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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강후진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한 茂長 출신의 지식인으로서 많은 저술과 답
사기를 남겼다. 그는 분류사에 가까운 『鑑影錄』과 신화와 역대의 인물에 대해서 정리하였다고 
추측되는『歷代會靈』과 동아시아의 성씨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華吏雜錄』을 남겼다. 또한 
茂長의 地誌로 추정되는 『松沙錄』과 同宗을 정리한 『草譜』 3권을 남겼다.

  『감영록』은 李在昆 선생이 西京摠覽으로 소개한 抄本이 있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소장
한 제3권과 제4권 2책이 있다, 이 밖에 동빈문고본 3권부터 6권까지 현존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내용은 분류사에 가까우며, 상고사로 부터 저자가 답사한 기행문과 口傳으로 전해진 野
史도 수록하였다. 제1권과 제2권은 상고의 국가와 건국신회를 비롯하여 도읍이 실렸을 가능성
이 크며, 이재곤 선생의 초본은 바로 이 부분을 주로 발췌했다고 추측되었다.

  『역대회령』은 신화와 열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분류사로서 史要聚選으로 불리는 보편적인 
歷代會靈이 중국의 신화와 사서에 등장하는 인명사전이라면 강후진의 역대회령은 이에 해당하
는 우리나라의 인명사전이었을 기능성이 있다. 필자는 역대회령이 동국역대회령이 아니고 史
要聚選의 다른 이름과 같다면, 그의 후손들이 그의 저술로 오해하여 세보에 수록함으로써 조
상을 오히려 욕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명이 있기를 바란다.

  『화이잡톡』은 중국의 한족과 변방의 소수민족이 등장하는 신화와 전설을 토대로 정리한 당
시 세계의 국가사와 민족사에 해당한다. 이 책에 반영된 화이관은 당시 동아시아에 형성된 틀
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우리나라에 귀화하였거나 중국과 변방의 민족에서 기원하였다는 전설
을 가진 여러 성씨를 정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정리한 동아시아의 민족지로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는 고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마한과 고려의 古都에 대한 문헌을 정리하고 이를 답사하여 
확인한 자료집과 기행문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는 자신의 기원인 신천강씨의 조상
에 대한 흔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고대사 가운데 신라사에 다른 부분보
다 적은 지면을 할애한 까닭도 강씨의 조상이 신라와는 관련이 적었고 집단 세거지가 고신라
의 지역에는 적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의 사관은 가계의 확인에 기원을 두었고 이 때문에 사서로 이용하기 어려운 족보에 실린 
상고의 계보도 비판 없이 인용한 한계가 있지만, 성실하고도 광범위한 문헌을 섭렵한 기초를 
바탕으로 몸소 답사로 확인한 식견은 놀랄만하다. 전통사회의 문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禮
儀와 道學의 두꺼운 장벽을 허물고 우리의 관심에 질박하게 접근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성리학적 화이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혁신적인 사관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한계
가 있다.

  그는 신화와 전설을 상고사의 복원에 이용하였고 실제로 답사하면서 古墳의 형태와 埋葬된 
유물의 출현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음악과 음운, 식생활과 농업에도 깊은 통찰력을 보이면
서 광범위한 지역을 답사하여 차이점을 지적하였으므로 일반 사서에서 보기 어려운 사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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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에 관한 높은 식견이 수록되었다. 필자는 250여 년 전에 현재의 관심에 접근한 그의 관
점이 놀라웠다.

  중국의 최초 정사인 史記가 성공한 까닭도 자발적인 사찬에서 비롯되었다는 특징이 있고 이
후의 정사와 달랐다. 사기는 편찬의 막바지에 국왕의 관심에 올라 저자의 생전에 정사로서 지
위를 얻었다. 강후진은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좁은 
공간의 나라에 많은 문헌이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후인의 안목이 아쉽다고 
하겠다. 그보다 앞서 扶安에서 만년을 보낸 白光弘(1522-1556)이나 泰仁의 李桓(1499-1576) 
奇大升(1527-1572), 淳昌의 金麟厚(1510-1560)는 詩歌와 性理學으로 이 지역 출신이면서 전
국을 주름잡는 명사였다.21〉임난 직후 鄭介淸의 사건으로 이 지역이 소외되었지만 이 지역에 
은거한 柳遠響(1622-1673)이나 그와 같은 고창에서 黃胤錫(1729-1791)이 뒤를 이었고 좀 더 
후에는 가사문학을 정리하고 이를 공연예술로 완성시킨 申在孝(1812-1884)도 이곳으로 옮겨 
온 인물이었다. 長興에는 魏伯珪(1727-1798)와 高靈에는 申景濬(1712-1781)이 은거하여 학
문에 힘썼다.

  강후진은 이 지역에 은거하거나 학문에 힘썼던 위의 명사보다 과거의 급제나 벼슬과는 거리
가 멀었던 철저한 野人이었지만, 상고사에 관한 저술에는 단연 탁월하였으나 전혀 주목되지 
않았다. 역사를 위시하여 시가와 음운학 등 이 지역 학자들의 학문분야와 강후진의 저술에서 
상통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가 앞으로 규명할 과제라 하겠다.

  강후진이 남긴 저술은 그가 만년까지 보완하였으므로 초고본과 완성본이 다르거나, 이후에 
전사본이 전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를 모아 철저히 대조하고 자료로 간행할 필요가 있다. 저
술은 없어도 시문을 중심으로 문집을 남긴 문인은 많다. 많은 저술을 남긴 학자가 문집을 남
기지 못한 사례는 극히 적으므로 그도 문집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 그의 생애와 사상을 좀더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저술의 남은 부분과 시문을 찾아서 깊이 있게 연구할 과제가 남았
다고 하겠다.

  그는 鄭介淸 이후로 등용이 어려웠던 지역에서 태어나 벼슬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관심에 
충실한 지성인이었다. 그와 그의 후손은 가문에서마저 서손으로 따돌림을 받았다고 구전된다. 
그의 조카인 冑信은 進士였고 역대회령을 보충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으나 고창에 살지 못하
고 谷城에서 세거 하였다고 전한다. 재능이 뛰어난 인재가 국가와 가문으로부터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였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