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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일은 ‘傳’의 전통적인 영역이다. 고대 서사시에
서 영웅의 일대기가 노래로 전승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한 인물의 일대기를 기
록하는 양식은 ‘傳’류를 통해서 기록되었다. 그런데, 조선후기 시가문학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서정적 감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대기를 서사적 전
개로 구현한 가사작품이 전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林將軍傳에1)1)수록된 <摠兵歌>는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었으나, 훗날에 ‘萬古忠臣’이라고 일컬어진 林慶業(1594~1646)의 삶
을 일대기 형식으로 구현한 가사작품이다.2)2)
*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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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업은 반역 죄인을 기록한 ‘赤書’에 이름이 등재된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세상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宋時烈(1607~1689)이 <林將軍傳>에서3)3)‘崇明尊周’의
화신으로 평가하면서 임경업을 재평가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또 임경업의 아
들 林重蕃(1628~1700)의 상소로 인하여, 肅宗 英祖代에는 조선정부 차원에서 伸
復官해 주고, 시호도 하사했으며,4)4)사당에는 ‘忠烈祠’라는 편액을 내리기도
했다.5)5)그리고 정조대에 임경업의 遺文과 遺跡을 비롯하여 여러 관련 자료들을
집대성한 林忠愍公實記가 편찬되면서,6)6)임경업의 추모 및 현양사업은 거의 마
무리 되었다. 이후 純宗代에 이르기까지 임경업에 대한 조선정부의 지극한 관심
은 계속 되었다.
이렇게 崇明尊周를 ‘大義’로 여겼던 조선후기에 임경업에 대한 관심은 뜻있는
인사들의 實傳 창작으로 이어졌다.7)7)한편, 임경업의 일대기를 소재로 삼아 ‘영웅
의 비극적 삶’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한 수많은 소설이 창작되어 향유되기도 했
다.8)8)또한, 민간에서도 임경업의 이야기는 전국에서 채록되는 ‘광포설화’로 자리
매김한 양상을 보였고,9)9)서해안에서는 풍어를 바라는 어민들이 임경업을 신으로
·

冤

2) ‘총병(摠兵)’은 1633년 임경업이 명나라 반군을 진압하는 작전에 참여한 뒤에 숭명황제가
내린 직함인데, 이후 명나라에서 ‘임총병’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조실록의 경우, 1789년
5월 26일 정조가 “명나라 총병관이며 조선국의 정헌대부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고 시호가 충민(忠愍)인 임공(林公)의 공과 절개는 우주에 가득
하고 (중략)”라고 장용영에 전교할 때, ‘摠兵’이라는 직함을 앞세워서 소개하고 있다. 따라
서, <임경업가> 또는 <임장군가>가 아닌 <총병가>라고 제명을 붙인 것은 숭명주의가 반영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林將軍傳에 수록된 <林將軍傳>과 내용이 같은 작품이 宋子大全 213권에 <林將軍慶業
傳>이라는 제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林將軍傳에 수록된 제명을 쓰기로 한다.
4) 숙종실록 숙종 23년(1697) 12월 9일, 12월 19일, 숙종 32년(1706) 2월 5일조 참조.
5) 영조실록 영조 3년(1727) 6월 5일조 참조.
6) 정조실록 정조 13년(1789) 5월 26일, 정조 15년(1791) 4월 26일조 참조.
7) 宋時烈, 李選, 權愈, 權斗寅, 李衡祥, 李栽, 李瀷, 林昌澤, 洪良浩, 白鳳奭 등이 지은 實傳이
전하고 있다.
8) 선행연구에 의하면, 임경업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소설은 이본이 30여 종이 넘는다고 한
다. 이윤석, 1982 林慶業傳 異本考 연구논문집 25, 대구효성카톨릭대, 1-18면; 이윤석,
1985 林慶業傳硏究, 정음사; 김의정, 1992 林將軍傳 硏究, 솔터; 이복규, 1993 林慶業
傳硏究, 집문당; 이복규, 1998 임경업전, 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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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굿이 성행했다고 한다.10)10)
국가적 차원에서 임경업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는 많은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족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전히 傳, 소설, 설화 등과 같은 서사적 구
성을 갖춘 이야기 형식을 통해, 억울하게 죽은 임경업의 일대기를 반추하고 울
분을 토로하면서, 그의 영혼을 위로한 것이다.
17세기 말부터, 임경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임경업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때, <총병가>는 임경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으로
형성된 ‘임경업 담론’에 대한 시가문학의 대응으로 창작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임경업의 일대기를 시가의 형식으로 구현한 <총병가>는 조선후기 가
사문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야를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총병가>에 대한 연구는 작품이 소개된 이후, 거의 30여 년 동안 구체
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에야 비로소 몇몇 연구 성과가 보고되었
다. 아마도 이는 작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작품성도 뛰어나지 않다는 편견
으로 말미암아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병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개되었는데, 작가와 창작시기에 대한 언급
과 작품을 주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홍재휴는 <총병가>의 제명 하단에 기명
된 ‘鄭羽亮’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을 영조 시대의 실존 인물인 ‘鄭
羽良(1692~1754)’의 오기로 파악했다. 작품 내에 誤字가 많은 것을 근거로 해
서, 후대인이 필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작가의 이름에 오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생몰연대로 보거나 교서를 지어 국문으로 옮긴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볼 때, 鄭羽良이 임경업과 관련된 국문 가사를 창작했을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상정했다. 창작시기도 정우량의 사망 이전으로 파악했다.11) 하지
11)

9) 이윤석, 1985 임경업 전설의 연구 연구논문집 31, 대구효성카톨릭대, 37-69면; 이복
규, 1991 <임경업전>과 관련 ‘전’, ‘설화’와의 비교 論文集 19, 서경대, 25-42면; 한종
구, 2004 林慶業 將軍 傳說 考察 논문집 39, 충주대학교, 317-351면; 한종구, 2005 임
경업 장군 전설 고찰-최후(사망)와 사후를 중심으로 논문집 40, 충주대학교, 347-364
면 등을 참조.
10) 주강현, 1991 西海岸 조기잡이와 漁業生産風習 역사민속학 1, 43-61면; 강성복, 2007
조선후기 홍성 성호리 동제의 신격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67-109면.
11) 洪在烋, 1986 摠兵歌 嘆中原歌攷 國文學硏究 9, 曉星女大, 5-1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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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작가명이 ‘오기’일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鄭羽良이 <총병가>를 창작했을 것이
라는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 논의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는 鄭羽良, 임경업의 일대기, 국문가사 등이 상호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점이 설
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복규는 주해를 중심으로 <총병가>를 소개하면서, 작가로 기명된 ‘鄭羽亮’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총병가>에 임경업의 신원에 관한 내
용이 없고,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결사 부분을 근거로 창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임경업이 사망한 1646년 이후부터 伸 復官된 1697
년 이전에 창작된 작품으로 보았다.12) 이 논의는 <총병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창
작시기를 추정한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경업의 신원 이후
에 창작된 작품이라도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 시대에 있었
던 것처럼 ‘현재적 시제’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3)
위의 두 논의는 <총병가>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총
병가>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가사문학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 한계를 보였
다. 선행 연구의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총병가>를 재론한 최미정의 논의에 의
해서 보완되었다. 최미정은 꼼꼼하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총병가>를 주해한 뒤
에, ‘임경업 일대기 가사의 시가적 특성’을 밝히고, <총명가>를 명․청 교체기의
문학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조명했다. 임경업의 일대기를 가사화하는 시적 장치
로는 용사의 활용, 압축의 묘미 등을 제시했으며, 전지자적 통찰에 의한 서술과
일인칭 화자의 목소리가 교차되는 시점의 혼효에 의해서 화자의 지향이 뚜렷하
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임경업을 대상으로 한 몇몇 실전, 1791년에 편찬된
林忠愍公實記에 수록된 <연보>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총병가>는 <연보>에
기대어 창작되었다고 보고, 창작시기를 1791년 이후로 상정했다. 또한, <총병가>
가 송시열의 林將軍傳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실전류
와 같이 읽어야 이해되는 지식인층의 낭독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14) 이
冤

12)

13)

14)

12) 이복규, 1987 鄭羽亮 作 <摠兵歌>와 <嘆中原> 國際語文 8, 205-214면.
13) 후대에 창작된 實傳의 경우에도 신원 복관 등을 언급하지 않고, ‘현재적 시점’에서 임경
업의 억울한 죽음을 탄식하며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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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구 성과는 <총병가>의 가사문학적 성격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총병가>가 <연
보>에 기대어 창작되었다는 확고한 견해에 따라, 창작시기를 1791년 이후로 상
정하고, 다른 갈래와의 영향 관계를 살피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가문학의 특징보다는 임경업의 서사적 일대기에 관심을 두고 <총병
가>를 살핀 연구는 김유진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다. 김유진의 연구는 선행연구에
서 언급하지 않았던 林將軍傳과 必東錄을 살펴서 논의의 폭을 넓혔다는 점
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林將軍傳에 대해서는 필사시기를 19세기
전반으로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했을 뿐, <총병가>를 수록하고 있는 林將軍傳
의 전체적인 의미는 규명하지 않고 있는 점, 必東錄에 수록되어 있는 <일기>
를 간략히 소개하고는 있지만, 이 자료를 李選(1632~1692)이 창작한 임경업의
傳이 <총병가>의 창작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 국한하여 활용하
고 있는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15)15)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논의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林將軍傳에 수록되
어 있는 <총병가>를 이해하는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총병가>가 수록되
어 있고, 임경업과 관련된 한문 자료와 국문시가를 모아서 편찬된 林將軍傳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선행하고자 한다.16) 이 과정을 통해서 편찬자의 의식, 편
찬 시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총병가>가 林將軍傳에 수록된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林將軍傳의 편찬자는 <총병가>의 작가를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로
‘鄭羽亮’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작가에 대해서는 홍재휴의 논의를 제외하고는 진
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작가를 적시하고자 했던 편찬자의 의도를 바
16)

14) 최미정, 2015 임경업 연보의 가사화, <총병가> 고찰 한국학논집 60, 계명대, 241-299면.
15) 김유진, 2015 임경업을 노래하다: 임경업에 대한 인물가사 <총병가(摠兵歌)> 문헌과
해석 71, 47-71면. 이 논문은 필자의 과문으로 투고 당시까지 확인하지 못한 자료였는
데, 심사과정에서 어느 심사위원의 소개로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16) 林將軍傳에 대한 논의는 김유진에 의해서 간략하게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가사문학
사의 흐름에서 <총병가>를 이해하고, 林將軍傳의 편집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林將
軍傳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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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林將軍傳에 수록된 필사본에 드러난 편찬자의 필사 양상을 참고하여
‘鄭羽亮’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총병가>는 임경업의 일대기를 가사화한 작품이기에, 임경업의 일생을
기록한 선행 자료에 기대어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미정은 <연보>를 바
탕으로 <총병가>가 창작되었다는 견해를 보였고, 김유진은 李選이 창작한 傳이
<총병가> 창작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런데, <연보>의 기록에는
선행 자료인 임경업의 ‘일록’을 참고했다는 기록이 있고, 李選 또한 임경업의 傳
을 창작할 무렵에 임경업의 ‘일기’를 보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록’이나 ‘일기’와 같은 자료가 <총병가>의 창작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사실, 임경업의 ‘일록’에 대해서는 송시열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실전을
창작한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어서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17) 만약,
<총병가>가 ‘일록’이나 ‘일기’와 같은 자료에 기대어 창작되었다면 창작시기도 새
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후기에 임경업의 담론이 형성되면서 임경업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 널리 향유되고, 설화도 전국적으로 전승되었는데, 임경업의 일대기를 노
래한 <총병가>와 이들 갈래의 영향관계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총병가>에서
설화와 소설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현전하는 <총병가>의 작가와 필사자
가 동일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18)18)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林將軍傳의 편
찬의도와 19세기 가사문학사의 흐름에서 <총병가>의 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17)

