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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한문 문화권에서 사마천의 사기는 을 아는 사람이라면 구나 읽는 기

본서이자 필독서 다. 사기는 본기, 표, 지, 서, 열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특히 열 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 읽혔고 한 인물 이라는 한 

문체를 만들어 낸 바 있으며, 이것이 고소설의 형성과 보 에도 크게 향을 

미쳤다. 그런데 여러 문집의 내용을 살피다보면 ｢화식 ｣을 즐겨 읽었다는 기

록이 자주 보인다. 왜 사기가 아니라 ｢화식 ｣일까? 왜 사기․열 을 읽

었다고 하지 않고 ｢화식 ｣을 읽었다며 특정 편만을 정확히 지 할까? 필자는 

이 문제에 심을 기울 다. 

 사기․열   ｢백이숙제 ｣이 열  체의 序文격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해 열  체를 통 하는 주제를 찾는 논의
1)
가1)이미 있었던 것처럼, ｢화식

｣ 역시 그 다음에 나오는 ｢태사공자서｣와 더불어 태사공의 작 동기와 상

황을 설명하는 요한 로 인식되었다.2)2)그 지만 우리나라 문인들의 을 

1) 이가원, 1965 연암소설연구, 을유문화사, 154-155면.

2) 이성규 편역, 1987 사기- 국 고 사회의 형성, 서울 출 부, 3-89면 등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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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해 본 결과, 문인들이 ｢화식 ｣이라는 을 읽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는 매우 많지만 그것의 목 이나 인용 상황 등은 상당히 다양하 다. 

한 이런 특징들은 시기별로 일정한 공통 을 보이기도 하 다.

 ｢화식 ｣과 련한 이런 상황을 좀 더 구체 으로 논하고 그 양상을 밝히

기 하여 필자는 우선 기존의 문집  ｢화식 ｣에 한 언 이나 이를 인용

한 기록을 최 한 많이 찾아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공통 별로 묶어 그 양

상을 살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식 ｣이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졌으며 어떤 의미로 읽혔는지 그 사회문화사  양상과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이라 기 한다.

선인들의 문집 에 이미 발견․정리된 것도 많고,   학자들에 의하

여 새로 발견․소개되고 있는 것들도 많으므로 실 으로 선인들의 모든 문

집을 검토하여 논의할 수는 없다. 때문에 재 가장 많은 문집을 검토할 수 

있는 민족문화추진회 홈페이지에서 문집총간을 검색하여 그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재 여기에는 18세기 주요 인물의 문집들까지 총 250여 종

이 넘는 문집의 원문이 업로드 되어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 ｢화식 ｣의 내용

을 직 으로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차용한 것을 헤아려 보면, 장유

(1587~1638)의 경우만도 ｢題希窩玄公詩稿三十韻｣ 등 시 네 편과 산문 두 편

에서 련 내용이 보이는 등  시  여러 인물의 에서 ｢화식 ｣ 련 내용

이 80여회 이상 나온다.
3)3)

세한 논의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에 해 잠깐 언 한다. 사마천과 사기
에 해서는, 그의 쓰기 기법이나 생애, 역사  등 여러 방면에서 선행연구가 

있다. 단행본으로 사기를 출간하면서 개 한 것까지 포함하면 일일이 다 들 수 

없을 만큼이다. 그러나 ｢화식 ｣에 해서만 본격 으로 다루거나 사기 수용사

를 다룬 논문은 아직까지 없다.

3) 물론 이규상(1727~1799)의 병세재언록에 나오는 기록이나 홍길주(1786~1841)

의 수여연필․표롱을첨에 나오는 산문 기록 등이 ｢화식 ｣에 한 것인 것처

럼, 문집총간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문집들까지 포함하면 보다 많은 에서 ｢화

식 ｣의 향을 볼 수 있다. 개인 문집 이외에 승정원일기( 컨  고종 19년, 고

종 23년.)와 같은 찬 공식 문서에도 나온다. 실 으로 모든 문집을 포함시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재 민족문화추진회 홈페이지에 오른 자료에 따른 결과만

으로도 체 인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제하고 논의를 개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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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려시  이규보 이래 구한말까지, ｢화식 ｣의 향을 보이는 들

을 고루 모아놓고 그 내용을 살폈더니, 이들  상당수는 그  ｢화식 ｣에서 

어떤 한 인물이나 고장의 이름만 끌어오는 단순한 내용이었다. 

컨  이규보의 ｢栗詩｣에서는 ‘…이익은 千戶侯와 맞먹고 만 명의 굶주림

도 구제할 만하다 堪 千戶等 足濟萬人飢…’라 하 고, 장유의 ｢題希窩玄公詩

稿三十韻｣이라는 장편의 시에서는 ‘…미사여구 쓰기를 좋아하며, 온갖 고사를 

인용하는데, 陶朱公이나 猗 처럼 풍부하진 못해도, 종횡으로 배열할 수 있도

다 亦復喜使事, 搜剔窮窈冥, 縱非陶猗産, 臚列頗縱橫…’라 했다. 산문에서도 상

황은 비슷하여 서거정의 ｢竹 記｣에서는 ‘… 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많으니, 楊洲의 는 貢稅에 충당되고, 渭川의 천 이랑 밭은 侯와 비슷

하며, 黃帝의 신하 伶倫은 이것으로 律呂를 만들었고…’라 하 다. 이규보와 

서거정의 천호 후의 표 은 “燕ㆍ秦에서 밤나무 1천 그루를 가지면 이익이 

千戶侯와 맞먹는다.”라는 것과 “渭川에 천 이랑의 밭이 있는데 이것을 가진 

사람의 생활은 천호후와 비슷하다.”라 한 ｢화식 ｣의 구 에서 끌어온 것이고, 

장유의 표 에 나오는 도주공과 의돈은 ｢화식 ｣에서 ‘화식에 뛰어난 재주를 

발휘하여 거부가 된 인물’로 설명한 이들이다. 이밖에 ｢화식 ｣에서 쓰 던 安

邑의 추, 素  같은 단어들이 각 문인들의 시나 문의 한 구 로 끊임없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에 그칠 뿐 더 이상의 논의나 언 은 없다.

‘貨殖’이란 본래 재물을 늘리는 일, 요즘 말로 財-tech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단어 수 의 단순한 인용에 그친 에서도 그 단어가 경제 인 의미

를 담은 경우가 있고 그  인물이나 표 만 담은 경우가 있다. 컨  신흠

(1566~1628)은 죽은 아내의 행장을 쓰면서 ‘나는 일 이 ｢화식 ｣을 읽지 못

하여 집안이 몹시 빈궁하 는데, 부인이 힘써 일하여 생활을 꾸리고 나를 항

상 하게 받들어 주었으며…’4)라4)한 것은 단순 인용이면서도 경제 인 의

미를 담고 있는 가 된다.

한 의 향이 이와 같이 단어 수 에 그친다면 그것은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 수가 많으면 읽힌 정도를 추정하는 데 쓸 수도 있겠으나, 

4) 신흠, 상 집29권, ｢亡室李氏行狀｣: 欽不曾讀貨殖傳, 家徒璧立, 夫人拮据爲生, 供

奉欽常給…



34 韓 國 文 化 38 ․

책을 읽지 않고도 거기에 나오는 한 두 표 쯤이야 쓸 수 있다는 에서 그 

의미가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 이후부터는 ｢화식 ｣에서 단순히 단어를 끌어다 쓰는 

것을 뛰어넘어 본격 으로 ｢화식 ｣의 내용을 끌어와 자기의 생각을 표 하

고, 삶의 경험을 말하는 내용이 드러난다. 간략히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쓰기 

典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경제 인 문제와 연 하여 나

타나기도 한다. 한 ｢화식 ｣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의 

가 일정한 시기별로 모여 나타나는 특징도 볼 수 있었다. 그 양태를 하나하

나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2. ｢화식 ｣ 서술의 특징과 그것을 읽는 문화

조선 기 이 까지는 그  단순히 ｢화식 ｣에 나오는 단어를 자기 의 

일부로 가져다 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기 이후의 에는 특별히 ｢화식 ｣

을 지 하여 이것을 일정한 목 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 많이 

있다.

