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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鑑影錄”과 “纂輯鑑影錄”

  “감영록”이란 史鑑의 殘影을 기록한다는 뜻이라 추측된다. 史書를 거울삼아 이를 유적에서 
그림자를 찾아 기록한다는 뜻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이미 “西京摠覽”으로 알려진 “감영록”
은 저자의 친필인가 감정이 필요하다. 서문이나 발문이 전혀 없고 書名과 그 뜻도 내용을 참
작하고 平壤記 앞에 쓰인 “太平散人 康侯晉 鑑影錄”을 보고 추적한 결과이다.

  현재 소개된 감영록은 1면에 12行*18字 가량으로 256字쯤 실려 있다. 4面을 합쳐 1면으로 
축소하고 모두 50면으로 축소하여 영인하였으나 마지막장은 1면만 실렸으므로 모두 6면의 공
백이 생겼으므로 본래 모두 198면인 셈이다. 여기에 표지로 쓰인 2면과 地圖 5면을 제외하면 
187면이지만 지도는 본문에 못지않은 중요성과 노력이 담겼으므로 이를 포함시키고 표지만 
제외하면 전체의 분량은 192면이다. 또한 4면이 중복되었음이 확실하므로11) 지도와 본문을 
합친 본문은 188면에 해당한다.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항목을 정리하고 내용을 간략이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표 1] 鑑影錄의 항목과 분량 및 내용 요약

항 목 분 량 답사시기(기간) 내 용 요 약
西京摠覽 51면 平壤의 地誌와 按說
平壤記 29면 1730.08.23 ~ 09.08 (16일간) 平壤의 檀君과 기자유적 답사기

遊妙香山記 39면 1729.03.27 ~ 04.15 (19일간) 妙香山의 사찰과 檀君臺 답사기
遊金馬城記 11면 1738 益山 馬韓 유적 답사기
遊東明都記 18면 1729.03.03 成川의 고구려 유적 답사기
遊頭流洞記 13면 1734.08 谷山 頭流嶽 流珉民村 답사기

松京 12면 高麗 수도 開京의 地誌와 按說

  이상과 같이 큰 제목은 7항이고 항목마다 10면 이상의 長文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記”라는 紀行文이 5항목이고 첫머리에 실린 서경총람은 평양이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였을 
당시의 유적과 題影을 붙인 地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끝의 “松京”은 “서경총람”
과 편제가 상통하며 고려의 수도였던 “松京摠覽”에 해당된다.
  저자는 “서경총람”에 이어서 평양기를 붙였으며 이는 서로 상관성이 있다고 짐작된다. “서
경총람”이란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였을 당시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든 地誌라고 말한다면 평
양기는 저자가 확인한 踏査日誌이다. 마지막의 “송경”도 송경총람이고 이에 대한 후속 답사로 
開城記가 있을 듯싶으나, 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서문이나 발문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된다.

11) 138면의 上左는 같은 면의 下左와 같고, 같은 면의 下右는 137면의 上右와 같다. 132면의 上左는 
같은 면의 下左와 같고, 같은 면의 下右는 131면의 上右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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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기와 묘향산기는 간단한 총설을 쓰고 日誌로 기록하였으나 나머지는 일자별로 기록하지 
못했다. 평양기를 제외한 모든 기행문에도 서경총람 형식으로 답사자료를 모으고 싶었으나 실
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수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현존하는 “감영록”은 複本
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사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이 부분을 삭제하였을 가능성도 있
다.

  소개된 “감영록”에는 略字와 俗字가 자주 쓰였고, 수정한 표시도 곳곳에 있다. 이로 보면 
저자의 친필 초고일 가능성도 있다. 이를 보충하고 序跋을 붙인 완성된 “감영록”이 현존하리
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여러 異本을 찾아 대조할 과제가 남아 있다. 아직 “감영록”에 대한 
조사는 시작이므로 다양한 착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서경총람”이나 “송사”(총람)보다 기
행문에서 저자의 번득이는 관찰력과 성실한 답사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경사에 밝았다
는 世譜의 표현에서 짐작되지만 해박한 학문적 바탕과 실재의 답사를 바탕으로 사실적인 문장
력은 이 방면에 문외한인 필자의 어설픈 감식력으로도 찬탄을 금하기 어려웠다.