17) ‘일록’이나 ‘일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언급은 3장에서 상세하게 언급될 것이다.
18) <총병가>의 작가와 필사자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견해는 홍재휴, 이복규, 최미정 등
도 <총병가>의 한자표기에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정한 바이다. 즉, 한문으로 전개
되는 임경업의 일대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가사작품으로 다시 창작한 작가라면 한자
를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작자와 필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변이 양상을 <총병가>에서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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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林將軍傳에 대한 이해

林將軍傳은 목판본(1冊: 四周雙邊, 半郭, 21.8 17.7cm, 10行16字, 上下二葉花
紋魚尾; 29.7 20.5cm)으로 된19) 宋時烈(1607~1689)의 <林將軍傳>, 李 命(1658
~1722)의 <林將軍傳後敍>와20) 필사된 <今上卽祚十七年致祭文>, <隨身物>, <顯靈
顯夢記>, <孝行錄>, <摠兵歌>, <嘆中原> 등으로 합본되어 있다.
①<林將軍傳>은 송시열이 1689년에 지은 임경업의 실전이다. 송시열은 임경업
의 후손가에 전하고 있는 ‘家傳’을 감상하고, 임경업의 어릴 때 행적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면서, 임장군이야말로 ‘尊周大義’를 알았
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의리에 죽은 사람만 있으면, 비록
山僧이나 賤卒이라 하더라도 모두 표장했다’는 朱子의 의리론을 제시하면서, 임
경업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21)21)
②<林將軍傳後敍>는 이이명이 ‘崇禎甲申後六十八年(1712)’에 송시열의 전을 읽
은 뒤에 그 소회를 밝힌 글이다. 우암이 임경업을 존주대의의 화신으로 칭찬하
면서 후인들의 반향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閔鎭厚(1669~1720)가 <請諡狀>(1706)


×

×

19)

頤

20)

19)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林將軍傳의 ‘서지사항’은 목판본 <林將軍傳>과 <林將軍傳
後敍>에 관해서만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朴文烈, 2010 忠州 忠烈祠의 所藏 遺物에 관
한 硏究 書誌學硏究 47를 참고하면, 본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林將軍傳에 수록된
<林將軍傳>과 <林將軍傳後敍>는 충렬사에 소장되어 있는 판목을 인쇄한 본으로 보인다.
박문열은 충렬사에 林將軍傳 板木이 있는데, 이는 송시열의 <林將軍傳>과 이이명의
<林將軍傳後敍>를 板刻한 冊板이며, 板式은 每半葉 10行 16字에 板心題는 ‘林將軍傳’이
며, 板心의 魚尾는 上內向2葉花紋魚尾(1~2장)와 內向2葉花紋魚尾(3~9장)가 혼용되어
있다고 한 바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서지사항과 박문열의 분석은 각각 인쇄본과 판
목을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인쇄본과 판목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쇄
된 목판본과 판목을 비교해 보면, 두 자료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학
중앙연구원 소장 林將軍傳의 목판본 <林將軍傳>과 <林將軍傳後敍>는 충렬사 소장 판
목을 인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 이 두 자료는 宋子大全 권213, 傳 과 疎齋集 권10, 序 에 각각 수록되어 있고, 임
경업과 관련된 자료를 집대성한 必東錄, 林忠愍公實記 등에도 수록되어 있다.
21) 송시열이 지은 임경업의 전은 임경업을 立傳한 어느 누구의 전보다도 숭명주의를 중시했
던 조선후기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사실, 송시열의 전이 임경업을 재평가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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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짓고, 洪翼漢(1586~1637)의 손자 洪禹錫(생몰년 미상)이 <전기>와 <행장>을
간행하여,22) 임경업의 의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러, 아직까지 임경업의 대절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임경업이
관장했던 지방에서는 그의 억울한 죽음을 여전히 슬퍼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했다.
③<今上卽祚十七年致祭文>은 1816년(維崇禎百八十九年歲次 丙子)에 순조가 충
주목사 金基豊(1754~1827)을 보내 임경업의 가묘에 제사지내게 한 제문이다.
④<隨身物>은 임경업에게 돌아온 신물(神物)에 관한 설화를 모아서 수록한 것
이다. 예컨대, 달천강에서 용추를 얻은 설화, 여주 신륵사에서 黃金甲冑과 白銀
鞍을 얻은 설화, 무과에 급제한 뒤에 소농보 권관으로 있을 때 칼을 얻게 된 설
화, 낙안에서 칼(장군도)을 얻게 된 설화 등이 채록되어 있다.23)23)
⑤<顯靈顯夢記>에는 1788년 백마산성 사우, 1792년 충주 충렬사,24) 1812년과
1821년 백마산성 사우 등에 현영, 현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⑥<孝行錄>은 林慶立(1629~1694)의 자손인 林憲(1646~1718), 林春馨(1672~
1713), 林榮(1701~1761) 등으로 이어지는 祖子孫 삼대의 효행에 대해서, 죽산
유학 吳命濟(생몰년 미상),25) 진사 申光岳(1695~?)26) 등이 나라에 表章을 바라
는 글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안타깝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⑦<摠兵歌>는 임경업의 일대기를 가사 형식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임경업의
22)

24)

25)

26)

22) <임장군후서>가 1712년에 지어졌으니, 홍우석이 임경업의 전기와 행장을 간행한 시기는
그의 조부의 유문(朝天航海錄)을 간행했던 1709년 무렵으로 보인다.
23) 특히, 말을 얻은 설화, 칼을 얻은 설화 등은 다른 설화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여주
신륵사에서 ‘黃金甲冑’와 ‘白銀鞍’를 얻었다는 설화는 <수신록>의 기록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총병가>에 ‘황금갑주’와 ‘백은안’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4) 5세 종손 ○○가 尙州營將으로 제수되었을 때, 충렬사에 顯靈했고, 그가 임지에 부임하니
의관과 여러 장신구를 갖춘 임경업이 꿈에 나타났다는 기록이다. 平澤林氏族譜를 통해
서 확인해 본 결과, 임경업의 5세 종손으로 상주영장에 제수된 사람은 林栽洙
(1751~1818)였다. 그가 상주영장으로 제수되었을 때는 1790년이니, 1792년에 顯靈 顯夢
했다는 기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25)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系子 오언교의 생년이 1730년인 것으로 보아 18세기 생존했
던 인물로 보인다.
26) 47세인 1742년에 진사에 합격한 인물로 18세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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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을 비통해 하면서, 그 진실을 聖主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⑧<嘆中原>은 시조 형식으로 노래한 작품인데, 중원이 기울어 가는 모습에 탄
식하면서, 모두가 손을 잡고 되살려보자는 내용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⑥은 한문, ⑦과 ⑧은 국문시가로 구성된 林將軍
傳은 임경업을 추모하고 선양하려는 편찬의식에서 말미암아, 17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엽까지의 관련 기록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자료이다.
또한 몇몇 자료(④, ⑦, ⑧)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한
권의 책으로 성책된 시기는 19세기 초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今上卽祚
十七年致祭文>으로 제사를 지냈던 1816년, ‘今上’인 순조의 재위 기간(1800~
1834), ⑤<顯靈顯夢記>에서 확인할 수 있는 1821년 등과 같은 연도를 참고하면,
林將軍傳의 편찬 시기는 19세기 초엽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⑥
에 ‘辛未’라는 干支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글을 작성한 인물의 활동시기가 18세
기 중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미년은 1752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林將軍
傳의 편찬시기를 19세기 초엽으로 보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27)27)
그리고 林將軍傳에 수록된 자료 중에서, 목판본을 제외한 필사본의 경우 필
체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필사
양상을 보면, 대부분의 자료에서 동일한 글자에 대한 異體字가 일관되게 사용되
고 있으며, 종종 한자 표기가 잘못 된 경우도 보이고 있다.
長陵之世 曰有忠愍 奮身用武 西鄙是尹 鎻 禦暴 甲盾騰 兒識名 不敢東漁 赤
鼠之世
肆 卿有尺 無地可 凶 賊 卿蹈駭機 萬折滄海 扁舟白衣 卓 志氣
庶幾一伸 萬死歸來 備嘗苦辛 昊天方蹶 隻手莫擎 奇 未展 孤忠尙明 大丈夫身 軒天
地事 肅考用䀌 褒贈侈賜 逮玆舊申 尤增感憐 崇酒 英風肅然
鑰

臊羯

烓惎

犖

伻酹

위는 林將軍傳에 수록되어 있는 <今上卽祚十七年致祭文>(1816)인데, 당시에
편찬자가 필사할 때 대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후대에 重刊된 林忠
愍公實記(1890) 賜祭文 에 게재되어 있어서 대조해 볼 수 있다. 특히, 林將軍
27) 김유진도 林將軍傳의 편찬시기를 19세기 전반으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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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에 필사된 저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이 제문은 편찬
자의 필사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林忠愍公實記와
林將軍傳에 수록된 두 제문을 대조하면, 아래와 같이 몇몇 한자의 표기가 달
라진 것을 볼 수 있다.
①拏→ / ②蕃→ / ③ → / ④劒→ / ⑤試→
鴟

/ ⑥計→

문제가 되는 글자를 보면, ①, ②의 경우는 필사할 때 誤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③~⑥은 이체자로 필사된 글자들이다.28) ①의 ‘騰拏’가 ‘어떤 대상 둘이
서로 경쟁하듯이 날고뛴다(떨친다)’는 의미로 주로 쓰인 것을 보면,29) “甲盾騰
拏”는 “갑옷과 방패로 날고뛰니”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필사된
‘騰來’의 경우 ‘뻗어 오다’, ‘타고 오다’, ‘올라오다’의 의미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문맥은 통하겠지만, 필사자가 자의적으로 다른 한자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오
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②의 ‘蕃’字를 ‘瀋’字로 표기한 경우 역시 오기
라고 할 수 있다. 즉, ‘우거지다’, ‘울타리’, ‘오랑캐’ 등으로 새길 수 있는 ‘蕃’字를
전혀 다른 뜻으로 새겨지는 ‘瀋’字로 잘못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사된
“甲盾騰 兒識名”의 오기된 부분을 필사 대본과 같이 “甲盾騰拏 蕃兒識名”
으로 수정해야 비로소 “갑옷과 방패로 날고뛰니, 오랑캐들이 이름을 알았네.”라
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林將軍傳에 수록된 <隨身物>의 기록 중에, ‘達江川’이라는 지명
이 나오는데, 이는 ‘達川江’을 잘못 필사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글자의 앞뒤를
바꿔서 필사한 부분도 필사본 자료에서 볼 수 있다.
③~⑥과 같은 이체자의 표기는 林將軍傳 필사본 자료 대부분에 나타나는
표기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상적으로 한자의 이체자
28)

29)