한 개인의 삶을 정리하고 회상하는 로 제문, 년보 는 묘갈명 등이 있

다. 그런데 이런 에 유독 ｢화식 ｣을 읽었다는 기록이 많이 보인다. 컨  

이단상(1628~1669)의 ｢연보｣에는 ‘선생은 일 이 ｢화식 ｣을 읽는데, 다섯 번

을 읽고나자 곧 모두 꿰뚫어 막힘이 없으니 사람들이 탄복하지 않은 이가 없

었다.’5)라5)했다. 김석주(1634~1684)는 ｢題史記拔萃｣에서 ‘내 나이 열 셋에 처

음으로 사마천 사기의 백이 , 평원군 등 4군 , 범씨․채씨․형가․섭정 등의 

을 先王父 문정공께 배워’
6)
라6)하면서 ｢화식 ｣등 60권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 다. 신유한(1681~? )의 ｢연보｣에도 ‘10세에 토본 사기와 한서
를 읽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에 해 쓰면서 10월에 청도의 渭陽宅에 갔

다가 남의 집에 투숙하면서 녁 늦게까지 자지 않고 앉아 ｢화식 ｣을 통독하

5) 李端相, 靜觀齋先生集, ｢年譜｣: 十四年辛巳[先生十四歲].… […先生嘗讀馬史貨殖

傳, 五遍便卽貫誦無礙, 人莫不歎服.]

6) 金錫胄, 息庵先生遺稿卷之二十一, ｢題史記拔萃｣: 余年十三, 始受司馬遷史記伯夷․

平原四君․范․蔡․荊․聶等傳於先王父文貞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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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7)
7)박세채(1631~1695)가 쓴 李瀞의 묘지명에서 ‘공

이 일 이 사기 ｢화식 ｣을 읽는데, 사람들이 모두 무 생소하여 읽기 어

려울까 걱정하는데도 공은 마음을 가라앉  궁구하여 반드시 이해한 후에야 

그만두었다.’
8)
라8)한 기록도 있다. 이어지는 내용이 13세 때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아 ｢화식 ｣을 읽었다는 나이는 그 이 이다.

이들 간에는 특히 두 가지의 공통 이 있다. 하나는 사기나 사기․열 
을 읽었다고 쓰지 않고 굳이 그 에서 ｢화식 ｣을 읽었다고 한정하여 언 하

다는 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히 ‘어렸을 때’에 읽었다고 한 이다. 그 다

면 당시 사람들은 사기  특히 ｢화식 ｣에 어린 아이 때에 익 야할 교육

인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사기는 주지하다시피 본기, 세가, 서, 열  등 여러 종류의  130권으로 

이루어진 방 한 이다. 이 책은 국은 물론 우리나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서 리 읽힌 역사서요, 재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히고 연구되는 

책이다. 다른 책에 비하여 이것이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데는 상고시 부터 

한나라 무제 이 까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 인간 심

의 기 체 서술방식을 완성시켰다는 것과 에 보이는 듯한 뛰어난 표 력을 

지녔다는 것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 에서 열 은 총 70권이며 이들 열

이야말로 사기만의 특징이자 장 인 인물 심의 역사 서술을 가능하게 

한 표 인 이다. 이들 70권 에 ｢화식 ｣은 다른 것들에 비해 특별한 특

징을 갖고 있다.

우선 편에 걸쳐 작가의 평가와 생각이 표 되고 있는 을 지 해야 할 

것이다. 열 이라 할지라도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마천은 사실에 바탕한 기술

방식을 고수했다. 그런 후 맨 마지막에 ‘太史公曰…’ 하며 간단하게 자신의 생

각을 덧붙 을 뿐이다. 그러나 ｢화식 ｣의 경우 따로 ‘태사공왈’을 두지 않고 

곳곳에 사실과 생각을 섞어서 기술하 다. 이런 기술방식은 열 의 첫 편인 ｢백

7) 신유한, 청천집10권, ｢年譜｣: 我肅宗大王十六年 庚午. 先生十歲. 讀書傳, 懸吐史

漢. [十月, 往淸道渭陽宅, 日暮未及, 望門投宿. 主人視以庸兒, 夕供甚薄, 且居處極

寒. 夜久無寐, 起坐誦貨殖傳一通.…]

8) 박세채, 南溪集74권, ｢敬陵參奉李公墓碣銘｣: 嘗讀史記貨殖傳, 人皆患其聱牙難讀, 

公潛心究索, 必通而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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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제 ｣과 함께 ｢화식 ｣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사마천은 ｢백이숙제 ｣을 

열 의 序文格으로 삼아 체 열 을 류하는 遇不遇, 知不知9)의9)문제를 서

술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역, 역사 체, 인물 부를 류하는  하

나의 세상 원리인 經濟․貧富의 문제를 열 의 맨 마지막인 ｢화식 ｣에 두었

고, 서술자의 생각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는 서술방식을 취한 것이다. 한마디로 

｢백이숙제열 ｣과 마찬가지로 ｢화식 ｣이야말로 열 의 精髓에 해당한다.

 ｢화식 ｣에는 역사 으로 오래된 인물부터 당 까지 수많은 富 들을 

통 하여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 반기 당시의 국 역을 일일이 나

어 말했다. 여러 땅의 역사  인물, 치세 상황, 풍토와 人心의 특성과 특산

물 등까지 말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언 한 지역은 동서남북을 포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곳곳에서 각종 물산을 시의 하게 각 지역으로 유통시켜 

부하게 된 인물을 말하고, 그 인물을 諸侯․王 등의 貴한 인물과 나란히 두어 

이들 역시 세상을 이끄는 인물로 동등하게 제시하 다. 흔히 사마천 문장의 

浩然之氣와 博學多識을 그가 은 시  국을 두루 여행한 것에서 설명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국 곳곳의 상황을 소상히 고 있는 ｢화식 ｣이야말로 

사마천 문장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라 할 수 있다.

요컨  사기  특히 ｢화식 ｣을 읽음으로써 사람들은 열 의 정수를 익

히는 것은 물론 많은 견문을 쌓은 에 들어 있는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130권이나 되는  체를 읽기  어린 시 에 그 정수를 익

히는 것은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다.  견문을 익히는 일과 ‘호연지기’로 말

해지는 기운이라 하는 것은 흔히 은 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

늘날에도 은이에게 많은 여행을 하여 견문을 넓히며 기운을 응축하라는 요

구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선후기에 활약한 재상 홍석주의 동생이자 정조의 사  홍 주의 형이었

던 홍길주(1786~1841)는 1835년 그의 나이 50세에 지은 수여연필에 이런 

을 남겼다. 

9) 이승수, 2003.6 ｢三韓拾遺의 기술방식 세 가지｣ 고소설연구15집, 한국고소설학

회, 145-146면에서 열 의 이러한 주제의식을 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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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책을 읽을 때 능히 수백 번을 넘지 않는다. 수여방필에서 이에 해 말

한 이 있다. 었을 때 ｢화식 ｣을 읽었는데, 겨우 이백여 번만에 비록 꿈속에서

도 이를 외어 한 자도 틀리지 않았다. 마음이 다른 사물을 생각하면서도 입은 

익숙하게  외워 이미 십여 행을 내려가곤 했다. 을 읽는다는 것은 장차 마

음을 보존하려는 것인데 마음을 놓아둠이 읽지 않을 때보다도 심함이 있었다. 그

래서 버려두고 다른 을 읽었다. 이제 삼십 년 뒤에 익  외우려 하면 서  도 

능히 내려가지 못한다. 책을 펼쳐 덧 번 읽은 뒤에야 비로소 다시 외우게 된다. 

어떤 사람이 한 책을 문득 천여 번에 이르도록 읽은 이가 있었다. 도 체 무슨 재

주로 그 마음을 다잡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일 이 이 게 말했다. “한 권의 책을 

수천 번 읽으려면 모름지기 먼  수백 번을 읽어, 내가 ｢화식 ｣을 읽은 것처럼, 

익숙해지면 바로 버려둔다. 그 사이에 다른 책을 읽다가 한두 해 지나 조  껄끄

러운 듯이 여겨지면 다시 수십백 번을 읽어 아주 매끄럽게 되면 그만둔다. 이 게 

몇 십 년이 지나 몇 천 번을 채우게 되면 마음이 방종함에 이르지 않고도 힘을 얻

음이 한 깊게 될 것이다.”
10)10)

사람들이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일을 지 하면서 특히 ｢화식 ｣을 로 들

었다. 었을 때 ｢화식 ｣을 200여 번 읽어 완 히 외운 후 놓아두었다가 지

 30여년 뒤에 익히려 다시 몇 번 읽었다고 하 으니, 이 을 썼을 때의 나

이를 고려하면 스물 남짓한 나이에 이 책을 읽되 입에 배도록 읽었다 한 것

이다. 문면을 통해서 볼 때 ｢화식 ｣은 은 시  당연히  외울만한 책이

라 여겨졌던 것이다.

