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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저술과 자료가치

  강후진은 ‘감영록’과 ‘화이잡록’을 제외하고 ‘歷代會靈’과 ‘松沙誌’ 그리고 ‘초보’ 3卷이 있
었다고 세보에 전한다. 이 3가지 저술은 어느 하나도 뚜렷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유추
하여 상관성이 있는 다른 저술과 관련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歷代會靈’은 增補歷代會靈으로 곳곳에 소장되어 있다. 이보다는 ‘史要聚選 一名 ’增補歷代
會靈‘이란 서명으로 여러 도서관에 소장 되었으나 序文과 刊記가 갖추어진 完本은 의외로 적
다. 서문과 1856년에 간행된 坊刻本에는 權以生이 1626년에 書草한15) ‘史要聚選’이 있고,16) 
이 책은 8권 4책, 또는 9권 4책으로 여러 곳에 보존되었다. 1917년에 간행된 翰南書林本에는 
‘權以生編 田以采朴致維자 木版’으로 權以生을 編者로 수록한 점에서 두 가지 간본은 상통한
다. 권이생의 생애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가 이를 간행한 동기와 전거는 1648년에 간행된 사
요취선의 서문에 나타나 있다. 이를 要約하고 意譯하면 다음과 같다.
 
  사요취선은 거의가 武城의 輯錄(집록)에서 나왔고 체계는 會靈을 따랐지만 내용은 회령보다 
충실하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요긴하고 시를 짓는 이들도 필요하지만 판각한 세월이 오래되
어 뭉개지거나 알 수 없는 글자가 많으므로 몇몇 동지들과 古典(經籍)을 널리 살펴서 바로 잡
아 다시 간행하니 시인의 눈이 되고 문장의 거울이 되어 科擧의 製述에도 없어서는 안 되리
라.

  이 책은 결국 과거시험에서 시문을 짓기 위한 참고서를 목표로 삼았고 실재로 坊刻本으로
도 여러 차례 간행될 정도로 수요량도 올랐다. 이 책은 저술이라기보다 오늘 날의 고시나 입
시에 대비하여 미국이나 일본의 책에서 뽑아서 엮은 참고서처럼 중국의 책에서 뽑아 만든 과
거시험의 도구서였다고 하겠다. 오늘 날에도 입시참고서가 학문의 궁극적 목표는 못되지만 돈
벌이로는 창조적인 학술서적을 뺨치는 현상과도 상통한다. 이 책은 增補歷代會靈으로도 불리
고 있으므로 역대회령은 여러 차례 增補되었고 『사요취선』에 앞선 저자 미상의 회령이 있었음
이 확실하다. 『사요취선』 으로 필자가 확인한 오래된 1648년의 西溪板에는 서문을 쓴 인물의 
이름은 없으나 서문의 내용과 간행된 시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武城
에서 편집되었던 내용을 거의 벗어나지 않으며, 이는 會靈을 모방해서 지었으나 내용은 오히
려 그보다 상세하다.’고 하였다. 武城은 泰仁의 別號이며 茂長에서 멀지 않은 서해안의 지명
이다. 권이진이 書草하였다는 표현은 판각하기 위하여 글씨를 썼다는 뜻이고 편자가 아닐 수
도 있다.

  會靈도 이미 있었던 書名이고 『사요취선』은 이를 토대로 보충한 책이므로 증보역대회령으
로도 불린 까닭을 알 수 있다. 이로 보면 역대회령이 현존하는 『사요취선』 다른 내용을 담은 
같은 이름의 책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의 이름이 실린 『사요취선』이나 역대회령이 발견된다 

15) 이를 編者로 서목에 올라 있는 경우가 많다. 編이란 編著란 뜻으로 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으나, 전
통시대의 史書는 述而不作이라는 뜻에서 著述도 編이라 표현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撰이란 史書나 
詩文選集등에서도 쓰였으며 著란 개인의 창작품인 시문집에서만 쓰였다. 이러한 구분은 慵齋叢話 권
8 我國文章家에서도 엿보인다.

16) 嘉靖後己未年 權以生書于詩山客齋 丙辰(1856) 季冬由洞新刊 9卷 2冊本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없다. 詩山은 미山의 다른 표현으로 지금의 臨陂의 별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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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권이진보다도 후의 강후진을 편저자로 보기는 어렵다.

  『사요취선』은 강후진이 저술하였다는 역대회령보다 앞선 서적이다. 다만 『사요취선』과 중보
역대희령이라 불리는 여러 서적을 모아서 간행년대와 내용상 관련이 있는가 대조할 필요가 생
긴다. 증보역대회령은 여러 곳에 보존 되었다. 필자는 증보역대희령으로도 불리는 여러 서적
을 열람한 결과 거의 『사요취선』과 다름이 없었고 서울대도서관에 목판본 고도서로 보관된『사
요취선』은 간기가 없으나, 첫째 장에 歷代會靈目錄 進士康冑信補集”이라 쓰였다.