28) 본고에서 이체자로 인식한 글자는 2002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 한자 이체
자 조사을 참고 했음을 밝힌다.
29) ‘騰拏’의 의미가 활용된 예는 “龍盤鯨噴相騰拏”(南有容, 䨓淵集 권7, 詩 曉登佛頂臺 ),
“紛紛水怪相騰拏”(金時習, 梅月堂詩集 권10, 詩:遊關東錄 水怪 ), “祝融熒惑相騰拏”
(權近, 陽村先生文集 권2, 詩 苦熱行 贈金翼之 ) 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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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즐겨 쓰는 사람에 의해서 林將軍傳이 편찬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林將軍傳의 체제와 편찬시기 등에서 살펴보았지만, <총병가>를 중
심에 두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역시 작가, 창작시기, 그리고 형상화 방식 등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경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孝行錄>
이 어떤 맥락에서 林將軍傳에 수록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개별적
작품이 아닌 林將軍傳 전체 맥락에서 <총병가>의 위상을 살피는 일은 19세기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摠兵歌>의 작가와 창작 배경
1) 작가와 창작 시기

林將軍傳의 편찬자는 <총병가>의 작가를 ‘鄭羽亮’이라고 부기해 놓았다. 이
에 대해, 이복규, 최미정, 김유진은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30) 홍재휴는 <총병가>
의 작가로 실존 인물인 鄭羽良으로 比定했다. 작품에 드러난 한자표기 양상을
근거로 同音字의 轉寫過程에서 빚어진 착오일 수 있다는 점, 실존인물인 鄭羽良
의 생몰연대로 보아 임경업을 소재로 한 가사를 지을 만한 시기와 처지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 또 정우량이 1728년 영조의 교서를 국문으로 옮겨 각 도에 반포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31) 하지만, 이 견해는 <총병가>의 필사 양상에 국
한된 주장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 즉, 실존 인물이었던 정우량
이 임경업의 일대기를 주목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또 가사작품을 지을 만한 사
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林將軍傳 편찬자가 <총병가>의
작가를 밝히려고 했던 의도를 평가하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鄭羽


30)

31)

30) 이복규는 ‘鄭羽亮’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명할 수 없다고 했고, 최미정과 김유진
역시 ‘鄭羽亮’을 작자로 확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이복규, 1987 앞의 논문, 206면; 최미
정, 2015 앞의 논문, 290면; 김유진 2015 앞의 논문, 51면.
31) 홍재휴, 1986 앞의 논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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亮’의 정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앞에서 林將軍傳의 구성과 특징을 언급하면서 필사된 대부분의 자료에서 동
일한 글자의 異體字를 찾아 볼 수 있고, 종종 誤記도 발견된다는 점을 거론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필사 양상은 <총병가>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
다. <총병가>에서 문제가 되는 글자 중에서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試 / →初 / →劒 / →器 / →裡 / →勢 / →訴 /
→鬱
→欲 / →烈 / →服 / →膽 / →聲
② 本官→本貫 / 仔佃→仔細 / 幸在→行在 / 司慕→思慕 / 依地→依支 / 想痛→
相通 / 飄→漂
③ 安現→鞍峴 / 要退→要 / 金交驛→金郊驛 / 嘉平→加平/ 陽衢→楊口 / 動
雪嶺→洞仙嶺
④ 尹府→府尹 / 河銀八月秋→銀河八月
魋

槎

<총병가>에서 확인되는 ①은 林將軍傳에 수록된 여러 필사 자료에서도 일관
되게 사용되는 이체자이다. 예컨대, , 은 <今上卽祚十七年致祭文>에서도 보
였던 이체자이고, 은 <효행록>, 은 <수신록> 등에 같은 필체로 표기된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빈번한 이체자의 출현은 한자의 本字보다는 이체자를 일
상적으로 쓰는 필사자의 글자 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誤記에 해당하는 ②, ③, ④부분이다. ②와 ③은 같은 음이지만
뜻이 다른 한자를 기록한 경우하고 할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글자도
잘못 기록한 것을 보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③은 ‘鞍峴’과 같은 지명이나 ‘要
’와 같은 고유명사조차도 오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32) ④는 앞에서 ‘達川江’
을 ‘達江川’으로 잘못 필사한 바와 같이, 글자의 순서를 바꿔서 필사한 예인데,
관직명 ‘府尹’을 ‘尹府’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임경업이 조선으로 송환
된 시기를 ‘河銀八月秋’라고 했는데, ‘銀河’를 바꿔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 ’자
魋

32)

槎

32) 이러한 현상은 필사자가 <총병가>를 기록된 텍스트가 아닌 구술 자료를 채록한 것은 아
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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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秋’자로 오기한 것이 명백하다. 실기에 의하면, 임경업은 1646년 6월 8일 의
주에 도착했기 때문에 ‘秋’라는 계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33) 이 부분은 <총
병가>에서 임경업이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압송되어 국경을 넘어오는 대목을 비
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인데, 필사하는 과정에서 심한 오기가 발생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필사 양상은 임경업의 일대기를 노래한 <총병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林將軍傳의 편찬자가 필사한 자료의 ‘글자[文
字]’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필
사자의 전반적인 필사 양식으로 견주어 볼 때, <총병가>의 작가를 밝히기 위해
기록한 ‘정우량’의 ‘亮’字는 ‘良’字의 오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鄭羽良’으로 표기해야 할 인명을 ‘鄭羽亮’으로 잘못 기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鄭羽良(1692~1754)이 임경업의 일대기에 관심을 갖고, 국
문가사 <총병가>를 창작할 만한 인물인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鄭羽良의
詩文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의 작품에 대한 당대인들의 평가가 대단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33)

向晚波明波極靑
天光峽氣兩冥冥
長江莽蕩人 檻
萬峀空 雪過亭
楊柳微搖臨暮渡
不去入虛
流雲缺處還紅照
依舊漁家共北汀
凭

濛

鳲鶿

舲

황혼의 물결은 맑고 또 푸른데
하늘 빛 산골 기운은 어두컴컴하네
긴 강이 아득하여 난간에 기대니
산봉우리가 어둑어둑해지더니 눈발이 날리네
버들나무의 작은 흔들림은 저물녘 나루에 이르고
가마우지는 가지 않고 빈 배로 날아드는구나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비추니
어가는 예전과 같이 북쪽 물가에 있네

33) ‘銀河八月 ’는 진나라 장화의 博物志 권10에 나오는 고사로, ‘옛날에는 바다와 은하가
서로 통했음으로, 매년 8월이 되면 바닷가에 뗏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이다. 후대에는 ‘使行’을 의미하는 뜻을 자주 쓰였다. 이 부분은 홍재휴, 이복규, 최
미정 등이 주해한 자료에도 언급되지 않은 구절이다. 앞으로 <총병가>를 주해할 때 반영
되기를 바란다.
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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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정우량이 충주 明月亭에서 읊은 시이다.34) 수련은 명월정에서 바라 본
원경이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에 강물을 맑고도 푸른데, 하늘빛과 산골은 어둑
어둑하다는 표현이 강물과 그 주변 풍경을 대조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함
련은 난간에 의지하여 아득하게 긴 강을 바라보는데, 마침내 눈발이 날린다고
읊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수련의 이미지를 잇고 있다. 경련에서는 눈이
날리는 풍경의 한 장면을 포착했다. 눈발에 흔들리는 버들나무의 작은 파동이
나루터에 이르고, 가마우지는 둥지로 가지 못하고 빈 배로 날아든다는 구절은
시인의 섬세한 감정이 잘 드러난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련에서는
명월정에서 바라본 노을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면서 어부의 집은 옛날과 같이
북쪽 물가에 있다고 하여 과거의 경험을 현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명월정에서 본 원경과 근경, 그리고 자연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여 해질녘
풍경을 구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명월정에서 읊은 시와 정우량이 新語를 중시했다고 증언한 李鳳煥(1710~
1770)의 언급을 참고하면,35) 鄭羽良이 서정적 감성이 풍부한 작품들을 상당수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시문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아 아쉽기는 하지
만,36) 그래도 한시 몇 편과 1740년에 정우량이 撰한 <계성사비명(啓聖祠碑銘)>37)
34)

35)

36)

37)

34) 충청 邑誌에 3편 정도의 정우량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명월정’, ‘寒碧樓’ 등에서 읊
은 작품이다.
35) 이봉환의 鄭士說詩稿跋 (雨念齋詩  권8)을 참고하면, 많은 작품 중에서 겨우 125편
의 시만 수습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이 발문과 함께 祭士說文 (雨念齋詩  권9)
으로 볼 때, 정우량이 시에서 ‘新語’를 매우 중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6) 정우량의 시는 大東詩選에도 6편 정도가 전하고 있다. 정우량의 글이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정우량의 아들 鄭致達(?~1757)이 화완옹주와 결혼한 데 연유한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달이 후사 없이 죽은 후, 1764년에 양자로 삼은 정후겸(1749
~1776)이 화완옹주와 함께 정조 즉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정조가 즉위하던 해(1776)
에 사사되었고, 정후겸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정우량의 아들 鄭遠達(1735~?) 또한 이조
참판까지 지냈지만 仕版에서 삭제되어 방축된 일이 있었다(정조실록 정조 원년, 6월
20일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정우량의 글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7) 啓聖祠란 孔子의 아버지 叔梁紇‚ 顔子의 아버지 顔無繇‚ 曾子의 아버지 曾晳‚ 子思의 아
버지 孔鯉 등을 封侯하여 位牌를 모신 祠堂을 말한다. 비문에서는 1701년(숙종 27)에 처
음 짓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1740년(영조 16)에 開城에 啓聖祠가 설립하게 된 과정 및
건물의 구조 등에 관해 기록했다. 啓聖祠碑銘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
鈔

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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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하고 있어 그의 글 짓는 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38)38)
한편, 鄭羽良의 글로 확인되는 祭文이 임경업을 추모하기 위해 엮은 林忠愍
公實記에 수록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鄭羽良이 임경업의 일대기에 관
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문’은 임경업의 祠宇 忠烈祠에
賜額할 것을 청하는 충주 유학 鄭萬根의 상소에 대해,39) 영조가 사액을 내릴 당
시에 鄭羽良이 지은 <賜祭文>이다. 1727년 10월 25일 영조가 충렬사로 예조좌랑
宋國經(1676~?)을 보내서 이 제문으로 제를 올리게 했다.40) 제문은 ‘장군의 나
라 위한 충심은 영원히 전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사당에 사액하지 못한 것은 나
라의 큰 흠이 되었다. 오늘 비로소 사액하여 사당에 걸었으니, 장군께서는 나라
를 보호하여 영원하게 하시라’는 요지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문은 왕명에 의해서 창작되어 영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기 때
문에 정우량의 개인적 감정보다는 제문으로서의 엄숙하고 절제된 의례적인 표현
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역적의 누명을 쓰고 참살당한 임경업
에 대해 사적인 서정을 토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新語’를 중
시하면서 서정적 감정을 표출했던 정우량이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제문으로는 표
현하지 못했던, 임경업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울분과 비분강개한 심정을
국문시가 <총병가>를 통해 표출하는 데 이른 것으로 보인다. 1728년 3월에 임금
의 교서를 짓고, 그 내용을 국문[諺書]으로 번역해서 각 도에 보낸 것을 보면,41)
정우량이 국문으로 글 짓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39)

40)

41)

구원의 해제를 참고 바람.
38) 영조실록 영조 30년(1754), 1월 7일조 정우량의 졸기를 참고하면, 그의 사람됨에 대해
서는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글을 잘 지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39) 정만근의 상소문은 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6월 5일조와 林忠愍公實記에 수록되
어 있다.
40) 必東錄 권9, 建祠 . 必東錄은 임경업의 행적과 사후의 신원과정‚ 사당 건립의 내력
등을 모아 편집한 책으로, 서문과 발문이 없어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영조가 ‘當
’‚ ‘今上’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인용서목이 18세기의 저서를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미
루어 볼 때 18세기 중 후반 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
원, 必東錄 해제; 김남기, 1998 <何生夢遊錄> 解題 奎章閣 2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41-153면).
41) 영조실록 영조 4년(1728), 3월 21일조.
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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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시가로 이름난 송강 정철(1536~1593)의 방계 후손으로서,42) “有情 三角
山흔 有情여 반기 듯”, “延秋門 들이달나 경회 南門 돌아드니” 등과 같이
<총병가> 몇몇 부분에서 송강의 <관동별곡>을 수용한 것을 고려하면,43) 정우량
이 국문시가를 창작하고 향유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제문에서 형상화된 표현이 <총병가>에서도 유사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鄭羽良의 <총병가> 창작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42)