金聖鐸(1684~1747)은 ｢答宇漢書 己未｣에서 이 게 말했다.

(그 가) 장천과 함께 사천가에 머물며 ｢화식 ｣을 400번 읽은 것을 알게 되었

으니 그 浪過함을 상상할 만하며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그 의 나이가 이미 많으

니 ｢화식 ｣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장을 

지으려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선무가 아닐 듯합니다.…내 생각에는, 유가의 책을 

읽으며 힘을 써서 식견이 넓어지게 하고 의론이 높아지게 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

10) 洪吉周, 睡餘演筆56: 余讀書不能過數百籌, 前筆 之矣. 時讀貨殖傳, 纔二百餘

籌, 雖於睡夢中, 誦之不錯一字, 心思他事物, 而口吻慣滑, 已下十數行. 讀書 以存

心1)也, 而心之放有甚於不讀時. 以故捨而讀他書. 今於三十年之後, 欲溫誦之, 則不

能下其三四行. 展卷讀四五遍然后, 始復誦. 人有讀一書, 輒至千餘籌 , 未知能有何

術以操其心也. 余嘗 : “欲讀一書累千籌, 先讀數百籌, 慣熟如余之貨殖傳, 卽棄

之, 間以他書, 經一二歲, 覺其稍澀, 而更讀幾十百籌, 太滑則止. 如是, 經幾十年而

滿幾千籌, 則心不至放, 而得力亦似深.”(정민․서신혜 외 역, 2006 19세기 조선지

식인의 생각창고, 돌베개, 2006,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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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게 하면 펴서 문사를 지을 때에 한 좋게 하려 하지 않아도 좋아질 것입

니다. 장자나 사마천 같은 가의 은 진실로 읽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스물 

후로 재기가 날샌 자가 읽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  같이 년․노년의 사이에 

있는 사람은 그다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11)

11)

우선 우한과 장천이 모여서 ｢화식 ｣을 400번 읽은 일을 들었다면서 그 장

한 열심을 칭찬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

이 ｢화식 ｣을 읽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면

서 사마천의 은 스물 후로 재기가 날샌 자가 읽기에 합당한 이라 한다. 

사마천의 이란 여기에서는 ｢화식 ｣을 지칭하는 말이다. 앞에서 언 한 

로 ｢화식 ｣은 호방한 기운으로 세상을 리 보고 배우는 이다. 조선시 에

는 이런 기운을 배우기 해 어려서부터 20 의 은 시 까지 ｢화식 ｣을 

리 읽었던 것이다.

사마천과 같은 호방한 을 짓기 해 심지어 노년에까지 ｢화식 ｣을 읽기

도 했다. 윤 조(1680~1761)는 사 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기를 보고 있

느냐 묻고 ｢화식 ｣ 구  등 몇 구 을 설명하기도 했다.
12)12)  이재(1680~ 

1746)의 ｢佐郞宋公墓碣｣에서 ‘(송공은) 태사공의 ｢화식 ｣을 무 좋아하여 

을 지을 때면 으  몇 번씩 암송하 다.’13)고도13)했다. 이재는 어려서뿐만 아

니라 장년을 넘어 만년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화식 ｣을 좋아하며 암송하

고, 더구나 을 짓기 에는 반드시 이 을 몇 번씩 소리 내어 읽었다 하

다. 앞서 언 한 로 ｢화식 ｣이 지닌 작가의 경륜과 사방을 두루 거친 기운

은 조선 선비들로 하여  끊임없이 이 에 한 본뜨기를 추구하게 하 던 

것이다. 그 를 이재에게서,  앞서 언 한 우한과 장천에게서 볼 수 있다. 

11) 霽山先生文集卷之十, ｢答宇漢書 己未｣: 知 章天同處泗上, 讀得貨殖傳四百遍, 

其不浪過可想, 喜甚. 然君年紀已晩矣. 未知讀貨殖傳有何大得力. 欲爲做文章地, 則

似非切急之務.…吾意莫若就儒家書中用力, 使識見日廣, 議論日高, 則發而爲文辭 , 

亦不期好而好矣. 莊馬大家文字, 固不可不讀, 而此乃二十左右時, 才氣方銳 , 所當

讀, 如君方在中晩之間, 恐非切己得效之道也, 如何如何.

12) 尹鳳朝, 圃巖集卷之十一, ｢ 金壻熤｣: 史記近或撿看否. 問目從鄙見逐條答去, 幸

視至也. 惟願 恙快祛, 親近書籍. 不具.…貨殖傳三寶絶…

13) 李縡, 陶菴先生集卷三十四, ｢佐郞宋公墓碣｣: …口不談女色, 嘗 今世無開眼處, 

惟書籍可自娛, 酷好太史公貨殖傳, 臨作文, 輒誦數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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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 을 하나의 辭典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본래 사기 에서도 

｢화식 ｣은 사마천이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며 익힌 견문을 담아 쓴 종합 인문

지리서인 만큼 그것에 지역 인 정보와 인물․풍속․물산유통에 한 사실들

이 방 하게 실려 있다.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생각을 논할 때 ｢화식 ｣의 어느 

구 을 인용하여 논의에 힘을 싣기도 하고, ｢화식 ｣의 어느 구 이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의견을 조 하

기도 한다. 

를 들어 이익(1579~1624)은 면화를 설명하면서 ‘ 국에서는 이 백첩자를 

외국 물산이라 하여 다른 털을 보태서 가는 毛織을 만든다. 사기 ｢화식 ｣

에, “毾 와 皮革이 천 필이다.”라고 했는데, 裵駰은 ‘탑포는 백첩자다.’14)하

고…’14)라고 하는 등 그의  곳곳에서 ｢화식 ｣의 구 을 끌어다 쓰며 다른 

것과 비교하 다. 김간(1646~1732)은 ｢嘉 ｣이라는 에서 각 항목에 해 

설명하면서 ｢화식 ｣을 끌어와 쓰기도 했다.
15)15)정약용(1762~1836) 역시 경

세유표의 세 련 논의에서 ｢화식 ｣  조세와 련한 내용을 구 구  드

는16)등16) 여러 에서 ｢화식 ｣의 논의를 끌어와 자신의 논의를 확정시켰다. 

홍길주는 ｢貨殖傳叙地 ｣라는 을 써서 ｢화식 ｣에 나오는 지명을 정리하여 

‘어느 지역 내용이 어느 어느 부분에서 다시 나온다’느니, ‘어디서부터 어디까

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다’느니 설명하여 ‘독자들에게 편리를 제공’17)하려17)했다.

요컨  ｢화식 ｣은 국의 온갖 문물과 풍토를 쓴 인 탓에 辭典과 같은 

권 로 여기 기 인용되면서 각종 것을 징험하는 데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서, 앞에서 ‘왜 어렸을 때부터 사기 여러  에서도 ｢화식 ｣을 읽

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학문

을 하기 해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우선 문장을 이해하는 해독력이

14) 이익, 星湖僿說5권, 萬物門, 木棉: 中國以爲外國物, 加毛作㲲, 史記㲩 皮革千

匹, 裵駰曰毾 白疊也…

15) 김간, 후재집11권, 箚記○ 學, 嘉 : 不貲[貲. 通作訾韻 量也. 漢蓋寬饒傳, 用

不貲之軀, 貨殖傳家亦不訾, 皆 無訾量可以比之也.]

16) 정약용, 경세유표10권, 地官修制  賦貢制2에 이런 내용이 길게, 여러 번 나

오므로 원문 제시 생략. 

17) 홍길주, 縹礱乙籤11권, ｢貨殖傳叙地 ｣(박무  외 역, 2006 표롱을첨하, 태학

사, 199-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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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리고 각각의 을 잘 쓸 수 있는 필력이며, 그 이 한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기운이며, 다양한 지식과 검증능력이다. 앞에

서 여러 를 들어 징험한 로, 선인들은 의 기운을 얻기 해서 ｢화식 ｣

을 읽고,  여러 순간에 어떤 자료를 찾거나 징험하기 하여 늘 ｢화식 ｣을 

사 처럼 썼다. 그 다면 사기  특히 ｢화식 ｣이야말로 학문을 해 한 

사람이 기본 으로 갖추어야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다. 그러므로 어려서부

터 ｢화식 ｣을 읽도록 했던 것이며, 한 특히 평생 ｢화식 ｣을 읽기 좋아했

다고 자랑삼아 말했던 것이다.