  저자는 太平散人이란 號를 사용하였다. 이 호에 걸맞게 두 차례의 壬亂과 胡亂을 격은 다
음 50년이 지난 다음 태평한 시기에 태어나 73세의 天壽를 누렸다. 그러나 散人이란 벼슬하
지 못하고 茂長의 山谷에 살면서 전국을 유람한 재야지식인의 限이 서린 自號로 짐작된다. 임
난 후에 鄭介淸의 사건으로 호남은 禁錮를 당한 지역이었다. 關西와 開城도 조선시대에 관리
로 등용된 인물이 적으므로 상통하였다. 그가 답사하여 기행문을 남긴 지역은 공교롭게도 주
로 관서와 호남이었고 소외된 지역이었다. 흔하고 흔한 금강산이나 지리산의 기행문을 남기지 
않았으니 오히려 소외된 지역에서 상고사의 체계를 세우려던 저자의 의지를 일만하다 그가 流
亡民이 숨어사는 谷山의 頭無嶽12)을 辛苦하면서 찾은 까닭도 한 맺힌 백성을 살피고 싶은 同
病相憐의 감정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도서에는 “纂輯鑑影錄” 제3권과 제4권을 각 책으로 묶은 2책을 소장
하였다. 이로 보아 “감영록”은 적어도 4권 4책이었음이 확실하다. 책의 표지는 감영록이고 권
3과 권4의 첫머리에는 각각 “纂輯鑑影錄”이라 서명이 쓰였고 특히 제4권에는 “纂輯鑑影錄卷
之四 太平山人 信川康侯晉 子順甫 編輯”이라 저자의 호와 본관과 字를 밝혔다. 그의 자는 子
順甫로 "華夷雜錄'"와 일치한다. 이 책은 사본이고 저자의 친필이 아님은 확실하다. 제3권은 
적어도 3인이 다른 글씨체로 필사하였고, 제4권은 같은 필치로 달필이다. 제3권의 끝에는 다
음과 같이 傳寫한 근거가 실려 있다.

  “감영록은 우리나라 고금 사적의 便覽이다 교리공께서 무송의 원이셨을 때 전사하여 오랫동
안 보존하였으나 잘라 내거나 훼손시키지 말지어다. 병인년 구월” (鑑影錄 乃我東古今事跡之
要覽也 校理公位在茂松時謄出 至于壽傳于家藏 勿剪勿拜(毁의 잘못) 丙寅秋九月)

  위의 내용으로 보아 교리로 지위에 있었던 어느 인물이 茂松에 지방관으로 있었고 전사하여 
사용하면서 보관한 다음에 후손에게 전수하였다. 호손의 이름이나 장소는 끝에 기록 하였다고 
생각되지만 고의로 훼손시킨 느낌이 든다. 책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집에 옮기거나 수집상

12) 頭無嶽이란 火山이나 隕石으로 움푹 파인 칼태라형 산악을 말한다. 한라산 백록담과 백두산 천지 강
원도 펀치볼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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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면 이를 제거하여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尹
錫昌印’이라는 所藏印이 찍혀 있다. 도서관에 문의한 결과 이 분은 최근까지 국민대학교 국문
과 교수였으며 ,그분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한다.

  권3과 권4에 실린 항목은 대부분 각 책의 표지에 실려 있다. 좀 더 세분화 하여 항목으로 
실린 부분도 있으나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화되고 퇴색되었다. 본문에서 항목을 찾아 정
리하면 (표2)와 같다. ‘감영록’은 전체의 분량이나 목차를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전체가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서술된 분류사로 짐작된다, 현존하는 일부에서 느낌은 상고사와 구전에 충실
하여 神異와 典故가 다양하다. 특히 飮食과 禮樂과 兵革에는 지금까지 다른 저술에서 읽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 많다, 특히 임진왜란과 양차 호란에 대한 무용담과 피해 그리고 이를 극
복하려던 주민의 노력이 곳곳에 잘 나타나 있으며, 관찬에서 얻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절규가 
담겨 있다.