43)

相君之意 爲江爲河 그대의 뜻을 생각하면 강이 되고 대하 되니
注其恨波 洗彼函華 그 한의 물결에 대어 저 函華를 씻을 듯하네
 達川江 西湖水의 將軍의 恨이 들어
녀흘〃〃 슬피 우려 한양으로 들어갈 졔






豹死留皮 人死留名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니
風聲永樹 意氣如生 들리는 명성은 나무와 같이 영원하니 의기는 마치 살아있
는 듯하네
千萬里 구든 城이 一朝의 문허지니
天地가 근심 듯 山川의 긔 듯
大樹의 슬픈 바 古今의 브려셔라

는 임경업의 억울한 한을 물에 들여서 흘러가게 하면, 函谷關이 무너져 멸
망한 中原의 수치심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문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구현
양상이 <총병가> 의 표현과 유사하다. 이렇게 ‘비통한 恨을 흘러가는 물에 들
인다’는 표현이 제문과 <총병가>에 비슷한 이미지로 형상화된 것은 ‘물’과 ‘사람
의 억울한 한’에서 ‘흐른다’라는 유사성을 인식한 작가의 관습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물’과 ‘한’의 유사성을 인식한 표현은 林忠愍公實記에 수록된 여타의 제


42) 영일정씨 감무공파세보에 의하면, 감무공 鄭克儒 이후 4세손까지는 單系로 이어졌으
나, 5세손 이후에는 몇 개 파로 나누어졌다. 정철과 같은 영일정씨 감무공파였던 정우량
의 가문은 후에 판결사공파로 분파되었다.
43) 이 구절들은 송강의 <관동별곡> “이제 와 보게 되니 有유情졍도 有유情졍샤”, “延연秋
츄門문 드리라 慶경會회南남門문 라보며”에서 영향을 받은 변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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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는 없고, 오직 鄭羽良의 제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는 제문의 일부분으로, 범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 것과 같이, 억울한 누명
을 쓰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임경업의 명성은 ‘나무’와 같이 영원하여 그의 의기
가 늘 살아있을 것이라고 추앙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총병가>의 일부인 에서
도 임경업을 ‘큰 나무[大樹]’에 비유하는 표현이 있어 관심을 끈다. 이 구절은
<총병가>의 결사 부분으로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온 세상과 산천이 빛
을 잃었다고 한탄하는 대목이다. 특히, 큰 나무[大樹]가 꺾였다는 슬픈 바람이
임경업이 사망한 ‘그때’나 작가가 작품을 짓고 있는 ‘이때’나 여전히 불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임경업의 안타까운 죽음을 탄식하고 있어서, 제문에서 보여준 ‘나
무’의 의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나무’의 표상이 제문에서는 임경
업의 명성이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로, <총병가>에서는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울분과 탄식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미로 형상화 되었다는 것
이다. 이는 곧 임경업의 사당에 사액을 내리는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제문과 임
경업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표현한 노래라는 창작 동인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양
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위와 같은 몇몇 추정에 근거하여, <총병가>의 작가는 1727년 <賜祭文>을
남긴 鄭羽良으로 비정하고, 작품에 부기되어 있는 ‘鄭羽亮’은 林將軍傳 필사자
의 필사 양상으로 보아 ‘良’字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鄭羽良이 제문을 지었던 1727년과 그가 사망한 1754년을 고려하면,
<총병가>는 18세기 초․중엽 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총병가> 결사 부분
의 “達川江 西湖水의 將軍의 恨이 들어 / 녀흘 〃〃 슬피 우려 漢陽으로 들어갈
졔 / 眞 노 九重의 司慕면 聖主도 슬허스리라”라는 내용은 임경업의 신원
(1697년)이전에 신원을 바라는 노래로 볼 수 있으나,44)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을
탄식하는 시적화자의 현재적 시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45)45)
작가명에 대한 오기를 비롯해서, 작품 내용에서 볼 수 있는 이체자 등은 18세
宲

44)

44) 이복규와 김유진은 신원을 바라는 노래로 파악하여, <총병가>의 창작연대를 1697년 이전
으로 보고 있다.
45) 예컨대, 임경업을 立傳한 대부분의 實傳에서도 임경업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으로
결말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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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창작된 <총병가>가 19세기에 편찬된 林將軍傳에 수록되면서 나타나는 현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전하는 <총병가>는 전승과정에서 변이가 생
긴 텍스트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창작의 배경 자료

乾坤이 豊富고 山川이 兆朕야 / 天下 奇男子을 東國의 오시니 / 本官은 平
澤니뇨 姓號 林某로다 / 生 月日時 仔佃치 못야도 / 入朝 前後事을 於大綱
이료니라

<총병가>는 위와 같이, 生年月日時를 모르지만 동방의 ‘기남자’라고 알려진 임
경업이 나라를 위해 겪은 모든 일을 일러주겠다는 시적화자의 목소리로 시작되
고 있다. 마치 설화의 서두와 같이,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주인공 임경업
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전’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총병가>
는 기본적으로 서사적 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율문의 형식으로 전개되어
임경업의 삶을 바라보는 시적화자의 개인적 감정이 작품 전체에 고스란히 드러
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총병가>의 창작과정에 대해서 유추해 보고, 구현양상을 분
석해 보고자 한다. <총병가>는 임경업의 일대기를 노래로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鄭羽良은 임경업의 이력에 대해 살필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창작
의 기반으로 삼았을 것이 분명하다. 18세기 중엽 이후에 편집된 必東錄과46)
1791년에 편찬된 林忠愍公實記 등을 참고하면, 鄭羽良이 1727년 제문을 작성
할 무렵에 작성된 임경업 관련 자료는 조선 정부의 사료와 함께, 李選(1632~
1692)의 傳(1688), 宋時烈(1607~1689)의 傳(1689), 權愈(1633~1704)의 傳,47)
閔鎭厚(1659~1720)의 賜祭文(1698) 및 諡狀(1706), 李 命(1658~1722)의 後敍
(1712), 鄭澔(1648~1736)의 傳跋(1714 이전),48) 申靖夏(1680~1715)의 行狀(1715),
46)

47)

頤

48)

46) 주 40) 참고.
47) 必東錄 권4, 傳 .
48) 정호(1648~1736)는 임경업의 손자 林時亮(1662~1714)의 부탁으로 전발을 썼다고 했으
니, 임시량의 사망 이전에는 작성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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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瀷(1681~1763)의 傳49)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과 鄭羽良이 <총병가>를 창작할 시기에 이미 존재했을 것
으로 보이는 權斗寅(1643~1719)의 傳,50) 李衡祥(1653~1733)의 傳,51) 李栽(1657
~1730)의 傳,52) 林昌澤(1682~1723)의 傳,53) 洪良浩(1724~1802)의 傳54) 등의 내
용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이들 자료들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어도 창작의
직접적인 기반이 된 자료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래에 제
시된 <총병가>의 내용은 위에서 열거한 자료들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49)

50)

52)

51)

53)

54)

① 壯盛의 니긴 거신 弓與馬 兩技료다 / 穿楊葉破矢을 虎榜의 試驗니 / 一時
姓名니 群傑의 읏듬니라
② 時運이 不幸야 适賊이 일어나니 / 盜賊을 破竹 (勢)55)로 安現(鞍峴)의 뉘
당할니 / 兄及弟 三人勇猛 張晩의 볼만이라 / 意氣 嶸 慷慨을 못 이긔
여 / 榻前의 伏地야 出戰을 사모니 / 은발이 비단니 鐵衣의예 빗나셔라
/ 矢石의 차를 잡고 一 로 號令니 / 百萬 强固賊니 어 녹듯 기냐듯 /
官 金汝義 눌노여 사라고 / 滿城 玉帛을 다 혜여 맛긴 後의 / 노포을
노피 들고 幸在(行在)로 나아가니 / 나라 回復 마흔 功이 原從의 第一이라
③ 分天下 萬戶侯 崇禎皇帝 密詔로다
55)

崢

皷

筭

<총병가>의 전체 내용으로 볼 때, ①~③은 단순한 부분으로 치부될 수 있지
만, 창작의 기반이 되는 텍스트를 모색하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다. ①은 17
세 무렵에 궁마를 익힌 임경업의 활쏘는 능력을 드러낸 삽화이고, ②는 이괄의
난 당시에 임경업의 활약을 묘사한 부분이고, ③은 천하를 나눠주고 만호후에
49) 必東錄에 수록된 이익의 전은 창작시기가 정우량의 사망 시기인 1754년 이전인지 이후
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50) 權斗寅, 荷塘先生文集 4, 雜著 林將軍慶業傳 .
51) 李衡祥의 林將軍傳 은 江都誌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강도록이 1694~1696년의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696년 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52) 李栽, 密菴先生文集 16, 傳 林將軍慶業傳 .
53) 林昌澤, 崧岳集 4, 傳 林將軍傳 .
54) 洪良浩, 海東名將傳 6, 林慶業 .
55) 작품을 인용할 때, 자료의 원상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異體字나 誤記를 그대로 두고, 本
字를 괄호에 부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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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해 주겠다는 숭정 황제의 밀조와 관련된 대목 등을 형상화한 구절이다. 그런
데, ①․③ 부분과 함께 ②에서 ‘산관 김여의를 구출하여 강화도로 보낸 사건’
등은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임경업의 일대
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만 <총병가> 창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鄭羽良
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까지도 기록해 놓은 특정 자료에 창작의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후대의 여러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위 ①~③의 내용은 1791년에 편
찬된 林忠愍公實記에 수록된 <年譜>, 1890년에 重刊된 林忠愍公實記에 실린
白鳳奭(생몰년 미상)의 <大明忠義林公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56)56)
그런데, <총병가>를 창작한 鄭羽良의 일생을 고려하면, 이 자료들은 그의 생존
기간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鄭羽良이 <총병가>를 창작
할 당시에 <연보>, <대명충의임공전> 등과 내용을 공유하는 자료가 이미 존재했
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鄭羽良이 그 자료를 창작의 근간으로 삼고, <연보> 작성
자나 백봉석이 같은 자료를 참고했다면, 세세한 내용이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보>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는 임경업의 ‘日錄’과 임경
업의 전을 지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日記’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연보> 경신년
(1620)條의 내용을 보면, 임경업이 小農堡 權官으로 있을 때, 단검 한 자루를 얻
은 일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사의 출처가 임경업의 ‘日錄’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서, <연보> 작성자가 임경업의 일대기를 파악하기 위해 임경업의 일
록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7) 또, 19세기에 작성된 <대명충의임공전>에서
는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연보>를 참고했다는 사실을 細註로 밝혀 놓고 있다.58)
57)

58)

