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碩齋 尹行恁 한시 연구

33)백승호(한남대)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정조가 인정했던 문학적 모범의 한 사례로서 윤행임 한시를 연

구하였다. 정조는 그의 문학을 “우아하고 고결[雅潔]”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임병양란에서 충의를 보인 집안 출신이었고, 그의 부친 尹琰은 사도세자의 

온행 시 온양 군수로서 성심을 다해 세자를 수행하였다. 그 역시 대명의리를 

고수하면서 이를 시로 표현하였다. 그는 정조를 측근에서 모시면서 정조의 

치세를 태평성세로 재현하였다. 그는 왕이 지닌 애민의 포부와 은밀한 심경

을 시에 담아내었다. 또한 윤행임은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역사 유적을 

직접 답사하고, 문헌 자료 외에 금석 자료도 확인하는 실증적 자세를 보였

다. 그가 지은 영사시에 이러한 성과가 담겼다. 마지막으로 윤행임은 지방관

으로 부임하거나 유배를 떠났을 적에 그 지역의 풍속과 민생을 읊은 기속시

를 자주 지었다. 그의 기속시는 애민과 경세의식이 두드러지는 보통의 경세

시와는 달리, 세부 묘사가 극대화되고, 대화를 장면화하여 시에 수용하는 경

향을 보인다. 

<핵심어>

尹行恁, 正祖, 대명의리, 詠史詩, 紀俗詩

* 이 논문은 2016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

제번호 2016A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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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尹行恁(1762~1801)은 정조와 마치 부자지간 같았다고 평가받을 만큼 정조

의 각별한 지우를 입었던 신하이다. 그는 정조가 총애할 만한 여러 요소를 

갖고 있었다. 우선 그는 국가를 위해 순절하거나 충의를 보인 집안 출신이었

다. 그의 7세조 尹暹은 임진왜란 때 상주성에서 전사했고, 5세조 尹棨는 강

화도에서 순국했으며, 그 동생 尹集은 대명의리를 대표하는 삼학사 중 한 명

이다. 다음으로 그의 부친 윤염은 고위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사도세자 

보호에 전심을 다한 인물이었다. 일찍이 익위사 관원을 지냈고, 1760년 사도

세자 溫幸 時 온양 군수로 극진히 그를 보필한 바 있다. 이러한 가문 출신인

데다가 윤행임 본인이 매우 철저한 대명의리의 소유자였다. 그의 문집에는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인 작품이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감회를 

적다[書感]>는1) 1780년 그가 19세 때 지은 작품인데, 시에서 “후금 오랑캐”라

고 지칭하며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당대 현실을 “중

국의 예악이 사라진”, 문명이 사라진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꿈에서도 복수

를 꿈꾸는 젊은 시절 윤행임의 호기가 잘 드러나 있다. 초기 작품으로 염법

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시의 구성도 치밀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윤행

임이 대명의리에 경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 마디로 윤행임은 가문과 본인의 사상 모두 정조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이상적 인물에 가까웠다. 그는 1782년 21세 때 문과에 합격하고, 1783년에 초

계문신에 선발되었고 정조에게 “碩齋”라는 호를 하사받았다2) 이후 홍문관, 

1) 尹行恁, <書感>, �碩齋稿� 권1, 한국문집총간 287, 6면. 이하 한국문집총간 인

용은 권수와 면만 표시한다. 번역은 다음과 같다. “백년 인생 깊은 원한은 후금 

오랑캐에 있으니 / 호기로운 노랫소리에 옥 술병을 두들긴다. // 우리나라의 남

아로서 어찌 적막함을 견디랴. / 중국의 예악은 이미 사라졌다네. // 넌출넌출 흐

르는 압록강은 어느 때나 다할까 / 어둑어둑한 요계의 숲 그늘에 저녁 해가 외롭

구나. // 꿈에서도 오랑캐 천막을 밟으며 시가 이루어지려하니 / 가을바람에 검 

하나 차고 긴 휘파람을 부노라. //(百年深怨在金胡, 浩氣歌聲擊玉壺, 左海男兒

堪寂莫, 中州禮樂已虗無, 鴨江滚滚何時盡, 薊樹陰陰落日孤, 夢蹴穹廬詩欲就, 

秋風一劒起長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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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등의 관직을 띠고 청요직을 역임하였으며, 정조 말년에는 도승지로