3. ｢화식 ｣ 수용의 개와 位相 고조

사람들은 ｢화식 ｣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쓰기 典範으로서 극 으

로 수용했다. 사람들은 ｢화식 ｣을 본받으려 극 으로 노력하면서 자기 

의 개 방식과 구성 원리를 그것에 따랐고, ｢화식 ｣을 매우 높게 평가하여 

문 傳註書를 쓰기도 했다. 물론 쓰기 범으로서 ｢화식 ｣을 향유했다는 

특성은 앞 장에서 말한 ｢화식 ｣ 읽는 경향과 동궤의 것이지만 이 을 보다 

더 극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에서 그 경향을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먼  사마천이 ｢화식 ｣에서 보인 인문지리학  심과 그 쓰기 방식에 

따라 자기 을 지은 이다. 허목(1595~1682)은 ｢地乘｣이라는 을 쓰면서 

그 첫 부분에 ‘ 의 체재는 체로 ｢地員｣과 ｢화식 ｣에 바탕하 으며, 의와 

선한 풍속을 시했다.’18)고18)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들 을 본떠 을 쓴 

것을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는 ‘조선 九域의 땅은 燕ㆍ齊 밖에 있는데 동ㆍ남

ㆍ서는 大海에 하 고 북은 말갈과 연결되어 있다. 고구려 말에 玄菟와 遼

東의 땅 7백 리를 잃어 浿水로 경계를 삼으니…’ 하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역

사와 지리를 강 설명하고 각 지역별로 특산물 등을 설명하 다. ｢지원｣은 管
子의 편명으로, 이 책 역시 경제와 인문 련 사실을 범 하게 다룬 지리

서이니, 사마천이 ｢화식 ｣에서 국 각지의 지형과 문물과 풍속을 설명한 

와 같은 것이다.

18) 허목, 記 35권, 原集 외편, 東事, 地乘 : 書大抵出地員․貨殖, 重禮義善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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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무(1741~1793)는 이목구심서4에서 彦瑱의 ｢海覽篇｣이라는 시를 소

개했는데, 이 작품 역시 세계 여러 지역의 지형  특성과 특산물 등을 장편의 

시로 표 한 것이다. 이덕무는 이에 해 평을 내리면서 ‘이 은 사마천의 ｢화

식 ｣과 한유의 ｢南山詩｣를 섭렵한 것은 물론 황홀하고 롱한 재주로 오묘하

고도 지혜로운 이치를 꿰뚫어보기까지 하고 있다.’19)라19)했다. 비록 운문의 형

식을 띄고 있으나 여러 지방을 나열해 가며 그 지방의 지리와 물산의 특징 

등을 정리하고 있는 이런 이야말로 ｢화식 ｣의 향으로 탄생한 이라 평

가한 것이다. 

임병양란 이후 조선 사회가 겪은 변화는 실로 막 한 것이었다. 그  국토

인식면에서 볼 때, 임병양란이라는 정치․군사  경험은 국가 인 기의식을 

부추겨 邊境  島嶼지역에 한 방어체제를 재정비하게 했다. 한 흐트러진 

국가 통치의 기반을 다잡기 해서 정부에서는 으로 지리지와 지도편

찬작업을 하 다. 컨  東國輿地勝覽이 실상황과 맞지 않는다 하여 

으로 新增하는 작업을 했고,20)20)행정 실무를 총 하던 비변사가 주 이 되

어 도별 군 지도집을 편찬하 다. 이런 노력은 숙종 에 이어 ․정조 

까지 계속 이어져 輿地圖書, 海東輿地通載 등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국가차원의 노력과 때를 같이하여 개인들도 우리나라 역사지리에 한 폭넓

은 정리에 심을 기울 다. 申景濬(1712~1781)이 1756년 편찬한 疆域  
같은 것이 그 에 해당된다 하겠다.

21)21)

漢族의 정통 왕조인 명나라가 멸망한 후 조선은 스스로가 그 뒤를 잇는 中

華라 여겼다. 이런 조선 화사상은 양란 이후 무 진 국민  자부심을 다소

나마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런 의식이 내 나라 고유문화에 한 심

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술계통에는 진경문화가, 문학에

19) 이덕무, 청장 서51권, ｢耳目口心書｣4 : 涉筆於太史之貨殖, 獵墨於昌黎之南

山, 挾之以恍惚玲瓏之才, 透之以靈妙慧悟之理.

20) 1679년 숙종은 김석주(1634~1684) 등으로 하여  동국여지승람을 새롭게 편

찬하게 하 고, 이후 1699년 좌의정 최석정(1646~1715)의 건의에 의해 작업이 

더욱 다변화되었다. 이와 련한 논의는 양보경, 1987 ｢조선시  읍지의 성격과 

지리  인식에 한 연구｣, 서울  지리학과 박사논문, 98-100면을 참조 바람.

21) 이상 내용은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 과 천하 의 변화, 일지사, 29-334

면; 박인호, 1996 조선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이회문화사, 9-2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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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른바 朝鮮風
22)

이22)시 의 세가 된다. 

허목과 이덕무의 에서 보이는 국토와 역사지리에 한 심은 그들의 돌

출 인 특징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국가 분 기와 맥이 닿는 것이다. 국  

지역에 걸친 역사․문화․지리  심을 표 한 사마천의 ｢화식 ｣ 같은 이

야말로 이런 분 기와 맞물려 본뜨고 싶은 작문의 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화식 ｣의 향을 드러내며 일련의 폭넓은 역사지리  심을 표 한 

은 이밖에도 더 많이 있다. 박제가(1750~1805)는 박지원(1737~1805)의 을 

논평하면서 “이 은 개 당나라 杜光庭의 ｢규염객 ｣과 한나라 사마천의 ｢화

식 ｣을 합친 것인데, 그 안에는 조헌의 東還 事, 유형원의 반계수록, 이
익의 성호사설 등에 언 되지 못했던 부분까지 있다. 문장은 더욱 툭 트이

고 悲憤하여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만한 이다.”23)라23)하 다. ｢화식 ｣류의 

쓰기는 당시 여러 사람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의 경향이었다.

그  국에 걸친 역사지리  심을 표 한다는 특성을 닮으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직  우리나라의 경우에 맞추어 따로 ｢화식 ｣을 지은 사

람까지 나온다. 李奎象(1727∼1799)이 기록한 이재운이란 사람이 바로 그 주

인공이다.

이재운은 흥 사람으로 남인의 庶系이다. 문장으로 진사에 오르고 벼슬은 빈

시참 을 지냈다. 그가 지은 海東貨殖傳은 참으로 龍門의 수단이라 하겠다. 문장

은 기세가 汪洋하고 文彩가 용솟음치며 견식이 넓고 빼어나며 모방하여 본뜬 흔

이 없고, 한 구 의 말도 耦를 일삼지 않으면서 한 격조를 어기어 거친 것이 

없다. 미수 허목의 이 비록 古健하기는 하나 변통이 부족하며 지나치게 메마른 

데 비해, 해동화식 은 변화가 무궁하며 붓끝이 굉장하고 빛이 나 근세 백년 사

이에 이러한 작품이 없다. 요사이 연암 박지원이 비록 奇崛스런 名家로 일컬어지

지만 이재운의 해동화식 에 견주면 우가 난삽기괴한 면에서 손색이 있다고 

하겠다.
24)24)

22) 18세기 문학계의 이런 경향에 해서는 안 회, 1999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 , 13-387면; 이정선, 2002 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 한양 학교 출

부, 9-218면 참조.

23) 박지원, 열하일기, ｢次修評語｣: 次修曰, 大略以虬髥配貨殖, 而中有重峯 事, 柳

氏隨 , 李氏僿說, 所不能道 , 行文尤疎宕悲憤, 鴨水東有數文字.

24) 이규상, 병세재언록, 文苑綠  李載運 기록(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1997 18세기 조선 인물지, 창작과 비평사, 114-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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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이 ｢화식 ｣을 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조선  화식 ’을 썼

다는 증언이다. 아쉽게도 이 책은 지  하지 않으나 이 기록만으로도 ｢화식

｣에 한 당시의 열풍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에 해 오직 문장의 기세와 

각 구 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해동화식  역시 經濟書로서가 아니

라 ‘문장’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실도 아울러 볼 수 있다.