56) 최미정은 앞의 논문에서 이선의 전, 송시열의 전, 이익의 전 등 세 종류의 실전, 林忠愍
公實記에 수록된 <연보>, <총병가>를 비교한 결과, <총병가>는 <연보>를 바탕으로 창작
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총병가>의 창작시기를 1791년 이후로 파악한 바 있다.
57) <年譜> ‘萬曆四十八年 庚申 公二十七歲’條 “公之日錄曰我在小農堡時 出遊於大池邊 忽有
大蛇 口含長物出視我 我卽脫所著衣 投之於其前 蛇卽驚疑 隱入於水中 數日後 天氣明朗
瑞雲凝結 我又出視之 卽大蛇口含短物 我又解衣投之 蛇以物置於衣上 因忽不見 乃短劒也
自製一律銘其劒.”
58) <大明忠義林公傳> ‘萬曆 庚申’의 내용 중에는 小農堡 權官으로 있을 때 단검을 얻은 내력
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아래 “年譜云將軍自製一詩 銘之曰三尺龍泉萬卷書 皇天生我意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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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보> 작성자는 ‘일록’을 바탕에 두었고, 백봉석은 그러한 <연보>를 참고해
서 <대명충의임공전>을 완성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
록’이 임경업의 일대기를 작성하는 데 주된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임경업의 일록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몇몇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시열을
비롯해서, 이선, 권두인, 이재 등의 전을 살피면, 그들이 일록을 읽었다고 증언하
고 있다. 宋時烈은 전에서 임경업이 명나라로 망명한 뒤의 일은 ‘일록’에 상세하
게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라는 취지로 일록을 언급했다.59) 李選 또한 명나라로
망명한 이후의 일을 언급하면서도 일록의 내용은 허황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
기 어렵다는 취지로 ‘日記’를 거론하고 있다.60) 실제로 이선은 명나라 망명 이후
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권두인과 이재
는 日記를 읽은 뒤에야 비로소 임경업의 사람됨을 알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61)
이들은 모두 鄭羽良보다 앞선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임경업의 일록을
읽었다는 것은 당대에 이미 임경업의 일대기를 기록한 자료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임경업의 일록은 17세기말부터 뜻있는 인사들의 관심사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1727년 임경업 사당에 사액을 내리는 제문을 쓰기 위해 鄭
羽良 역시 임경업의 일록을 읽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즉, 일록에 바탕을 두었기
에, <총병가>와 같은 임경업의 일대기를 국문시가로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鄭羽良이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임경업의 일록과 비교적 시간적 거리가 가
59)

60)

61)

如 山東宰相山西將 彼丈夫兮我丈夫”라는 세주를 부기해 놓았다.
59) 宋時烈, 宋子大全 권213, 傳 林將軍慶業傳 “年月日 得商賈船 潛入大明地 爲天將所任
用 此後事詳載其日錄.”
60) 李選, 芝湖集 권13, 傳 林將軍傳 “所謂日記 則非將軍所自爲 其於登州以後事 最多浮
辭 有不足盡信.” 必東錄의 편찬자는 이선의 이러한 시각을 비판하면서, 이선의 판단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林忠愍公實記에 수록된 이선의 전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
는데, 必東錄의 편찬자와 같은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1) 權斗寅, 荷塘先生文集, 雜著 林將軍慶業傳 “余少時聞慶業事 固已奇之 及得所爲日記
而讀之 然後未嘗不慨然流涕 想見其爲人也.”; 李栽, 密菴先生文集 권16, 傳 林將軍慶
業傳 “今讀其庚辰以後日記 然後始知其所樹立卓卓如是 信天下雄勇智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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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자료는 必東錄 권2에 수록된 ＜林將軍家傳日記本末＞(以下 <日記>)이다.
<일기>의 경우 ‘本末’이라는 의미를 고려하면, 임경업의 日記가 온전한 상태로
전하지 못해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임경업의 일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했
다는 의미도 있지만,62) 李選과 같이 일기의 내용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에게 내용의 진실성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정우량은 必東錄에 수록된 <일기>와 같이,
임경업의 일대기를 기록한 일록을 기반으로 <총병가>를 창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임경업의 일대기를 기록한 선행 자료는 임경업의 일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전이나, 시장, 행장 등에 관련 기록이 없는
①②③에 대해 必東錄의 <일기>, <연보>, <대명충의임공전>과 비교해서 구체적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62)

⒜ 萬曆三十八年庚戌 光海主二年 將軍年十七歲 始習弓馬 藝妙穿楊 才器絶儉焉 兄
承業以六月得拜宣傳官 (중략) 萬曆四十六年戊午 光海主十年 我年二十五歲 與
弟嗣業同登虎榜 共赴甲山防秋
⒝ 萬曆三十八庚戌 公十七歲 始習弓馬 才藝超絶 (중략) 萬曆四十六年戊午 公二十
五歲 中武科 與弟嗣業聯榜 共赴甲山防秋63)63)
⒞ 十七始習弓馬 藝妙穿楊 二十五歲 登虎榜 時萬曆戊午也 是年赴甲山防秋

위는 <일기>, <연보>, <대명충의임공전>에서 기록한 17세, 25세의 내용인데,
62) 21세까지는 ‘宣祖大王’, ‘光海主’ ‘將軍年’(以上 家傳所補), 22세부터 52세까지는 ‘光海主’,
‘今上’ ‘我年’(此以下 公所日記~只之所記至此), 53세는 ‘仁祖大王’ ‘將軍年’(此年事實家
傳所補) 등과 같은 기록을 고려하면, 必東錄의 편찬자는 처음에 임경업의 22세부터 52
세까지의 기록만 존재하는 일기를 소지했으나, 태어난 시기부터 20세까지, 그리고 사망에
이른 53세의 기록은 임경업의 후손가에 전하는 이른바 ‘家傳’으로 보완해서 임경업의 일
대기 즉, <일기>의 ‘본말’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63) 비교를 위해 <일기>, <연보>, <대명충의임공전>의 각 원문 텍스트를 제시했는데, 이 부분
에 관한 해석은 <연보>의 기록을 옮기도록 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해석은 1985년 평
택임씨 종친회에서 출간한 國譯 忠愍公實記 林慶業將軍傳(송병준 등, 류정기 역)을 참
고하여, 매끄럽게 다듬었다.
⒝ 17세에 비로소 활쏘고 말타기를 연습하는데 재주와 기예가 출중하였다. (중략) 25세
에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아우 嗣業과 同榜이며 함께 갑산 방추로 갔다.
並

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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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병가>에서 노래한 부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일기>의 ⒜는 주62)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家傳>을 보안한 부분에서 임경업을 ‘將軍’으로, 그 이하에서는
‘我’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형 승업이 선전관에 제수된 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연보>의 ⒝, <대명충의임공전>의 ⒞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
면서, 임경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 ⒝, ⒞의 서술 양상으로 보면, ⒝와 ⒞는
⒜를 바탕으로 약간의 첨삭을 가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총병가>의
내용을 고려하면 임경업의 일대기를 기록한 가장 선행 자료로 ⒜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기>에 보이는 ‘始習弓馬 藝妙穿楊’라는 표현이 <총병
가>의 ①“壯盛의 니긴 거신 弓與馬 兩技료다 / 穿楊葉破矢을 虎榜의 試驗니 /
一時 姓名니 群傑의 읏듬니라”라는 부분과 같이 형상화된 것은 활 쏘는 솜씨가
뛰어나 ‘버들잎을 활로 뚫은 실력’으로 무과에 급제한 임경업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天啓四年甲子 今上二年 我年三十一歲 賊适之亂 與兄承業 弟俊業 應募出戰 奏
捷鞍峴 人皆爭赴行在誇戰希功 而我獨直走龍山府庫 收其散財 使人守之 時 官
金汝義 漕運金帛 方向江都 爲賊黨所拘 我見之 與兄承業弟俊業 拔劍追逐 盡殲
賊黨 解縛救活 得全財寶 兄及弟三人 皆錄原從一等 而我爲嘉善大夫 兄承業七月
拜軍器寺判官
Ⓑ 天啓四年甲子 公三十一歲 賊适之變 與兄承業 弟俊業 應募出戰 奏捷鞍峴 時人
皆希功 爭赴行在 而公獨直走龍山 收府庫餘財 使人守之 時算官金汝義 船運金帛
簿書 方向江都 爲賊徒所拘執 公見之 與兄及弟 拔劍逐之 盡殲賊徒 解汝義縛 得
全財寶 送之江都 兄及弟三人 皆錄原從一等 而公則陞嘉善64)64)
Ⓒ 甲子 适變 慷慨請赴 元帥中軍討賊 與兄承業 及弟俊業 力戰鞍峴 及戰勝 諸壯士
爭至行在 誇戰希功 而將軍獨直走龍山 先番府庫 收合散卒 其時數官金汝義 船運
金帛 方向江都 爲賊黨所拘 將軍與兄承業及弟俊業 拔劍追逐 解縛救活 得全財寶
兄及弟則錄於原從二等 而將軍錄一等 陞嘉善大夫
筭

64) Ⓑ 이괄의 난이 발생하니, 형 승업과 아우 준업과 함께 군사 모집에 응하여 출전해서 안
현에서 접전하였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공을 세우려고 다투어서 왕의 행차가 계신 곳으
로 가는데, 공은 홀로 용산으로 가서 창고의 물자를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했다.
그때 산관 김여의가 배로 金帛과 文簿를 실고 강화로 향하다가 적도에 잡히니, 공이 그
것을 보고 형제와 함께 칼을 빼 쫓아가서 적도를 모두 죽이고 묶여있던 김여의를 풀어주
고 그 財寶를 모두 강화로 보냈다. 그래서 형제 세 사람은 原從功臣一等으로 등록되고,
공은 嘉善大夫로 승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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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624년 이괄의 난이 있을 때, 임경업에 의해 구출된 김여의와 관련
된 기록인데, 내용으로 보면, <일기>의 Ⓐ부분이 선행 자료이고, <연보>의 Ⓑ와
<대명충의임공전>의 Ⓒ는 Ⓐ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에서 형 승업
이 군기시 판관에 제수된 사실을 기록한 것과 같이, 형제들에 대한 사적인 소식은
<일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밑줄
친 부분이 <총병가>에서 ②의 “ 官 金汝義 눌노여 사라고 / 滿城 玉帛을
다 혜여 맛긴 後의”와 같이 압축적인 표현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筭

ⓐ 崇禎十三年庚辰 今上十八年 我年四十七歲 (중략) 六月十二日次蓋州衛二十里外
遇漢船四十隻乃倚岸相戰 互相放砲 我命去金發矢 去丸放砲 接戰良久 佯敗而退
漢兵死者甚少 我兵死者亦少 其數僅八名 其餘被擒 中丸中箭中 火傷者 凡三十
七名 又破船二十九隻 翌曉日小船 自登州出來 我急遣汲水船迎之 受文而來 其文
則皇朝密詔遺本朝者也 蓋陳中朝形勢及我國密通之意 曰始知爾國不負壬辰東救之
恩 極爲嘉尙 爾等縛虜賊帶舟師而來 則分天下封萬戶侯云 (후략)
ⓑ 崇禎十三年庚辰 公四十七歲 (중략) 六月十三日 遇漢船四十 乃倚岸相戰 公命
去鏃發矢 去丸發砲 接戰良久 佯敗而退 漢兵死者甚少 我兵死者亦少 其數僅八名
其餘被擒 中丸中箭中槍火傷者 凡三百七名 又破船二十九隻 十四日 有一船 自登
州出來 公急遣汲水船迎之 受文而來 其文卽皇帝密詔也 盖陳中朝形勢 及我國密
通之意 曰始知爾國不負壬辰東救之恩 極爲可尙 爾等縛虜賊帶舟師爾來 則分天下
封萬戶65)65)
ⓒ 庚辰 六月十三日次蓋州衛二十里外 遇漢船四十隻 乃依岸相戰 互相放 將軍命
去金發矢 去丸發 接戰良久 佯敗而退 漢兵死者甚鮮 我兵死者亦少 其數僅八名
其餘被擒 中丸中箭中槍火傷者凡三十七名 是時又破船二十九隻 翌曉一小船 自登
州出來 將軍急遣汲水船迎之 受文而來 其文 則皇朝密詔 遺本朝者也 盖陳中朝形
勢及我國密通之意 曰時知爾國不負壬辰東救之恩 極爲可尙 爾等縛虜賊 帶舟師而
來 則分天下封萬戶
鎗