  강주신은『신천강씨세보』에 의하면 강후진의 庶弟인 侯寯의 獨子였다. 그 는 1732년에 태어
나 1762년에 成均進士 乙科에 합격하였고 3년 지나 성균관에서 졸하였다.17)) 그가 진사시에 
합격한 사실은 사마방목에도 올라 있으나 그의 父는 侯寯이 아닌 侯蕃이고 字도 景三이 아닌 
複初라고 하였으며, 淳昌에 거주하였으므로 가계가 석연치 않다.18) 앞으로 좀더 뚜렷한 자료
를 토대로 뒷받침이 필요하다.  강주신이 보완한 서울대본 『사요취선』도 훼손되거나 틀린 글
자를 보완하 였을 정도라면 수긍할 수 있으나 이를 강후진을 편자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만 그가 필사한 역대회령이 『사요취선』으로 조카인 강주신이 간행하고 후손이 이를 
강후진의 편저로 세보에 올렸다면 이는 착오일 뿐이고 후손이 조상을 오히려 욕되게 만들었다
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강후진이 『감영록』이나 『화이잡록』에서 건국신화와 異人이나 
각 성씨의 시조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였으므로 필자는 그가 우리나라의 역대회령을 찬
집하였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였다.19)

  그가 지었다는 『松沙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茂松과 長沙에서 따온 용어로 짐작되므
로20) 이 茂長誌와 다름이 없다. 다만 사찬이므로 관찬과는 내용에서 상관성도 있겠지만, 관점
에서 차이가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사료의 가치가 클 수도 있다. 송사지가 발견되어 이러한 
궁금증이 풀어지기를 기대한다. 草譜 3권은 信川康氏의 世譜이므로 고본의 강씨 족보와 관련
이 있다고 짐작된다. 신천강씨종회에는 3권본 옛 족보가 복사본으로 보관되었으나, 이를 강후
진이 편집을 주관하였다는 단서가 실리지 않았으나 그의 노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그는 자신의 縱的 계보인 草譜를 완성하였고 자신이 거주와 생활의 공간인 茂長에 대한 관심
과 愛着은 松沙誌로 실현시켰다고 하겠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상고사로부터 자신이 몸담은 我朝(朝鮮)에 대한 관심을 ‘鑑影錄’

17) 字景三 號進堂 壬辰生 壬宗中午成均進士乙科 英宗乙酉十二月十曰卒  牛成均館 墓漢赤洞明峴 背海
州吳氏 泰遜女丁酉生 考墓同下同坐.

18) 이밖에도 후준의 출생년도는 실려 있으나 졸년이 빠졌고, 주신의 配位 吳氏는 16세 연상 이다. 후준
이 48세에 주신이 출생하였으며, 주신은 사마방목에 嚴侍下라고 하였으므로 후준은 79세 이상을 살
았던 셈이다. 또한 적손도 진사가 배출되지 못하였으나 서손이 이를 달성하였다는 사실도 신분제사회
에서 지방의 幼學出身의 가계에서 자연스럽지 못하다.

19) 역대회령이나 사요취선은 科文을 위하여 처음께는 비밀리에 유통된 참고서였으며, 마치 쪽집개 과외
의 문제집과 같았다는 셈이다. 강후진이 이를 만들었고 조카인 강주신이 이를 다시 손질하였다면 강
후진을 학자라 보기에 민망스러운 일면이 엿보인다. 강후진의 감영록에서 보여준 탁월한 문장력과 답
사정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에서 그를 주목하지 못한 까닭도 이 때문이라고 추정하여 보았다.

20) 필자는 1918년 간행된 새보에서 ‘松沙誌’의 ‘沙'’가 抄’로도 보이므로 松京招誌이거나 松都總錄으로 
이재곤 선생이 공개한 자료의 松京에 대한 지지의 종합자료와 기행문인 開成記가 西京總錄과 平壤記
의 형태로 合集되었으리라 추측하였으나, 화이잡록을 소장한 康尹煥선생의 敎示로 茂長誌와 같다고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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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현시켰다. 감영록은 적어도 6권이므로 가장 방대한 저술인 셈이다. 그가 관심을 가진 
대상은 고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마한과 고구려와 고려였다. 그는 역대의 신령에 대한 관심
은 『감영록』의 곳곳에 실린 신당과 음사에 대한 관심에서도 찾아진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원
이 지리와 신령에 담겨있고 上古史로 古朝鮮에 뿌리를 두고 箕子朝鮮을 거쳐 馬韓과 삼국으
로 이어진다는 정통론을 확립하였 다고 하겠다. 그는 신라보다 고구려나 백제에 더 많은 분량
을 할애한 까닭도 그의 조상의 연고가 이와 관계가 깊었고 자신이 몸담은 가까운 공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그는 『감영록』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간관과 공간관을 반영시켰다면, 중국과 전 세계로 확
대하고 우주와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넓혀서 『類撰華夷雜錄』 2권을 남겼다.『화이잡록』은 당
시의 관변 학자들이 몰두했던 명분론적인 화이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세계관이나 공간관 그
리고 나아가서 우주관과 시간관에 대한 접근이므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의 관점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사해에 떠 있고 그 밖으로 육지가 우주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八荒設에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불교의 須彌山 우주관과 상통하지만 고금의 방대한 국가와 민족을 종합하여 개
략적이나마 열거한 그의 열정이 놀라울 뿐이다.