｢화식 ｣의 수용과 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에 한 註書가 

등장한 이다. 한 편의 자와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며 이에 한 한 권의 

註書를 내는 것은 이 의 位相과 련이 있다. 

본래 註書라는 것은 그 상이 되는 의 아류라는 것을 처음부터 제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우 권 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 상에 해서만 註를 

한다. 그래서 춘추를 설명한 春秋左氏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등

이 나오고 論語集註, 孟子集註 등이 나온 것이다. 홍길주는

성인의 책에 주 내는 것은 괜찮지만 성인보다 한 등  아래의 책은 주를 달 것

이 없다. 주라는 것은 원서(原書)의 신하이다. 내가 비록 옛 사람에게 미치지는 못

해도  어  기꺼이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어 즐겨 옛 사람의 신하가 되겠는가? 

한퇴지는 “세상에 공자가 없으니, 제자의 반열에 있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고 말

한 이 있다. 장부가 뜻을 세움은 진실로 이러해야 마땅하다. 주석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옛 사람의 서와 주장을 세운 것에 나아가 그 잘못을 따지는 것 한 原

書의 발 아래에서 거니는 것이 됨을 면치 못한다. 양웅은 反騷를 지었는데, 반드

시 굴원에게 미치지 못한다. 온공이 지은 疑孟은 틀림없이 맹자에는 미치지 못

한다. 非國語를 지은 유종원은 반드시 좌구명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非非國語, 
즉 비국어를 비난하는 을 짓는 자는  반드시 유종원의 아래에 있게 될 것이

다. 正楊, 곧 양웅의 잘못을 바로잡는 을 쓴 사람은 반드시 양웅의 아래에 있

게 될 것이다.
25)25)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을 기억하면서 정약용이 쓴 다음 기록을 보자.

25) 홍길주, 睡餘瀾筆47: 聖人之書, 註之可也. 下聖人一等之書, 不足註也. 註 , 原

書之臣僕也, 我雖不及古人, 又何肯俛首屈膝, 甘爲古人之臣僕? 韓 之有云 : “世

無孔子, 不當在弟子之列.” 大丈夫立志, 固宜如是, 不唯註釋然也. 就古人所著書立

論, 以辨其差, 亦不免爲原書之脚下步. 反騷之揚雄, 必不及屈原, 疑孟之溫公, 必不

及孟子, 非國語之子厚, 必不及左邱, 作非非國語 , 又必居子厚之下, 而著正楊 , 

又必居用修之下.(정민․서신혜 외 역, 앞의 책,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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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貨殖列傳注 1권은 고 東山處士 鄭亮欽이 편찬한 것이다. 정공은 성품이 침

착하고 도타우며, 학식이 넓고 문장이 고상할 뿐만 아니라 재상의 人望을 지녔으

나 砥平山에 은거하여 끝내 포의로 삶을 마치니,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는 돌아가신 내 아버지와 가까우셔서 늘 들러 이야기를 계속 나 었다. 한번

은 이 책을 아버지께 보여 주면서 옮겨 쓰도록 재 하 다. 마침 병진년(1796) 겨

울에 내가 규장각에서 校書를 하 는데, 이 때에 상께서 사기의 여러 注解를 

리 구하시되 ｢화식 ｣에 더욱 심을 기울이셨으므로 이 책이 마침내 거두어 쓰이

게 되었다. 아! 선비는 진실로 한 가지 기 에만 정 하더라도 결국 드러나게 되

는 것이니, 후학은 힘쓸지어다.
26)26)

이 기록은 특별히 흥미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해 다. 하나는 처사 정양

흠이 자신의 힘을 다하여 ｢화식 ｣에 한 주석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로, 매우 권  있거나 유명한 에만 註書를 내는 것이 일반 이라는 

사실을 제하고 보면 ｢화식 ｣에 한 주석서가 나왔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

하면서도 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 이 책에 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는가에 한 방증이 되기 때문이다. 선비가 한 가지 기 에만 정통하여

도 달하게 된다는 정약용의 언 을 통해 이 주석이 상당한 수 에 도달했

을 것이라는 짐작까지 할 수 있다. 

한 이 을 통해, 정조가 사기 련 을 구하면서 특히 ｢화식 ｣에 

심을 기울 다는 을 알 수 있다. 국왕이 나서서 이 책에 해 주서를 리 

찾으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 다는 것은 이 책의 요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기도 하다. 한 앞서 한 개인이 ｢화식 ｣에 해 註書를 남긴 것의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당시 ｢화식 ｣은 경 에 버 갈 만한 요서

으로 여겨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이런 작업을 거쳐 결국 1796년에 史
記英選이란 책을 펴내어 보 하는 데에 힘을 기울인다.27)27)

26) 정약용, 다산시문집14권, ｢跋東山子貨殖傳注｣: 右貨殖列傳注一卷. 故東山處士

鄭亮欽之所纂也. 鄭公性沈厚, 博學高文, 負公輔望, 隱居砥平山中, 竟以 衣終, 知

惜之. 先子善, 每過談論不輟. 嘗以此編示先子, 亟令傳寫. 丙辰冬, 校書奎瀛

府, 時上廣求史記諸注, 尤於貨殖傳致意, 此編遂見採用. 嗟乎! 士苟有一藝之精, 終

有一顯, 後學其勉哉.

27) 사기 선의 간행과 련해서는 강혜선, 1998 ｢정조가 가려 뽑은 사기 선｣ 문
헌과 해석5호, 문헌과 해석사, 19-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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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약용의 에는 정조의 명을 받아 사기를 편찬하는 일을 했던 그 

무렵의 기사가 제법 있는데, 그  ｢화식 ｣ 련 이 많이 보인다. 먼  스

스로 쓴 묘지명에 ‘정사년(1797)  大酉 에서 상이 만나 주시고 음식을 하

사하신 다음, ｢화식 ｣․ ｢袁盎傳｣의 疑義를 물으셨다.’
28)

고28)기록해 둔 것이 

있다.  곡산부사로 있으면서 한참 동안의 수고 끝에 결국 史記選纂注를 

올리는데, 10권의 책에 한 범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 ｢화식 ｣의 '三寶'는 

참고할 만한 주석이 없고, '以而不樂夷狄益甚'이라는 뜻 한 자세하지 않습니

다.’29)라29)한 기록이 있다. 정약용은 특히 ｢화식 ｣의 ‘삼보’ 련 주석을 찾느

라 고심했으나 결국 해결하지는 못하여 매우 아쉬워했던 듯하다. 成仲 李晩秀

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 사기 선을 纂注하는 일을 이제 비로소 끝마쳤기에 

삼가 進하오니 공께서 반드시 한번 열람해보시고 타당치 못한 곳이 있으

면 삭제하고 윤색해서 임 께서 보시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화식 ｣에 

나오는 ‘三寶’에 한 해석을 에 분명히 注에서 보았는데 史家들이 윗구 에 

나열한 農ㆍ工ㆍ虞가 그에 해당한다 하 습니다. 이번에 史記評林  다른 

여러 좋은 책을 고찰해 보아도 일체 그러한 설이 없으므로 함부로 주석하지 

못하오니 이것이 한스럽습니다. 리 고찰하여 注를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

다.…’30)라30)한 것이 바로 그 시기 정약용의 노력을 증언해 다.

요컨  ｢화식 ｣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더욱  쓰는 데에 있어서 실제 인 

향력을 끼치기도 하 다. 한 이 책의 극  수용분 기에 맞추어 그 책

의 상도 매우 높아져 거의 경 의 수 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기도 했다.

28) 정약용, 다산시문집16권, ｢自撰墓誌銘 集中本｣: 丁巳春賜 于大酉 宣飯, 下詢

貨殖傳袁盎傳疑義.

29) 정약용, 다산시문집10권, ｢進記選纂注啓｣: 貨殖傳三寶注無可 , 以而不 夷狄

益甚, 義亦未詳.

30) 정약용, 다산시문집18권, ｢ 李成仲晚秀｣: 史記選纂注之役, 近始卒業, 謹玆 進. 

令公 一閱覽, 有未安處, 卽行刪潤, 以塵乙覽如何. …貨殖傳三寶, 往時明見注史家

以上句所列農工虞當之. 今 評林本及諸好本, 竝無此說, 不敢妄自注釋, 此爲可恨. 