艘

炮

炮

65) ⓑ 6월 14일 명나라 배 40척을 만나 해안에서 서로 싸우는데, 공은 활에는 촉을 빼고 포
에는 탄환을 빼고 한 동안 싸우다가 거짓으로 후퇴하여 명나라 군대나 우리 군대나 전사
자가 겨우 8명이고 그 외에 포로가 되고 부상당한 사람이 307명이며, 부서진 배가 29척
이었다. 14일 배 한 척이 등주에서 오니 공은 급히 급수선을 보내 맞이하여 문서를 받아
오니 그것은 황제의 밀조였다. 내용은 대개 중국의 형세와 우리와의 밀통하는 뜻을 쓴
것이니, “비로소 너희 나라가 임진왜란 때 구원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음이 매우 가상
하다. 너희들이 호적을 잡아 수군으로 데리고 오면 천하를 나누어 만호에 봉하리라”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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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1640년 6월에 금주위에서 명나라 군대를 만나 서로 전투를 했
지만, 임경업이 기지를 발휘해서 쌍방의 피해를 줄였다는 내용, 숭정 황제가 임
경업에게 밀조를 내렸다는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다. <일기>는 6월 12일과 13일,
<연보>와 <대명충의임공전>은 6월 13일과 14일이라는 날짜상의 차이는 있지만,
기록된 내용은 ⓐ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너희들이 오랑캐를 결박하
여 오면 천하를 나눠 만호후에 봉하겠다’는 기록이 <총병가>에서 ③의 “分天下
萬戶侯 崇禎皇帝 密詔로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鄭羽良이 <총병가>를 창작할 당시보다 선행했던 實傳 자료에는 보
이지 않은 사건들이 <총병가>에 형상화 되었다는 것은 鄭羽良이 必東錄에 수
록된 <일기>와 같이, 임경업의 일대기가 기록된 일록을 기반으로 창작했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총병가>는 17세기말부터 유통되었던
임경업의 일록을 바탕으로 鄭羽良이 사망한 1754년 이전에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摠兵歌>의 작품세계와 구현양상
1) 시적화자의 감정 추이

<총병가>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록을 기반으로 임경업의 일대기를 노래
한 가사작품이기 때문에 서사적 전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몇몇 사건
을 전개한 뒤에는 그에 대한 작가의 서정적 목소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시적 자아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다가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 극대화 되
는 양상을 보인다.66)66)
66) <총병가>의 시적장치, 화법 등을 비롯한 시가적 특성에 대해서는 최미정의 논의에 상세
하게 언급되어 있다. 본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미정의 논문이 발표된 것을 반갑게 여
긴 바 있다. 비록 본고와 <총병가>와 林將軍傳에 대한 접근방법은 다르기는 하지만, <총
병가>의 가사문학의 특징을 규명하려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총병
가>의 시가적 특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시적화자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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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에서 “入朝 前後事를 於大綱 이료니라”라고 한 바와 같이, 임경업이 무과
에 급제하여 이괄의 난을 진압하여 공을 세우고, 지방에서 맡은 바 임무를 훌륭
히 수행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일기나 전의 기록과 같은 서사적 전개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치욕적인 ‘城下盟約’을 맺었다는 내용 이후에
는 비분강개하는 작가의 서정적 감정이 노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④ [볼모 가 世子 大君 눈믈 지고 여희오니
憤 (鬱)여 頓足니 江山이 昧沒고
膽氣가
(欲烈)니 日月이 無光이라]
三學士의 숀을 잡고 大誼로 送別니
志氣 相合이라 뉘 안이 歎服니
三泊 노픈 碑예 天朝을 탄 말가
禮樂 文物니 腥塵의 더려이니
龍泉 (劍) 녀 들고 玉龍사을 依地(依支)여
⑤ [南朝을 生覺고 北幕을 視니
고 슬픈 눈물 비오 숏
脑胸 一斗 (瞻)니 눈  타 ]
睨

④는 심양으로 잡혀가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이별하는 조선의 장수로서 어
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통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울부짖으니 마치 온
국토가 어둠에 잠기는 듯하다’고 노래한 부분이다. 그리고 ⑤는 삼전도에서 ‘三
拜九叩頭’한 뒤에 조선의 문물이 더럽혀졌다고 탄식하는 부분하면서, 남쪽에 있
는 조정을 생각하고, 북쪽 오랑캐를 흘겨보니, ‘애닯고 슬픈 눈물이 비 오듯 샘
에서 솟아 난 듯’하고, 또 ‘마음 한 구석이 녹아내리는 듯 타는 듯’하다는 심정을
토로한 대목이다. 그런데, ④와 ⑤에 보이는 시적화자의 목소리는 당시 임경업의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형상화 되어 있다.
위에 인용된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일기>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는
볼모로 잡혀가는 삼학사 중 洪翼漢과 이별하는 장면에서 임경업이 보여준 의리
에 탄복하는 기록이 있을 뿐, 세자와 대군이 심양으로 잡혀가는 내용이나 ‘三拜
九叩頭’와 관련된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총병가>에 이러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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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된 것은 임경업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적화자의 비통한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적 화자의 서정이 잘 드러난 부분은 임경업이 본국의 압송되는
장면을 노래한 부분에 잘 구현되어 있다. 임경업의 송환과 관련된 기록은 <일
기>의 경우 “6월 초파일 압록강을 건너 龍彎에 이르니, 사람들이 말을 잡고 모
두 ‘우리 공이 오셨다’고 하면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나아가 옥중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의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주었다. 지나는 열읍 사람들 역시
서로 모여서 보았는데, 송도에 이르자 길가에 더욱 빽빽하게 모였다”67)라고 기
록한 뒤에, 바로 鞫問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총병가>는 조선의
소환되는 임경업의 시선에 비치는 풍경에 시적화자의 목소리가 겹쳐 있어, 마치
임경업 스스로 압송되는 경로에서 느낀 바를 풀어내는 장면이라고 해도 지나치
지 않게 전개되어 있다.
67)

義州를 잠간 지나 平壤을 다시 보니
江山도 됴커이와 物色이 依 (舊)다
動雪嶺(洞仙嶺) 넘어들어 松都를 바라보니
므덕〃〃 모든 사람 遮馬痛哭 무삼 일고
⑥[有情 三角山흔 有情여 반기 듯
無道한 毋岳 엇지 글이 無道고
延秋門 들이달나 경회 南門 돌아드니
故宅을 못보거든 漢江水냐 다시 보랴]

임경업은 조선의 요구에 따라 송환되어 1646년 6월 8일 의주에 도착했는데,
인용한 부분은 의주에서 송도를 거쳐 한양에 이르는 여정을 노래한 부분이다.
<총병가>와 실전 기록을 비교해 보면, 의주, 평양, 황해도 동선령, 송도에 이르는
67) 必東錄 <일기> “六月初八日 渡鴨綠江至灣上 灣人擁馬齊呼曰我公至矣 莫不流涕 就見獄
中 或贈衣服 或與飮食 所過列邑人 皆相聚以觀 而松都尤盛至於路爲枳.”
<연보>는 “六月初八日 還至義州 公至灣 灣人擁馬齊號 或言我使道至 或我將軍至 莫不流
涕 爭持飮食 來 於獄 所過列邑 群聚迎見 噴噴稱歎 至松島街巷 填咽路爲之枳”처럼 거의
<일기>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대명충의임공전>은 “六月初八日 渡鴨綠
灣人擁呼曰將軍至矣 莫不流涕”와 같이, <일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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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은 언급되지만, 그 전개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대역
죄인의 누명을 쓰고 돌아오는 길에 평양을 지나는 소회에는 여전히 아름답고,
모든 것이 예와 같은 조국에 돌아왔지만, 압송되는 임경업의 비참한 모습이 뚜
렷하게 부각되어 있다. 그리고 한양에 이르러 느낀 소회 ⑥부분은 <일기> 등과
같은 실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부분으로, 鄭羽良의 가사짓기 역량이 발휘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⑥과 같은 표현은 정철의 방계 후손인 鄭羽良이
<관동별곡>과 같은 국문시가의 유명 구절을 인용하여, 역적의 누명을 쓰고 한양
으로 압송되는 임경업의 심정을 대변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이
바로 임경업의 심정을 대변하고자 하는 작가의 목소리가 구성지게 구현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임경업의 목소리와 겹치던 시적화자의 목소리는 임경업이 조선의 소환
되어 고초를 겪다가 죽음에 이르는 결사 부분에 이르면, 일련의 사건에 대한 소
회를 노래하는 시적화자의 독자적인 목소리로 부각되는 양상을 보인다.
千萬里 구든 城이 一朝의 문허지니
天地가 근심 듯 山川의 긔 듯
大樹의 슬픈 바 古今의 브려셔라
하이 사  졔 有意한 듯 하것마은
니리금 되 냥은 神鬼이 희진 듯
達川江 西湖水의 將軍의 恨이 들어
녀흘〃〃 슬피 우려 漢陽으로 들어갈 졔
眞 (實)노 九重의 司慕(思慕)면 聖主도 슬허스리라

<총병가>의 결사 부분으로, 임경업의 사망에 대한 시적화자의 정서가 집약되
어 있다. 임경업이 사망하니 조선의 온 산하가 슬퍼하는 듯하며, 임경업의 억울
한 죽음에 대한 분노와 울분은 그가 죽었을 ‘그때’나, 작품을 짓고 있는 ‘현재’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즉, 임경업의 사후에 국가적 차원
에서 신원이 이루어지고, 시호를 내리고, 사당을 짓고, 사액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 분노와 울분은 백성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장군의 넋이 달천강 서호수에 흘러 한양으로 들어가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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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아줄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이 ‘소망’은 임경업의
목소리가 겹치지 않은 시적화자의 목소리이고, 이는 곧 작가 鄭羽良의 소망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병가>는 임경업의 일대기를 서사적으로 전개하
면서, 특정에 사건에 이르면 임경업의 목소리와 시적화자의 목소리가 중첩되다
가, 결사 부분에서는 시적화자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억울하게 죽은 임경
업의 한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주제를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서사와 서정
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 임경업의 삶을 작가 정우량의 시점에서 조명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사갈래의 영향과 수용자의 반응

<총병가>의 내용 중 實記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작품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즉, 鄭羽良이 ‘일록’과 같은 실기를 참고해서,
<총병가>를 창작했다면 작품 내부에 구현되기 어려운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⑦ 玉塞 千里外예 防秋을 다산 後의 / 小農堡 邊鎭將은 武夫의 (初)職이라 /
龍馬을 어더거든 龍 (劍)인들 안이오며 / 黃金甲을 어더거든 白銀鞍이 어
갈랴

소농보 변진장 시절에 칼[龍劍]을 얻었다는 기록이 <일기>를 비롯하여 여러
실기에 한 편의 설화로 소개되어 있어서,68) ‘용검’과 관련 내용이 <총병가>에 구
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임경업이 ‘칼[龍劍]’을 얻었다는 설화는 실기
68)