서 정조를 측근에서 모셨다. 정조는 그를 유배 보낼 때에도 유배 길에 나선 

그의 모습을 그려오라고 화원을 보낼 정도였고,3) 먼 곳으로 보낸 적도 없었

다. 지방관으로 보낼 때도 과천, 고양 등지에서 국왕의 거둥을 사전에 준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임하도록 했을 뿐이었다. 정조는 1800년 6월경에 

어찰을 보내 후사를 부탁한 바 있다.4) 박규수는 그의 묘지명에서 정조가 그

를 대우함이 마치 집안의 부자지간 같았다라고 적었으니, 그가 입은 총애를 

짐작할 수 있다.5)

정조 사후 그는 尹可基와 任時發의 옥사에 연루되어 즉각 사사되었다. 그

는 벽파 정권 하에서 배척받아 사사되었으나, 1805년 시파 정권이 들어선 이

후에는 벽파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이유로 신원되지 않았다. 결국 부친 윤염

이 조돈, 조엄, 조정과 사촌지간이었기에 헌종 연간 풍양조씨 세도 정권 하

에서 신원될 수 있었다.6)

윤행임에 대한 연구는 북학파와의 교유에서 촉발된 그의 생애와 학문 경

향을 조명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고7), ｢신호수필｣등 그의 경학 저술을 연

2) 碩齋라는 호는 剝卦 上九爻의 “碩果不食, 君子得輿, 小人剝廬.” 뜻에서 취한 

것이다. 정조가 그가 큰 덕을 가진 군자로서 동지를 얻고 소인의 해를 당하지 않

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호를 내려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윤행임, <題行遣圖屛 和直學李公秉模韻>, �碩齋稿� 권1, 한국문집총간 287, 15

면. 이하 �석재고�를 인용할 때에는 287-15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시의 병서

에 “賤臣罪重罰輕, 薄投善地, 聖上猶加憫念, 命畫師就畫臣行遣之狀以覽之, 下

秘閣, 榮感華耀, 殆曠千載.”라고 되어 있다. 

4) 윤정현, ｢行狀｣, 287-379: “庚申六月, 上違豫, 屢降手札, 至有托以後事之敎.”

5) 박규수, ｢墓誌銘｣, 287-396: “上之待公, 如家人父子. 公感激殊遇, 殫誠自效.”

6) 그가 정조 사후에도 우현좌척의 기조, 서학도에 대한 온건론적 입장, 서얼통청

에 대한 입장 등 정조 생전의 국정 운영의 기조를 고집하자, 선왕의 유지를 내세

워 권력을 농단한다고 배척당했던 것이다. 윤정현이 지은 행장에 “정조께서 일찍

이 여러 신하들을 논하실 때 부군(윤행임)에 이르러서는 “윤아무개는 다만 국가

만 알고 붕당이 없어 외롭도다”라고 하셨다. 부군의 평생 본말이 이 여덟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평한 바 있는데, 윤행임이 정조의 국정 기조를 충실히 수행

하며, 특정 정파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노대환, ｢윤행임의 정치 활

동과 학문 성향｣, �국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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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논문과8), 신유박해의 정치적 배경 등 정조, 순조 연간 정치사 연구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이 있다9).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정조의 죽음을 애

도한 100운 만시에 주목하여 윤행임 한시의 문예적 성취에 주목한 여운필의 

선행 연구가 있다.10) 정조와 당대 문인들이 인정한 그의 문학적 성취에 비해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碩齋別稿� 소재 윤행임 만년 유배 시기 한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11)  

정조는 그의 문학이 “우아하고 고결(雅潔)”하다고 인정한 바 있고12), 김조

7) 윤행임에 대해서는 김윤조, ｢碩齋尹行恁연구 : 생애와 학문 경향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9, 한국한문교육학회, 1995에서 윤행임 연구의 시각과 전망을 제

시하였고, 김은숙, ｢碩齋 尹行恁의 著作과 학문 경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9에서 그것을 구체화하였다. 