幸博攷而添注之.(민족문화추진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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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경제 문제 두와 경제서로서의 ｢화식 ｣ 향유

임병양란을 계기로 국토 체가 폐허가 되어버린 조선 사회는 이후 빠른 

변화를 거듭했다. 특히 18세기는 도시와 농 간의 차이나 場 문화를 논할 

만큼 경제 으로 상당히 역동 이었음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 져31)있다.31) 

그리고 이런 분 기가 컨  고소설이나 가사, 한시 등 여러 문학 분야에서 

나타난다며 그 상황을 말하는 논의도 많다.
32)32)

이와 련하여 ｢화식 ｣을 언 하고 이해하는 방법면에서도 다소의 변화가 

보인다. ‘貨殖’이라는 제목 자체가 財貨에 련한 문제인데도, 앞서 살펴본 

로, 선인들의 문집을 통해 볼 때 ｢화식 ｣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닮고 싶

은 모범  문장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18세기의  에는 이 ｢화식 ｣을 실

제 경제문제와 연 하여 언 하고 있는 이 다수 보인다.

안정복(1712~1791)이 이사빈에게 보낸 답장에 이런 부분이 있다.

權省吾는 여름 석 달 동안 우리 그 가 붙잡아 가르쳐  덕분에 용모와 언사에 

진보한 이 많습니다. 이번에 왔을 때도 지난번과는 꽤 다르던데, 그것은 틀림없

이 달과 이슬․바람과 안개 등 자연에 한 시구를 짓다가 감화되어 그 게 된 것

일 것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유 ｣을 읽으면 방 자기 목숨을 생명을 가

볍게 여기고, ｢화식 ｣을 읽으면 쉬이 산업을 경 하려 한다’고 했으니, 공부하는 

것을 택함은 참으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 하게 돌아가서 면 한 자리

에서 경계하지 못한 까닭에 이 게 알려서 후일의 한 경계거리로 삼으려할 뿐입니

다.( -필자)
33)33)

31) 이태진 외, 2000 서울상업사, 태학사, 143-304면에 나오는 고동환과 한상권의 

논문에서 이런 이 특히 잘 드러난다.

32) 한국고 문학연구회 편, 1994 문학 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 한샘출 사, 

81-178면에 있는 네 편의 논문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여러 선행 연

구들을 통해 이런 경향이 이야기되고 있다.

33) 안정복,  菴集5권, ｢答李士賓書 辛巳 ｣: 省吾三夏蒙吾友扶竪之力, 容貌辭氣之

間, 儘有所進. 今番歷過, 頗異前度. 此必欽艶於月露風烟之句而然也. 古人 , 讀遊

俠傳, 便欲輕生, 讀貨殖傳, 便欲營産, 所習信不可不愼矣. 渠歸忙甚, 故未及相䂓, 

玆以相告, 欲爲後來箴敎之一端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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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식 ｣을 읽으면 방 살림 경 을 하려 한다는 말을 통해 독자들이 이 

을 어떻게 이해했고 이 책을 통해 그들이 어떤 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말은 명나라 때의 학자 茅坤이 ‘화식 을 읽으면 곧 부를 구

하고자 하고 임 을 읽으면 곧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자 하며 이 을 읽

으면 곧 싸우려고 하고, 석건 을 읽으면 곧 몸을 숙일 듯한다. 讀貨殖傳, 卽

欲求富, 讀任俠傳, 卽欲輕生, 讀李廣傳, 卽欲立鬪, 讀石建傳, 卽欲俯躬’라고 했

던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것이 당시 조선의 실을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 

안정복이 이것을 로 들어 신 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아 모곤이 살던 청

나라 당시뿐만 아니라 안정복이 살던 조선 당시에도 ｢화식 ｣이 그런 향을 

끼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  시기 좋은 독서물 는 辭典, 닮고 싶

은 문장의 典範 역할을 하 던 ｢화식 ｣이 이쯤 되면 요즘말로 재테크 지침서

가 되었다는 말이다. 

컨  작자는 미상이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사이에 편찬된 것이 확실한 

설화집 紀聞拾遺에는 한 부인이 은 돈으로 특정한 약재를 매매함으로써 

큰돈을 번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을 쓴 이는 맨 끝에 ‘이 일은 ｢화식 ｣에 넣

을 만하다. 此事可入於貨殖傳’라며 을 맺는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는가 말한 후 ‘이 이야기야말로 ｢화식 ｣에 들어갈 만한 것’

이라 하 으니, 그가 생각했을 때 ｢화식 ｣은 말 그 로 재테크를 하는 방식

과 사례를 담은 실용 경제서 던 것이다.

사마천은 왜 ｢화식 ｣을 썼을까? 이에 해서는 한나라 당시 상황과 사마

천의 참담한 인생 역정을 말하는 등 연구자마다 나름 로 해석을 하고 있으

나, 이를 하나하나 다루며 시비를 가리는 것은 ｢화식 ｣이 우리나라에 수용된 

경향을 읽는 본 연구와 어 나므로 본격 으로 다루지는 않는다.34) 그러나 간

략하게나마 사마천이 당  실을 어떻게 보고, 이 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

34) 후한 시기 반고가 漢書에 ｢사마천 ｣을 쓰면서 ‘이익을 남기고 재산을 모으는 

재주가 있는 이를 찬양하는 반면 빈궁하고 지 가 낮은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겼

다’고 비 한 것을 비롯하여 사마천의 ｢화식 ｣에 해 다양한 평가가 있다. 버

튼 웟슨, 1995  한 역사가 사마천, 한길사, 203-204면 ; 武田泰淳, 2000 사
마천-사기의 세계, 일각서림, 148-151면 ; 윤주필, 2003 틈새의 미학, 집문당, 

163-164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으므로 그에 한 평가는 읽는 이에게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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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했는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 송나라의 馬端臨은 사마천이 살았던 한시  당시 실에 해서 

漢나라 기에 井 자손은 벼슬길에 나아가 리가 될 수 없었으니, 체로 농

업을 숭상하고 상업을 억제시키면서 권면하고 징계함이 있게 하기 해서 다. 그

러나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

러드는 것과 같은데, ｢화식 ｣ 가운데 素 에 비유되는 豪商과 巨賈를 보면, 모두

가 末利를 가지고 성취하 지 힘껏 농사를 지어 이룬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

다. 孝武帝 때에 이르러 東郭 咸陽은 소  장수 고 孔僅은 장장이 고 桑弘

羊은 장사꾼의 아들이었는데도 大農과 御史의 지 에까지 올랐으니, 의 법이 

모조리 폐기되었다고 하겠다.
35)35)

고 진단했다. 이런 진단에 해 공감한 우리나라의 신흠(1566~1628)이 이 

기록을 자신의 문집에 써 놓기도 했고,
36)36)정약용도 세 제도를 일별하면서 같

은 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펼친 도 있다. 마단림은 한나라 기의 벼

슬 문제를 말하 으나, 그와 달리 우리는 그의 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서 농

업 보다는 상업을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 다는 , 이익 추구를 해서 상업

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마단림의 

이 말을 인용한 뒤에 정약용은 

제 생각은 이 습니다. 상인은 이익이 많으므로 세 도 이에 따라서 과 한 것

이 선왕의 법이었습니다. 반드시 상업을 억제하여 곤란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 

듯합니다. 있고 없는 물건을 교역하는 일은 禹․稷 때에도 시행한 것인데, 어  반

드시 억제한단 말입니까?
37)37)

라 하기도 했다. 마단림의 말을 상업의 이익을 인정하는 언술로 받아들여 

이를 정치가  입장에서 세 제도 문제와 연결한 것이다. 정약용의 이 을 

35) 文獻通  : 漢初 井子孫, 不得仕宦爲吏, 蓋欲崇本抑末, 有所勸徵. 而利之所在, 

猶水注下, 貨殖傳中豪商巨賈, 比之素 , 皆以末利就之, 未聞以力田致之 . 至孝

武時, 東郭咸陽以鬻鹽, 孔僅以大冶, 桑弘羊以賈人子至爲大農御史, 前法盡廢矣.(민

족문화추진회 역)

36) 신흠, 象村集52권, 求正  上, ｢春城 ｣

37) 정약용, 經世遺表10권, ｢關 之賦｣: 臣謹案, 商賈利重, 故其稅亦隨而重, 此先王

之法也. 其必抑商以困辱, 亦恐未善. 懋遷有無 , 禹稷之行也, 何必抑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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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당시 국가에서는 상업에 한 억제책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당시 세상

은 물량 유통으로 설명되는 상업이 성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볼 수도 있다.