68) <일기> 二十七歲 條 “我在小農時 出遊於大池 邊有大蛇 口含長物出視我 我則脫所着衣 投
之於其前 蛇卽驚疑 隱入於水中 數日後 天氣明朗瑞雲 乍疑我又出見 則大蛇口含長物 而又
出解衣 而又投於其前 則蛇以物 置於衣上 因忽不見 乃短劒也.”
<연보> 二十七歲 條 “公之日錄曰 我在小農堡時 出遊於大池 邊忽有大蛇 口含長物出視我
我卽脫所著着 投之於其前 蛇卽驚疑 隱入於水中 數日後 天氣明朗 瑞雲凝結 我又出見之
則大蛇口含短物 我又出解衣投之 蛇以物置於衣上 因忽不見 乃短劒也.”
<대명충의임공전>의 내용은 <연보>에서 기록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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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민간에서 실제로 채록되고 있는 설화이기도 하다.69)69)
그런데, ⑦에서 ‘용검’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화소들이
다. 즉, ‘龍馬’, ‘黃金甲’, ‘白銀鞍’ 등과 같은 화소들은 임경업의 비범함과 영웅적
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민간에 전승되던 여러 화소들이 수용된 것으로 보
인다. 임경업과 관련된 ‘龍馬’ 화소는 임경업과 관련된 설화를 채록해 놓은 林
將軍傳에 수록된 <隨身物>에서 ‘龍 ’ 또는 ‘龍駒’를 얻었다는 설화,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에서 채록된 설화,70) 그리고 현재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
산’의 유래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황금갑’, ‘백은안’은 현재까지 <隨
身物>에만 확인되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수신물>에 수록된 이 설화들이 언제
부터 전승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임경업의 영웅성을 믿고 있는 민간에서 유
포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수신물>의 설화들이 <연보> 작성 이후에 채록
된 것을 고려하면 그 이전부터 민간에서 전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71)71)
이와 같은 ‘용마’, ‘황금갑’, ‘백은안’ 등의 화소는 실기를 근거로 창작했던 鄭羽
良의 <총병가> 원-텍스트에 없었던 내용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화소들은 전
승되는 과정에서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영웅성을 기리고자 하
는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의해 덧붙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騅

70)

⑧ 鐵馬山城 다 後의 義州 尹府(府尹) 돌아안자
⑨ 皇自明의 潛逃함을 그 뉘라셔 아올쇼랴
⑩ 龍 (灣)江 머니예 金自點은 무삼 일고

⑧, ⑨의 내용은 ‘鐵馬山城’과 ‘皇自明’이라는 고유명사만 제외하면, 실기에 있
69) 충청북도 청주시 교현동에서 채록된 설화 중에 임경업이 ‘단검’을 얻은 각 편이 있는데
(이윤석, 1985 임경업 전설의 연구 연구논문집 31, 대구효성카톨릭대, 42면), 이심이
가 처음에는 큰 칼을 가지고 나왔다가 사라니더니, 다시 작은 칼을 물고 나와서 주었다
는 내용으로 보면, <일기>의 내용 중 ‘長物’을 ‘短物’로 수정한 <연보>의 내용과 거의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70) <아기장수와 백룡담의 용마>, <임장군과 백룡담의 용마> 두 편이 한국구비문학대계
7-10, 770-772면에 채록되어 있다.
71) <隨身物>에 소농보 시절에 칼을 얻은 설화에 <연보>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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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록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철마산성’과 ‘황자명’이라는 명칭은 ‘일기’
류의 실기에는 ‘백마산성’과 ‘황종예’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즉, 실기와 다른 이러한 명칭이 어떤 이유에서 <총병가>에 수용되어
있는지 규명해야 <총병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실기에 없었던 ‘철마산성’과 ‘황자명’이라는 고유명사는 임경업의 삶
을 허구적으로 가공한 고전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전소설에는 임경업이 우
의정 원두표의 천거를 받아 퇴락한 ‘철마산성’을 수축한 것으로 전개되어 있다.72)
그런데 실기를 참고하면, 임경업이 劍山山城을 비롯하여 凌漢, 雲暗, 龍骨, 白馬
山城 등을 신설하거나 증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73) 특히, 백마산성 축성을 감
독한 뒤에(40세), 의주부윤으로 임명되어 청북방어사를 겸했다(41세)는 실기 내
용으로 보면, <총병가>의 ‘철마산성’은 ‘백마산성’이 분명하다. 따라서, ‘철마산성’
은 어떤 우연한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전소설 독자의 반응이
개입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⑨에서 언급되는 ‘황자명’ 역시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예컨
대, 호국이 가달의 난을 당해 남경에 구원을 요청하니 황자명이 임경업을 청병
장으로 천거한 대목, 피섬에서 황자명과 협력한 대목, 남경으로 망명할 때 옥에
수감된 임경업을 황자명이 구출한 대목, 호국이 강성해져 황제를 칭하고 침범할
때 황자명이 출전한 뒤에 독보에 속아 체포되는 대목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런
데, <총병가>에서는 중국으로 망명할 때 ‘皇宗裔’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으며,74)
72)

73)

74)

72) <林慶業傳>(일본외무성본) “우의졍 원두포 탑젼의 엿오되 신이 듯오니 텰마산셩이
극 요해쳐라 심샹이 방비 곳이 아니오되 근 군무이야 셩텹이 다 퇴락얏
다오니 이제 맛당이 무반즁에 지모잇쟈여 셩텹을 슈츅와 방어 일을 범
홀치 말개옵쇼셔 샹이 젼교샤되 경의 소주 맛당니 챡실 사을 보내여 시일을
머므지 말라 신 죽일의 마강만호 림경업의 말을 엿잡고 텰마산셩 즁군을 이직
시니 (중략) 즁군이 산셩의 드러 역처 두로 펴보니 다 퇴락야 졸연이 슈기 어
려올디라 약간 토민군절의 힘으로 슈츅 길이 업슨 연을 장계대 샹이 병조로 젼
교샤 별쵸 졍제여 텰마산셩으로 보내시니 즁군이 보내신 군와 토병을 거리고
셩역을 시작 (후략)”
73) <일기> 三十八歲條 및 四十歲條.
74) “非其罪 漏泄中의 辛苦도 도 할샤.”; “皇宗裔 軍幕下의 賓主禮을 맛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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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경에서 명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황제를 지키기 위해 떠난
다는 ‘황자명’의 潛逃에 난감해 하는 임경업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실기
의 내용을 고려하면, ‘황종예’와 ‘황자명’은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황종예’는 황족의 후예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閔鎭厚의 <諡狀>에 ‘朱自明’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75) ‘황종예’는 ‘주자명’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고
전소설의 ‘황자명’은 ‘황종예’와 ‘주자명’의 조합에 의해 창조된 인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총병가>에 등장한 ‘황자명’이라는 인물은 고전소설의 영향
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⑧과 ⑨는 고전소설에서 고유명사가 유입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⑩은 임
경업의 압송과 죽음에 김자점을 직접 관련시키는 대목으로 소설의 내용을 그대
로 차용했다고 할 수 있다. 임경업의 죽음에 대한 실기의 기록은 심기원의 역모
에 연루되어 송환된 이후에 鞫問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자
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고전소설에서는 임경업과 김자점을 적대
적 관계로 설정해서, 임경업의 죽음을 김자점과 관련시키고 있는데,76) 이러한 양
상이 <총병가>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총병가>는 임경업의 비극적 삶에 대한 사족층 지
식인의 울분을 바탕으로, 임경업을 통해서 영웅의 면모를 보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비애, 그리고 허구적인 소설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려 했던 의식이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전하는 <총병가>는 ‘일기’류와 같은
실기를 바탕으로 鄭羽良이 창작한 <총병가>라는 원-텍스트에, 민간의 설화와 허
구적으로 가공된 소설이 반영되어 다양한 층위의 의식이 내포된 작품으로 재구
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작품에서 종종 보였던 異體字나 誤記 역
시 전승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75)

76)

75) 閔鎭厚, <諡狀> 林忠愍公實記 “五月弘光卽位於南京 周自明托以勤王 乘夜逃走.”
76) 이윤석, 1985 林慶業傳硏究, 정음사, 106-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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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임경업의 일대기를 노래한 <총병가>는 鄭羽良의 생몰연대를 고려하면 18세기
중엽 이전에 창작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임경업의 사당에 사액을 내리는 공
적인 사제문을 작성한 바 있는 鄭羽良이 임경업의 삶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노
래한 작품이 <총병가>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임경업의 숭명의식을 재평가하려
는 당시 문화사적 맥락에서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이후 숭명존주는 조선후기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임경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임경업과 관련된 수많은 實傳을 비롯해서 설화, 소설 등과 같은 다양한 문학 양
식으로 형상화 되었다. 傳은 앞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이선, 송시열의 전이 창
작된 17세기부터 백봉석의 <대명충의임공전>이 창작된 19세기까지 꾸준히 창작
되었다. 숙종대에서 시작된 임경업에 대한 재평가는 林忠愍公實記를 작성한
정조대에 이르면 거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인 계층의 임경업 재평가와는 다르게, 억울하게 죽은 임경업은 민
중의 마음에는 영웅으로 남아 자신의 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임경업 설화는 전국에 퍼져 있는데, 임경업의 탄생
과 성장과정, 영웅적 면모 등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다.77) 또 서해를 중심으로 한
해안가에서는 임경업을 신으로 모시고 굿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78) 소설은 이본
이 38종이나 될 만큼 인기가 있었다.79) 박지원의 글과80) 심노숭의 글,81) 그리고
77)

78)

79)

80)

81)

77) 이윤석, 1985 위의 책; 이복규, 1991 앞의 논문; 한종구, 2004 앞의 논문; 한종구, 2005
앞의 논문 참조.
78) 주강현, 1991 앞의 논문; 강성복, 2007 앞의 논문 참조.
79) 이윤석, 1982 앞의 논문을 비롯하여, 이윤석, 1985 앞의 책; 김의정, 1992 앞의 책; 이복
규, 1993 앞의 책; 이복규, 1998 앞의 책 참조.
80) 박지원, 열하일기, 渡江錄 , <關帝廟記> “사당 안에는 노는 건달패 수천 명이 왁자하
게 떠들어, 마치 무슨 놀이터 같다. 혹은 총과 곤봉을 연습하고, 혹은 주먹놀음과 씨름을
시험하기도 하며, 혹은 소경말․애꾸말을 타는 장난들을 하고 있다. 또는 앉아서 수호전
(水滸傳)을 읽는 자가 있는데, 뭇사람이 삥 둘러앉아서 듣고 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코를 벌름거리는 꼴이, 방약무인(旁若無人)의 태도이다. 그 읽는 곳을 보니, 곧 화소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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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초엽에 조선을 방문한 일본인의 소장목록에 <임경업전>이 들어있는 것으
로 보면,82) <임경업전>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는 개인적 소회, 나아가 숭명존주라는 조선의
시대적 대의를 좇아 창작된 鄭羽良의 <총병가>는 위와 같은 문화적 분위기를 타
고 전승되면서, 설화와 소설 수용자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전승되
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총병가>는 17세기 이후 숭명존주라는 대의가 지배했던 조선후기의
문화적 흐름에서 창작되었고, 또 그러한 이념 아래에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
다. ‘현재 있는 일상적 공간’에서 이념적 가치를 지향하기보다는 개인적 삶과 가
치를 중시했던 18세기에도 <총병가>에 내포된 숭명존주의 의식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83)83)
이렇게 지식인층과 대중의 시대 의식이 융합되어 전승되던 <총병가>가 19세기
에 이르러 임경업을 기리기 위해 편집된 林將軍傳에 수록된 것은 당연한 일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총병가>에 대한 林將軍傳 편찬자의 태
도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林將軍傳의 전 체제로 보면, 임경업의 일대기
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孝行錄>이라는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林將軍傳
의 편찬자가 이 자료를 특별히 중시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82)

