 6ㆍ7斤에 지나지 않는다. 주령이 여

히 매우 엄격한데 歲時를 앞두고 성상의 하교가 거듭 내렸다. 민간에 질병이 없고 

기아가 없어 태평시 이라고 말할 만하다. 

1758

(4.21) 가뭄으로 농가에서 비가 내리길 간 히 기다렸다. (7.16)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8.22) 지난번 내린 큰 비로 과거에 응시하러 가던 선비 에 물에 빠

져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12.30) 올해는 풍년도 아니고 흉년도 아니지만 시가가 

크게 올라 지  正租는 15ㆍ16말로, 거의 全石의 비용이 된다. 은 6말 몇 되이기에 

농가의 불행이 심하다. 

1759.12.30 년 농사는 곡식이 잘 여물긴 했는데 벼멸구 피해를 입어 흉년을 면치 못했다. 

1760

(6.21) 날씨가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없어 사람들이 모두 괴롭게 여겼다 (12.6) 못된 

호랑이가 횡행하여 사람을 삼 베듯이 많이 죽 으니, 이 역시 시 의 변고이다. 

(12.30) 년에는 모든 곡식이 고루 잘 여물어서 민간이 편안하고 화평하니, 풍년들

어 즐거운 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주령이 오히려 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술자리를 마련해 맘껏 마시지 못하니 나이 고 호탕한 사람들이 자못 원망스럽게 

여겼다. 

1761

(5.1) 올  모맥이 처음에는 잘 자란다고 칭했는데, 병충해로 피해를 당해 행인들도 

흉흉했다. (5.14) 각지 마을의 개들이 발 하여 혹은 사람을 물거나 소를 물었는데 

부분의 소가 죽고 말았다. 어떤 사람이 하기를, 호남 지역이 특히 심한데 많은 

農牛가 미친개에게 물렸기 때문에 인부들이 직  밭을 갈고, 보리농사 흉년이  심

하여 사람들이 모두 허둥지둥 불안하다고 한다. (7.15) 올해 여름 두 차례 혹독한 가

뭄을 겪으니 실로 괴이한 재앙이다. (7.22) 근래에 괴질이 있는데 걸린 사람은 번번

이 혼 하고 숨이 막히기에 반드시 酒醋를 바르거나 마시는데 그런 연후에 효험이 

없으면 사망에 이르니, ‘司理治只’라고 이름 했는데 괴이하고 괴이하도다. (8.12) 농사

가 이미 흉작으로 명되었지만, 장맛비가 이처럼 지루하게 내리니 필시 목화에 피

해를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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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encing Disaster and Recording Informa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an Observation of a Local Confucian Scholar Gu 

Sangdeok focusing on Seungchongmyeongnok

Ha, Myung-joon *

117)

Gu Sangdeok, a local Confucian scholar rooted in Goseong, Gyeongsang province was 

a figure who lived in an age of disaster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In his 

Journal named Seungchongmyeongnok 勝聰明 , literally meaning “a bright record that 

can surpass the intelligent”, he transcribed numerous disasters he had experienced to the 

brink of his death. Therefore, in order to trace Gu Sangdeok’s life and examine his 

actions and mind thoroughly, it is necessary to look closely at the aspects and effects of 

the disaster he had experienced.

As a member of a declining aristocrat, Gu Sangdeok, dreamed of achieving fame and 

prestige through the passing of the civil service entrance examination, like any other 

scholar. However, since the early 1730s, the activities of Gu Sangdeok regarding the 

preparation of the exam had already decreased significantly. The major factor that 

dampened his studies was the experience of the critical Imgye Great Famine 

(1732-1733), which is considered the greatest disaster during the reign of Yeongjo. After 

he underwent this tragic period, Gu sporadically took the exam, but by 1743, he had 

completely ceased any attempt to pass the exam altogether. The disaster had a great 

influence on Gu in the sense that it alienated him from the civil service entrance 

examination, which had a significant meaning in the life of scholars during the Joseon 

Dynasty.

Meanwhile, it is also necessary to savor the meaning of the records that Gu Sangdeok 

left in his journal. A journal is the most faithful archive regarding one person’s life. 

The contents of the journal allows us to navigate where the author's interests and 

* Research Fellow,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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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s are. Seungchongmyeongrok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has devoted 

a lot of space to diagnosing and predicting disasters. Its author Gu Sangdeok mobilized 

various routes and available resources to collect and store disaster-related information in 

his diary. Since the 1730s, records had become gradually systematized and formalized. 

Its diverse and rich contents progressed from fragmentary weather-oriented information to 

crop, disaster, price fluctuation, and grain inventory. Most of the journal’s disaster-related 

records were made by enthusiasticly combining the contents of agricultural books with 

knowledge gained from his everyday experience, which is believed to reflect the growing 

practical interest in climate forecasting at the time.

These disaster-related information and records were used as a basis for diagnosing the 

scale of the tragedies and seeking a breakthrough. In reality, however, it was unclear at 

what stage of life the disaster would strike. In the face of an unexpected crisis, people 

of the village, including Gu Sangdeok, sought to unite and overcome it together. The 

local community, where the spirit of reciprocity and cooperation is carried out, could be 

the most effective place to deal with and prepare for disasters. The life and records of 

Gu Sangdeok can also be said to be a faithful example of this spirit. 

Key Words : Gu Sangdeok, Seungchongmyeongrok, local Confucian scholars, 

experience of disaster, Imgye Great Famine, information recording in 

journal en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