[표 2] 藏書閣所藏 纂集鑑影錄의 항목과 내용 요약

현존구분 항  목 내 용 요 약

권3 (제3회)

校院儒品(교원유품) 文廟와 釋奠,學校,書院, 鄕校,社稷(사직), 理社 
등

禮樂(雜技:잡기) 각 시대의 음악과 음악의 종류 음악가 등
建置:건치 지방편제, 성곽, 궁실 등
制度(兵革) 官制, 兵制, 兵器, 戰亂:전란 등
八道 8도 지리지의 초록

권4 (제4회)

文學(科學) 각 시대의 교화와 인재 선발제도 등
祭祀 제례와 위패, 지역별 차이와 구전 설화 등

異人(이인) 神話와 神僧:신승과 豫言者:예언자, 長壽者:장수
자 등

農桑(농상) 농업기술과 농업풍습, 지역별 차이 등
飮食 식생활과 음식의 제조와 지역별 차이 등

  필자는 ‘감영록’을 찾기 위하여 후손에게 문의하고 호남지역의 도서목록을 조사한 결과 아
무런 단서도 추가하지 못하였다. 다만, 東濱文庫(故 金庠基선생 所藏)에서 또 다른 감영록을 
찾았다. 동빈문고본 표지에는 일반 고서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좌측에서 ‘鑑影錄 乾’과 ‘鑑影錄 
坤’으로 쓰인 2책이다. 乾坤은 上下와 같으므로 감영록의 완질이 라는 느낌을 준다. 책의 표
지를 넘기고 본문의 글씨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본(이하 연구원 본으로 줄임)보다 촘촘하게 
흘림체로 쓰였고 거의 같은 필치로 썼다. 乾冊에는 ‘纂輯鑑影錄 卷之上’으로 坤冊은 ‘纂輯鑑
影錄 卷之下’로 표시 하였다. 이로 보면 건곤을 상하로 표시하였다고 이해하기 쉽다.

  이 책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면 각 책의 중간에 한 번씩같은 권수의 표시가 쓰였으므로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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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를 다시 표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문이 생겼다. 동빈문고본이 완질이라면 책의  첫머리
나 끝에 서문이나 발문이 있어야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 글이 없다. 또한 책의 첫부분에 찬
자에 대한 아무런 표현도 없다. 다만, 건책의 중간에 卷之上의 다음에 "太平散人信川康侯晉 
子順甫編輯"이라 쓰였다.  저자의 표시는 완질의 책이라면 서문이 없더라도 책의 내면 첫머리
에 쓰여야 한다. 이 표현이 중간에 실렸다는 사실에 의아심을 갖게 하였다. 필자는 연구원본
에서 제3권 첫머리에는 저자가 실리지 않았으나 제4권의 첫머리에만 이를 수록한 사실에 의
아심을 가졌던 기억이 새로우므로 이를 대조한 결과 제4권과 내용마저 일치하였다. 결국 동빈
본은 제3권과 제4권을 합쳐서 乾冊으로 만들고 제5권과 제6권을 합쳐서 坤冊을 만들었다고 
단정하였다.