  그의 저술이 두 가지만 현존하는 상황에서 저자의 식견이나 사관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가 저술하였다는 書名과 현존하는 두 가지 서적에서 나타나는 상관성을 찾을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실렸을 내용으로 짐작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는 『감영록』에
서 답사로 史書를 확인하였다면 『화이잡록』에서는 천하를 화이로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그는 
고려시대까지를 답사와 자료의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고 조선은 탐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현실
의 상황으로 파악하였다. 그가 답사하는 지역에서 관찰하려는 목표는 현재에 남아있는 과거의 
잔영이 밀집되었다고 확신한 지역이었다. 현재를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과
거의 잔재를 찾아 복원하려는 상고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었다. 가문의 『草譜』와 『松沙誌』도 
그의 관심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기원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위한 통로였다고 하겠다. 신천강
씨의 기원은 중국에 두고 있으며, 고려 태조의 先代에 寶育으로 이어진다. 고려 건국과정에서
도 외척으로도 등장할 정도로 송악의 왕건 世系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康兆와 조선 초의 
왕자난으로부터 계유정난에 이르기까지 정변의 소용돌이에 신천강씨가 포함된 사례가 많았다.

  그가 『화이잡록』에서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는 한국의 여러 성씨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이 가운데는 周王族이나 다른 漢族에 기원한 성씨도 있지만 글안이나 발해의 변방에 
있던 여러 민족이 포함된 경우도 많으므로 나름으로 가치가 있다. 그는 신천강씨가 周王族인 
康叔의 후예였다는 가계의 기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종적인 혈통과 삶
의 공간인 무장으로부터 나라로 다시 동아시아와 세계와 우주로 확대하여 안목을 넓혔다. 관
심의 대상에는 그의 가계와 상관성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관찬의 사서나 사관들이 현실에 초점
을 두고 왕조의 정통성을 높이거나 미화하려는 태도와는 상관이 적다. 그는 관인도 아닌 초야
의 지식인이므로 그의 사관은 家系의 기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한계에 부딪친다. 사관이란 어
떠한 경우에도 한계는 있게 마련이고 한계에서나마 현재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와 어느 정도 
충실하게 연결 되느냐에 평가의 기준을 두게 마련이다.

  강후진은 상고사에 대한 체계를 점검하려고 기록을 모았을 뿐 아니라 이를 직접 답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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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수고로움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우리나라에서 상고사와 고대사의 문헌을 정리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이를 답사하여 확인하면서 복원하려는 시도와 성과는 극히 적었다. 관념적
인 화이관을 추종 하였지만 이를 공간과 시간에서 꿰뚫어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전통 
시대의 사가란 正史를 확립하거나 鑑戒의 자료로 국왕의 乙覽에 제공한다는 극히 공리적이나 
출세지향의 도구로 집권자에게 아부한 문헌의 답습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와 달리 강후진
은 자발적인 호기심에 충실하였던 사찬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관찬의 사서에서 얻기 어
려운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의 『감영록』과 『화이잡록』은 사서로서 통사보다는 기사본말체에 가깝고 이보다는 중심 주
제를 분방하게 열거하는 雜史의 형태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로부터 현대
로 연결시키거나 국가나 왕실로부터 개인으로 中華에서 九夷로 우주로부터 시간과 공간으로 
서술하는 전통적인 체계와 순서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우리나라 성씨의 서술에서 植君
을 桓氏로 시작하여, 箕子를 子氏로 위만으로부터 피난한 徐阿城에서 徐氏의 기원을 찾고 박
혁거세의 박씨로 서술 순서를 지켰다. 李씨에 대해서는 慶州李氏를 필두로 마지막으로 完山李
氏를 들고 新羅司公翰의 후예라고 밝히고 國系今不敢書라고 표현하여 왕실의 계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쓰기 어렵다고 발뺌하는 재야사가로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는 증보문
헌비고의 편찬 시에 나타난 계보의 서술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그의 사학은 재야학자로서 자신의 관심에 대한 충실한 서술이고 자신이 즐기기 위한 저술이
었다. 그가 남긴 사본은 간행하여 저술로 남기려는 욕구보다 자신의 의문에 대한 충실한 참고
자료였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博覽强記한 
태도를 견지하고 이를 답사하여 확인하는 성실성을 갖추었으나 저술을 누구에게 보이거나 인
정받으려는 시도도 없었으므로 손수 소회를 서문으로 남겼다. 『화이잡록』을 제외하고 그의 저
술에는 전거를 수록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는 전거가 학통에 의존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빙도를 높이려는 부작용도 있으므로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필
자와 같이 낮은 식견으로 조선후기의 지식인의 저술을 분석하기에는 힘에 겨운 한계를 느끼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의 저술에는 洪萬宗의 歌詞에 대한 이론과 洪萬選의 『山材經濟』와 상통
하는 부분이 있었다. 다만 상고사와 호남지역의 구전을 수록한 부분은 재야의 지식인으로서 
광범한 독서와 여행을 통하여 얻은 광범한 구전의 수록이 아니고는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가 
돋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