사실 사마천이 ｢화식 ｣을 통해서 한 이야기도 物化는 비싸면 다시 천해지

고 싸면 다시 귀해지는 것이니 재물을 흐르는 물처럼 돌게 하라
38)

는38)것이었

다. 한 사람에게는 물질에 한 근원  욕망이 있는 것이니 통치자는 이것

을 인정하고 바르게 인도하여 한 물질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

의도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 다. 물질  이익추구와 상업

의 문제를 정 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치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에서, 정약용이야말로 사마천의 ｢화식 ｣을 가장 정확히 이용하 다 해야 

할 것이다.

경제 인 면에서 ｢화식 ｣을 이해하고 인용하는 경향이 두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화식 ｣의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한 도 나왔다. 김창흡

(1653~1722)이 ｢화식 ｣을 물질 문제에 주목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그것이

다. 그는 여러 책에 해 설명하는  특별히 ｢화식 ｣에 해서 이 게 썼다. 

화식 은 마땅히 두 체제로 나 어 古傳․今傳으로 보아야 한다. ‘神農以前’부터 

‘豈非以富耶’까지는 古傳이요, ‘漢 海內’부터 ‘豈所 素 耶’까지는 漢傳이다. 大

旨는 耳目口鼻로 부하고자하는 근본을 삼고, 聲色臭味로 부하고자 하는 根底로 삼

아 사방 천하에 미친 것이다. 무릇 水土 생산품의 부족하고 많음이 고르지 않음과 

인민의 민속과 왕래와 교역이 서로 물든 것이 모두 그 안에 있다. 

그 가운데 來往라는 두 자는 이 한 편 의 字眼으로 시종을 깨뜨릴 만한 것

이다. 노자의 말을 들어 풀이하는 자 한 왕래를 가지고 주장을 삼으니 참으로 

이른바 을 춤추게 하는 솜씨이다. 그 이른 바 ‘煕煕穰穰’이라는 것은 곧 왕래하

는 모양을 그린 것이다. 왕래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에도  솜씨 있는 이도 있

고 졸렬한 이도 있어서 재물이 모이기도 흩어지기도 하는 것은 한 솜씨 있고 졸

렬한 상황과 재주가 크게 다른 까닭이다. 부유함을 이룬 자는 2/10의 이익을 취하

는 이부터 청렴하여 5/10의 이익을 취하는 이에 이르기까지 있고, 천 의 부자부

터 거만 을 가진 부자까지 있으니, 필부라도 왕후장상과 맞먹게 되어 素 이라고 

이름 붙여지고 그 즐거움은 무궁하게 된다.

이라는 한 자 역시 字眼이다. 그런 까닭에  가운데에 빈번이 나오니 탐내

고 부러워하는 뜻을 볼 수 있다. 옛날부터 하는 이 에 도주나 백규의 무리는 

38) 사마천, 史記, ｢貨殖傳｣: 貴上極則反賤, 賤下極則反貴. 貴出如糞土, 賤取如珠玉. 

財幣欲其行如流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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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솜씨가 뛰어난 자들로, 한나라 때 탁왕손이나 程鄭은 모두 한 짝이다. 쪽 

에서 산동․산서․강남․갈석에서 나는 물산을 배열한 것은 아래 에서 ․

삼하를 나열하고 ․월 땅까지 포함한 것과 더불어 를 맞추어 볼 수 있다. 다

만 쪽 은, 먼  부하고자 하는 근거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바탕에 이르기까지 

략 산천을 들어 말하 다. 아래 에는, 한나라 개국 이래 산천풍토와 물산의 있

고 없음에 따라 무역하는 것을 리 나열하고 백성의 부하고자 하는 상황이 서로 

물든 것 등을 그 가운데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다. 를 들어 추․노의 백성들

이 장사하기 좋아하는 것이 주나라 사람보다도 심해졌다거나 천 사람은 후덕하

고 삼갔는데 남양 땅의 장사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이 이것이다.
39)39)

우선 ｢화식 ｣은 한나라 이 과 한나라 당시가 ․후편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설명한 후 바로 이 기록의 뜻을 설명한다. 김창흡은 ｢화식 ｣ 속 표 을 

곳곳에 포함시켜 ｢화식 ｣의 내용을 설명하 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

하면 ‘往來’와 ‘樂’이라는 단어가 ｢화식 ｣을 꿰뚫는 ‘ 깔’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 부를 이루는 방식이 무엇인가? 왕래이다. 사람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나는 물건들의 有無多 에 따라 이것들을 잘 유통시키는 것이 이익

을 얻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한 그것으로 인해 얻게 되는 각종 것들에 한 

부러움을 은연 에 ‘樂’이라는 자로 담았다는 것이다. 이미 상업 등의 방법

으로 이룩한 ‘富’는 멀리하거나 죄악시할 것이 아니었다. 부는 구나 소유하

고 싶은 상이며 욕망의 투사물이었다. 여러 지역에서 부를 이룬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삶을 ‘즐거움’으로 표 한 것은 바로 사마천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39) 김창흡, 三淵集36권, ｢漫 ｣: 貨殖傳, 當分兩截, 作古今傳看. 自神農以前, 以至

豈非以富耶爲古傳, 自漢 海內, 至豈所 素 耶爲漢傳. 大旨則以耳目口鼻, 爲欲

富之根柢, 以聲色臭味, 爲攻取之材料, 達之天下四方. 凡水土所産物品之鮮多不齊, 

而人民謠俗來往交易, 互相漸染 , 擧在其中.

    其中來往二字, 爲一篇字眼, 所以從頭劈破. 擧 子之 而翻之 亦以往來爲說, 眞所

舞文手也. 其所 煕煕穰穰 , 乃摸寫往來之狀, 而往來 利之中, 又有巧有拙, 輻

輳瓦解, 又所以狀巧拙之懸絶也, 巧之極矣. 便成富 , 自什二, 以至於廉賈五之, 自

千金之家, 以至巨萬. 以匹夫而 王侯相埒, 則名爲素 而其 無窮.

    之一字亦字眼, 故篇中頻頻提掇, 足可見健羨之意. 古傳中陶朱․白圭之類, 皆巧之

, 而 漢時卓․程同一伎倆. 上文排 物品所産山東西江南碣石, 下文所列關

中三河以包楚越之地 , 可以 看. 但上文則先擧欲富之根, 以及攻取之資, 略擧山川

而 之. 下文則自漢 以下, 廣列山川風土懋遷有無之地, 而民之欲富情狀, 互相漸染

, 莫不影現於其中. 如 鄒魯之好賈, 甚於周人, 穎川敦愿, 學南陽之多賈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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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흡 시 에 조선 사회도 이미 富를 부러워하고 그것의 힘을 실감할 만

한 세상이 되어 있었다. 한 그 이후 이런 상황은 더해져 이규경(1788~?)의 

다음과 같은 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가 힘 있는 자와 부유한 자에 

해 究한 이다.

체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재물과 힘 모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집안

에 아무 것도 없고 네 벽만 둘려 있는 아주 빈궁한 자가 있는가 하면 만승천자를 

압도할 만한 재물을 가진 이가 있고, 손으로 닭 한 마리를 잡아 묶을 힘이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손으로 맹호를 때려잡을 힘을 가진 자가 있기도 하니, 어쩌면 

그리도 동떨어져 서로 상 가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약한 것은 六極(6가지의 크

게 불길한 일-필자 주)의 하나이고 부는 五福의 하나이다. 힘으로 말하면…부자로 

말하면…呂不韋ㆍ糜竺은 가동이 1만 명에 답이 1만 이고 素馬가 1백 필이나 

되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무리 力士와 부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역

사나 부자에 비하면 태산과 조그마한 언덕과의 차이와 같고 하해와 도랑물과의 차

이와 같다. 사마천의 ｢화식 ｣에 이르기를, “재산이 자기보다 열배가 많으면 그에

게 자기를 낮추고, 백배가 많으면 그를 무서워하여 꺼리며, 천배가 많으면 그에게 

부림을 받고 만배가 많으면 그의 종이 된다.” 하 는데, 어  꼭 부자뿐이겠는가? 