  동빈문고본은 ‘감영록’의 제5권부터 제6권까지 4권이 존재하므로 연구원본의 갑절 분량이지
만 이도 역시 완질은 아니다. 제4권에만 저자의 표시가 실린 까닭은 본래 제1권부터 제3권까
지 1책으로, 다시 제4권부터 제6권까지 1책으로 다시 제4권부터 제6권까지 1책으로 묶은 다
음 각각의 책머리에만 저자를 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동빈본에서 각권의 표시에서 
‘상’과 ‘하’의 글자를 살핀 결과 다른 글자보다 유난히 두껍게 덧칠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동빈
본의 글씨체는 연구원본의 전사지보다 숙달된 흘림체를 시종 고르게 구사하여다. 연구원본은 
또박또박 楷書로 썼으나 서체가 일정하지 못 할 정도로 숙달되지 못하였고, 같은 인물이 전사
하였는가 의심될 정도인 부분도 있다. 동빈본의 전사자와 책의 표지를 만들어 현재의 상태로 
만든 자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책을 분책하여 이를 여러 책으로 만든 다음 값을 올리
는 악덕 상인이 표지를 만들고, 몇째 권의 ‘三四五六’을 ‘上下’로 덧칠하였다고 판단한다. ‘감
영록’은 전체가 몇 권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6권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동빈
본의 끝에도 발문은 없으나 제5권의 끝에 神社 ‘鬼神’과 제6권의 禽獸:금수에 이어서 記遺:기
유로 끝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곧 끝 부분일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감영록’이 본래 6권 2
책이었고, 현재 첫째 권과 둘째 권이 발견되지 못한 零本:영본으로 보고자 한다.

  현존하지 않는 부분의 일부가 이재곤 선생이 소개한 ‘서경총록’에 포함된 감영록임에 틀림
없다. ‘감영록’의 첫머리에는 역대의 국가와 수도 그리고 통치자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었다고 
짐작된다. ‘감영록’의 나머지 부분과 강후진이 기행문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문집이나 저술이 
더욱 밝혀지는 날이 오리라 기대한다. 동빈고본은 무엇보다 제5권과 제6권 1책의 분량이 확인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는 ‘감영록’이 일반 사서에서 보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가 수록되
었다, 이를 항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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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감영록 5-6권의 項目과 內容要約

추가된 부분 항  목 내 용 요 약

纂輯鑑影錄
卷之五

僧尼 僧과 尼의 고승전이라기 보다 불교사 전체의 개설서
言語 사방의 언어에 대한 차이점을 쓰려 하였으나 극히 소략함

神祠(鬼神) 民俗宗敎誌라 불릴 정도로 巫俗과 應報 그리고 鬼怪談이 풍
부함

纂輯鑑影錄
卷之六

禽獸 동물에 대한 괴담을 수록하였으며 내용이 풍부하므로 매우 
중요함

記遺 앞에 쓴 내용에서 빠뜨리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수록하
였으므로 책의 끝 부분에 해당한다고 추정됨

  필지가 찾아 낸 3권부터 6권까지 ‘감영록’의 내용을 철저히 교감하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른 서적에서 찾아 본서의 고유성과 가치를 좀 더 철저하게 규명할 과제로 남아 있다. 무엇
보다 첫째 권과 둘째 권을 찾아서 보완하는 과제가 시급하며  이재곤 선생이 소개한 ‘감영록’
과의 관계도 철저히 규명하기를 기대한다. 필자가 확보한 자료만으로 전체를 짐작하기는 어렵
다. 현존한 3권과 4권에 제도와 산업이 실린 점으로 미루어 제1권과 제2권에는 역대 국가의 
시조신화와 發祥地, 수도, 그리고 역대의 국왕이 실렸다고 추측된다. 이재곤 선생의 소개본이 
역대 수도와 이를 답사한 저술이라면, 이는 제1권의 역대 시조와 이어서 제2권에 해당할 가능
성이 크다.

 ‘서경총람’과 평양기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에 대한 地誌와 답사기라고 추측된다, 저자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삼한 가운데 적어도 馬韓도 수도를 중심으로 지지와 답사기를 
남기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짐작된다. 이재곤 선생이 공개한 자료는 저자가 기획한 고조선으로
부터 기자조선 마한과 고려에 이르는 상고사를 포함한 수도의 지지와 답사기의 草藁이거나 抄
錄일 가능성이 있다.

  ‘감영록’은 전체가 6권 2책이었다고 짐작된다, 제6권의 記遺는 앞선 부분에서 미진하거나 
빠진 부분을 채우기 위한 내용이고 현재 제3권만 저자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책의 첫머리에만 
저자를 밝혔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제1권에는 저자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장자
나 소재를 알고 있는 분은 속히 알려주거나 공개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