사[火燒瓦官寺 수호 중 장회(章回)의 이름]의 대문인데, 외는 것은 뜻밖에 서상기(西廂
記)였다.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이건만 외기에 익어서 입이 매끄럽게 내려간다. 이것은 꼭
우리나라 네거리에서 임장군전(林將軍傳)을 외는 것 같다. 읽는 자가 잠깐 중지하면 두
사람이 비파(琵琶)를 타고 한 사람은 징을 울린다.”
81) 심노숭(김영진 옮김), 2001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159면. “이것은(<임경업전>)
서울 담뱃가게 밥집의 破落惡少輩들이 낭독하는 언문소설로 예전에 어떤 이가 듣다가
김자점이 장군에게 없는 죄를 씌워 죽이는 데 이르러 분기가 솟아올라 미친 듯이 담배
써는 큰칼을 잡고 낭독자를 베면서, ‘네가 김자점이더냐’라 하니, 같이 듣던 사람들이 놀
라 달아났다고 한다.”
82) 일본인 雨森芳洲가 조선을 방문해서, <임경업전>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정병설, 2001 조
선후기 동아시아 어문교류의 한 단면 한국문화 27,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55-84면; 권두환, 200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제94회 학술발표회 요지 ; 박재민,
2004 <임경업전>의 형성시기 국문학연구 11, 197-213면 참조.
83) 김현식, 2006 <마천별곡> 연구 한국문화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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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행록>은 임경립의 후손인 임헌, 임춘형,
임영 등의 효행에 관한 내용과84) 그들의 褒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글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임경업의 일대기와 그 연관성을 언급하기에는 곤란한 자료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행록>이 林將軍傳에 수록된 것은 편찬자의 의도가 단
순히 억울하게 죽은 임경업의 한을 풀어주고, 그의 숭명의식을 존숭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84)

아 슬프다. 병자대란 후에 충민공 임장군경업께서 중원 회복의 임무를 짊어지고
의분을 느껴 바다를 건넜다. 그 까닭에 오랑캐가 장군의 친족을 없애고자 심양으로
남녀노소를 잡아드렸다. 憲의 아버지 慶立이 장군의 從弟로서 역시 포로로 잡혀있었
다. 오랑캐 우두머리가 칼로 위협하며 경립을 맞이했는데, 말의 기운이 바르고 엄하
며 힘 있는 소리가 꾸짖는 듯했다. 오랑캐가 비록 흉포했지만 오히려 그 의로움을
알고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다. 후에 충민공을 표상할 때, 반드시 ‘공 一家의 義烈은
세상에 비할 데 없이 드물다’라고 했다. 경립은 갑신(1644) 이후에 뜻을 攘夷에 두고
생각을 尊周에 절실하게 했고, 돌아와서는 거동을 그만두고 몸소 농사를 지어 부모
를 봉양했다.85)85)

<효행록> 중에서 林憲의 부친인 임경립이 임경업의 종제로서 심양에 끌려갔으
나 지조를 지켰으며, 尊周攘夷를 신념으로 여기고 세상에 대한 뜻을 접고 농사
지으며 효행을 다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임경업 일가의 ‘義烈’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었다는 점을 통해서 임경립의 언행을 은근히 부각시키고 있다.
平澤林氏族譜를 확인해 보면, 임경립은 임경업과 같이 平澤林氏 典客令公系
12세손으로, 후대에 각 집안이 절도사공파, 판서공파로 분파되기는 했지만, <효
행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一家’의 ‘從兄 從弟’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임경
업이 중국으로 망명한 1643년에 그 친인척이 심양으로 잡혀갔는데,86) 이때 임경
86)

84) 평택임씨족보에도 憲(以孝行鄕人服之), 春馨(孝行累登鄕薦 王考喪不食菜果 初終祭禮
一從家禮孝親敬長 爲先孝禮之心可知), 榮(以孝行訴于本道與禮曹 未及天褒)으로 이어지
는 祖子孫의 효행을 매우 중시하여 기록하고 있다.
85) “嗚呼 丙子大亂後 忠愍公 林將軍慶業擔中原恢復之任 奮義航海 故北虜必欲闔滅其族 拘入
男女老少於瀋陽 憲之父慶立以將軍之從弟 亦在其被擄中 虜酋擬刃脅拜慶立 辭氣正嚴勵聲
叱靑 虜雖凶暴猶眼其義 終不能屈 後狀忠愍公 必曰文公之一家義烈世所罕比云 盖慶立甲申
以後 志在攘夷念切尊周 回以廢擧躬耕養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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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도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보인다. <효행록>의 내용으로 보아, 그가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오랑캐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志操를 지켰고, 명나라가 망한 이
후에는 존주양이의 정신을 굳건하게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오로지 부모 봉양에
힘썼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8세기 중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효행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임
경업의 삶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모아 편찬한 林將軍傳 한문 자료의 말미에
굳이 <효행록>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편찬자의 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林
將軍傳에 임경업의 일대기와 관련이 없는 임경립의 후손과 관련된 <효행록>을
끼워 넣은 것은 임경립의 義烈과 祖子孫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의 孝行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편찬자의 각별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林將軍傳은 이미 세상에 ‘萬古忠臣’으로 알려진 임경업을 매개로 해서, 잘
드러나지 않은 임경립의 지조를 기리고, 그 후손들의 대를 이은 효행을 선양하
기 위해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林將軍傳의 편찬에는 선조들의 업적을 선양하고, 또 자제들에게 선조
들의 충과 효를 師表로 제시하여 임씨 가문의 결속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가문
의식이 내포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가문의식은 17세
기~18세기에 이르러 ‘가문소설’이 창작되어 성대하게 향유되었다는 점,87) 가문
의 결속을 위한 수많은 시가가 창작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88) 조선후기 문
화에서 주요한 의식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
세기에는 현세적 복록에 관심을 가지면서도,89) 윤리적 교훈을 바탕으로 가문의
87)

88)

89)

86) 年譜 崇禎 16年 癸未條 “朝家以公亡命 執送公妻 弟姪於瀋陽 諸族及奴僕從往者亦多
至四月 弟姪與諸族皆放還 夫人李氏獨留繫 侵辱日甚 以威詰問 使告公去處(조정에서는 공
이 망명하니 공의 妻子 子姪을 잡아서 심양으로 보냈는데, 諸族과 奴僕들이 따라간 자도
많았다. 4월에 자질과 제족들은 모두 방환되고, 부인 이씨만 홀로 남아서 옥에 갇혀 침욕
이 극심하고 위력으로 고문해서 공의 거처를 말하게 했다).”
87) 조동일, 2005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533-552면; 한길연, 2009 조선후기 대하소
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88) 박연호, 2003 교훈가사 연구, 다운샘, 57-96면; 김현식, 2011 18세기 사족층 가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1-74면.
89) 權純會, 2009 <玉屑華談>의 疏通 樣相과 通俗性 語文硏究 37, 107-123면; 이상원,
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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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를 결속하려는 의도와90) 가문의 영광을 부각시켜 가문의 위상을 높이려는
경향이91) 있었는데, 임경업의 일대기와 임경립 후손가의 효에 대한 기록을 모은
林將軍傳은 이러한 가문의식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면서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92)92)
앞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林將軍傳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면, <총병
가>는 임씨 일가의 義烈과 忠孝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된 작품
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후기 가사작품의 경향이 일상
적 생활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조를 이루며, ‘현재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나’와 ‘내 주변’의 소박한 삶이 고스란히 형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93) ‘나의 삶’이 아닌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타자’의 일대기를 형상화한
<총병가>는 이행기적 양상을 보인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林
將軍傳에 수록된 <총병가>는 임경업에 대한 사족층의 의식을 바탕으로 창작되
었지만, 전승과정에서 설화와 소설의 담당층의 의식을 수용하여 융합된 작품이
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가사문학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0)

91)

93)

주제어

: 고전시가, 가사, 임경업, 정우량, 임경업전, 총병가, 임충민공실기

(2016. 4. 30),

투고일

(2016. 5. 9),

심사시작일

(2016. 5. 24)

심사완료일

2010 <남아가>에 투영된 이상적인 삶과 그것의 문화사적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42,
218-241면; 김현식, 2013 <玉屑華談>의 변이양상과 수용자의 반응 한국시가연구 35,
221-248면.
90) 김창원, 1995 18~19세기 향촌사족의 가문결속과 가사의 소통 19세기 시가문학의 탐
구, 집문당; 박연호, 2003 앞의 책.
91) 정인숙, 2011 회혼가류 가사를 통해서 본 노년기의 행복과 가문의식 그리고 내면의 갈
등 문학치료연구 19, 113-141면; 김현식, 2014 <뎡상공회방가(回榜歌)>의 작품세계
와 수용자의 반응 한국문화 6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65-200면.
92) 임경업의 후손인 임순헌, 임재봉이 각각 1890년, 1927년에 林忠愍公實記를 재간행한
것도 가문을 선양하려는 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3) 김현식, 2011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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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94)

A Study of <Chongbyungga> in ImJangGunJeon
Kim, Hyeon-shik *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author and the written period of <Chongbyungga> in
ImJangGunJeon and understand the oeuvres to seek the status of this piece of work in
the flow of history of 19th century Gasa literature.
<Chogbyungga> is one of the Gasa piece which describes the life of Im GyungUp(1592~1646) in ImJangGunJoen which contains numerous records of Im Gyung-Up
from the late 17th century to early 19th century. It is considered to be created as a
response to classic poetry about “discussion of Im Gyung-Up” as part of reevaluation of
Im Gyung-Up after the 17th century.
The author of <Chogbyungga> is Jeong Wu-Ryang(1692~1754) who wrote funeral
oration dedicated to the shrine of Im Gyung-Up in 1727. He represented the king'stance
with solemn and courtesy expression in funeral oration written in Chinese letter, while in
Korean version, he implemented the personal resentment and feelings about the life and
death of Im Gyung-Up in detail. While descriptively developing the life of Im
Gyung-Up, at the part where describes the hardship that Im Gyung-Up suffered, the
voice of Im Gyung-Up and poetic narrator is mixed together, and the individual voice of
poetic narrator rises at the part where Im Gyung-Up dies. When Jeong Wu-Ryang was
writing a piece about Im Gyung-Up, he mainly referred to the record of Im Gyung-Up's
life. The record of Im Gyung-Up was quiet popular of the day, which became the basis
of <Chongbyungga>.
Meanwhile, it seems like the reaction of readers were interfered in the process of
documenting <Chongbyungga> in 19th century which was originally written in 18th
century. The speculation is backed up by stories seen in oral folktales or classical novels
not found in the record but reflected in <Chongbyungga>. This can be explained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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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of author’s resent toward tragic life of Im Gyung-Up being the basis of the
writing and the popular awareness such as resentment toward unfulfilled desire of hero,
psychology to strain from the sense of defeat with fictional novel.
When considering the Gasa in late Chosun dynasty was mostly dominated by the
voice of people who live in ordinary space,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Chongbyungga> which described the life of the third person, Im Gyung-Up has
transformed aspect.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many materials in ImJangGunJeon
were edited with an intention to enhance the accomplishments and family of Im
Gyung-Up, <Chongbyungga> can be also pointed out that it was a material utilized to
highlight the nobility and filial piety of the Im family.

Key Words : Classical poetry, Gasa, Im Gyung-Up, Jeong Wu-Ryang, ImJangGunJeon,
Chogbyung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