힘도 마찬가지이다.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야 어  말할 나  있겠는가.
40)40)

이규경은 역사 인 여러 선례를 통해 부와 힘에 한 생각을 이 게 로 

표 했다. 부자들의 와 그들에 한 우를 나열하고 부의 차이를 설의법으

로 마무리한 것은 실은 사마천이 ｢화식 ｣을 쓴 쓰기 방식과 같은 것이

다. 사마천 역시 국 곳곳의 부자들과 그들에 해 정치가 등이 한 우 등

을 나열한 후 “(그들이) 천자와 같은 를 받고 이름을 천하에 드러내었으

니, 어  그들이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41)

하며41)단락을 마무리하 다. 

이규경은 논지 개 방식조차 ｢화식 ｣에서 그 로 가져왔던 것이다.

의 내용을 살피면, 이규경은 사람에게 재물과 힘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는 제에서 시작하여 힘을 가진 사람과 그들이 겪은 일의 , 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재산 정도와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로 들었다. 그 과정에서 본질

으로 그 힘과 력을 완 히 인정하고 있다. 사마천의 ｢화식 ｣을 인용하면

40)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경사편 5, ｢大力鉅富無量辨證說 ｣(민족문화추진회 역)

41) 사마천, 史記, ｢貨殖傳｣: …禮抗萬乘, 名顯天下, 豈非以富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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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미 세상이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힘이 없는 것은 六極의 하나이고, 부유한 것은 五福의 하나’라는 언 이 당  

사회와 이규경의 생각을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규경의 이러한 생각은 다음 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의 유명한 문

인이었던 이반룡의 後事에 하여 쓴 이다.

滄溟 李 龍은 뛰어난 문장으로 온 천하를 雄視하 다. 그는 술이 풍부하 을 

뿐 아니라 높은 지체와 넓은 교유로 그 聲律과 의기가 충분히 賢豪들을 조종하고 

才俊들을 추천하여 일세를 마음 로 호령, 王弇州와 함께 우주 안에 다른 사람은 

없다고 스스로 여겼으니, 그 얼마나 장쾌하 던가. 그러나 그 무덤의 흙이 마르기

도 에 자손이 한 몸도 의탁할 데 없게 되고 총애하던 여인이 떡을 팔아 연명하

게 되었으니, 만약 창명에게 앎이 있다면 승에서도 물을 치 못하면서, ｢화식

｣을 읽지 않고 計然의 계책을 쓰지 않았던 것을 한스럽게 여길 것이다.
42)42)

문장으로 천하를 호령하고 수많은 높은 이들과 교류했던 문인 이반룡이었

건만 그가 죽자마자 그의 가족들은 몸조차 의탁할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로 든 이반룡은 비록 먼 나라 국의 옛 사람이지만, 이규경은 그의 

를 통해서 돈이 없으면 애통한 일을 겪게 되는 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반

룡이 자손의 삶을 본다면 ｢화식 ｣을 읽지 않고 춘추시 의 巨富 계연의 계책

을 쓰지 않았던 것을 한스럽게 여길 것이라 했으니, 결국 국과 조선의 선비

들이 그토록 시하는 ‘문장’이란 오직 ‘경제력’ 이후의 일이 된다. 

유교를 국시로 한 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문장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문장으로 세상을 호령했던 인물조차도 경

제 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 물을 치 못하면서’ ‘한스럽게 여길 것’ 이

라 했으니,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말하는 발언인 것이다. 박지원은 ｢양반 ｣에서 

양반을 ‘반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 그 신분을 돈으로 사고 팔 수도 있는 

존재로 표 했다.  ｢허생 ｣에서  읽는 서생 허생은 아내에게 ‘어디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오라’는 소리를 듣는다. 경제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비

당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은 앞서 이반룡 자손의 삶과 연계되는 바가 있다.

요컨  ｢화식 ｣을 좋은 문장의 로 이해하고 그 게 이용하던 이들이 있

42)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경사편 5, ｢歎滄溟後事辨證說｣(민족문화추진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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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과 달리 18세기 이후에는 그 무엇보다도 경제가 시되는 사회 분 기

에 따라 ｢화식 ｣ 역시 이런 경제 인 문제에서 인식되고 인용되게 된 것이

다. 이는 18세기 이 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남긴 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들이다. ｢화식 ｣의 수용과 이용에 시기별로 일정한 흐름이 있었으며, 

｢화식 ｣이라는 한 의 수용조차도 사회 변화와 하게 연 되어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5. 마치며

사마천의 사기가 한문문화권에 끼친 향은 매우 크다. 사기는 經書와 

함께 구나가 다 읽는 기본서 의 하나 다. 그런데 사기  ｢화식 ｣에 

한 언 은 특별하다. 사기를 읽었다가 아니라 ｢화식 ｣을 읽었다고 하고, 

사기를 본뜬 것이 아니라 ｢화식 ｣을 특별히 본뜬다. 이 은 이런 특징에 

주목하여 다수 문집에서 ｢화식 ｣ 련 언 을 총망라하여 조사한 후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썼는지를 구분하여 ｢화식 ｣ 수용에 얽힌 당  사

회문화사를 밝힌 것이다.

요약하자면, ｢화식 ｣에 한 애호는 특별하며, 일정한 양상으로 구별되었

다. 조선 기 이 까지는 ｢화식 ｣에 나오는 하나의 단어나 문구를 자신의 

에 끌어들여 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특히 

｢화식 ｣은 문인들이 문장을 읽히기 해 어렸을 때부터 읽는 교과서 다. 장

성해서도 보다 나은 문장을 쓰기 한 연습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 다. 그러

다가 실제 ｢화식 ｣의 향을 받았노라 자처하며 쓴 이 나오기도 하고, ‘조

선  화식 ’을 다시 쓰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이 에 한 문 傳註書도 쓰

여질 만큼 그 상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던 ｢화식 ｣이 18세기에는 경제서

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드러내었다. 경제 인 문제를 한 해법서로, 는 당  

사회경제 인 문제를 드러내는 데 유용한 로 자주 인용되기도 하 다. 

 ｢화식 ｣의 수용 내용을 살피는 것은 조선의 사회 변화, 인식 변화를 볼 

수 있는 한 통로가 된다. 역사인문지리학 인 의 범으로서 ｢화식 ｣이 자

주 언 된 것은 임병양란 이후 국가차원에서 역사지리지 발간에 힘쓴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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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인도 이에 심을 기울이게 된 사실,  조선의 지식인들이 소

화로서의 우리 국토에 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일련의 분 기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경제문제를 다룬 서 으로서 이 을 받아들인 것이 18세기 이후 뚜

렷한 시장 경제 흐름으로 설명되는 조선 후기 상황과 연결된다. 물론 ｢화식 ｣

이 이런 변화 상황에 해 어떤 부가 인 역할을 했는지까지를 면 히 검토

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 은 ｢화식 ｣ 수용의 양상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에 을 두어 서술하는 데에 그치고자 한다.

(필자 : 한양  강의 담교수, 국문학 공.)

주제어 : 화식 , 사마천, 사기, 增殖, 쓰기모델, 경제서

투고일(2006.10.30), 심사시작일(2006.11.7), 심사종료일(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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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ceptible Trend of 

Hwasikjeon(貨殖傳)

Seo, Shin-hye *

43)

This thesis is written on receptible trend of Hwasikjeon. Hwasikjeon is a 

part of Sagi that was a must book for classical scholars.

Until the middl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only fragmentary words 

of Hwasikjeon were included in texts. But a new trend was appeared on 

reception of Hwasikjeon.

First, Hwasikjeon was a good text of reading. Many people recited it and 

this trend found out at various collection of works. Specially, people read it 

from early years.

Seconds, Hwasikjeon was a model of writing. Some people took as an 

example to Hwasikjeon. And some composed Joseon Dynasty' Hwasikjeon 

by oneself. Other people wrote notes on Hwasikjeon.

Thirds, Hwasikjeon was regarded as economic book. In substance, ‘hwasik’ 

means multiplication of property. Sa Ma-cheon(司馬遷) focused on the 

economic problem and rich people. But in our country, Hwasikjeon was read 

as economic after 18c.

Hwasikjeon is a good mirror of times. The trend of Hwasikjeon are in 

accord with change in Joseon Dynasty.

Key Words : Hwasikjeon(貨殖傳), Sa Ma-cheon(司馬遷), Sagi(史記), 

multiplication of property, model of writing, economic book

* Lectur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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