8) 남윤덕, ｢尹行恁의 淸代 초기 考證學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국학연구� 23, 

한국국학진흥원, 2013; 남윤덕, ｢尹行恁의 ｢薪湖隨筆 �大學�｣해석을 통해 본 18

세기 학문논쟁의 한 국면｣, �동양한문학연구� 36. 동양한문학회, 2013; 남윤덕, ｢碩

齋 尹行恁의 陸王學 비판에 대한 인식형성 배경과 그 목적｣, �동방학지� 167, 연

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남윤덕, ｢碩齋 尹行恁의 “湖洛論爭”에 대한 입장과 

분별의 논리｣, �한국사상사학� 48, 한국사상사학회, 2014; 남윤덕, ｢正祖代 學術

動向을 통해 본 尹行恁의 ｢薪湖隨筆�中庸�｣解釋의 特徵과 그 의미｣, �대동문

화연구� 8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남윤덕, ｢碩齋 尹行恁의 “義理”

중심 易學觀과 “四書” 활용 양상｣, �韓國漢文學硏究� 61, 한국한문학회, 2016; 이

현진, ｢碩齋 尹行恁의 禮學과 喪禮 인식－�泣血錄�을 중심으로－｣, �한국사상

사학� 34, 한국사상사학회, 2010.

9) 노대환, 앞의 논문. 

10) 여운필, ｢正祖를 弔喪한 百韻挽詞｣,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11) 윤행임 저술의 총괄적 면모에 대해서는 김윤조, 앞의 논문, 252~253면 참조. 11

책으로 된 규장각 소장본 �석재별고�는 10책으로 된 장서각본과는 달리 처음 1

책에 윤행임이 신지도 유배 시절에 지은 시문이 실려 있다. 

12) 정조의 문학론이 잘 드러난 ｢日得錄｣을 보면 農巖 金昌協의 시문을 “우아하

고 고결(雅潔)”하다라고 평하였는데, 윤행임의 시문을 평한 용어와 정확히 일치

한다. 이외에 정조가 우아하다라고 평가한 작가로는 성대중과 황경원이 있다. 특

히 황경원에 대해서는 그의 문장이 “예스럽고 우아하다(古雅)”라고 평하면서 그

의 “｢陪臣考｣가 �사기�와 �한서�의 격식과 법을 얻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근래에 고문이 없었는데 황경원의 ｢배신고｣만이 가장 읽을 만하다”라고 거듭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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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윤행임이 “문학이 뛰어나고 박식한 사람으로는 둘도 없다”라고 그를 극

찬한 바 있다.13) 박규수는 그의 문장을 “문사가 통달하고 이치가 통창하며, 

매우 뛰어나고, 우아하고 고결하다(辭達理暢, 昌明雅潔.)”, “의리를 밝히는 

글이 득의하였다”고 평하였다.14) 실제 그의 문집을 보면 �석재고�에 시가 2

권, �석재별고�(규장각 소장본)에 시가 1권으로 한시의 작품 수가 많은 편은 

아니나, �方是閒輯�이라는 시화집을 남기고 ｢海東外史｣를 편찬하여 일사와 

유사를 기록하였으며, ｢燈夕聯句序｣, ｢太史公文鈔序｣, ｢內苑侍讌詩序｣, ｢龍

虎會聯韻序｣와 같은 글을 남기는 등, 문학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그는 젊은 시절 남공철과 절친했고15), 이곤수, 서형수, 김조순 등과 친하

여 그들과 주고받은 시도 다수 있다.

윤행임에 대한 연구는 정조 시대 국왕이 인정하고 추구했던 문학적 모범

이 무엇이었던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한 사례 연구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본고는 우선 대명의리를 고수한 집안 출신으로 정조의 최측근이

었다는 그의 출신 배경에서부터 그의 한시를 검토하고, 실제 그의 한시 경향

이 어떠한지, 당대와 후세에 인정한 그의 문학적 성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

지를 작품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한 바 있다. ｢배신고｣의 성격과 높이 평가한 작가들의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정

조가 대명의리를 표방한 글을 높이 평가했고, 문체에 대해서도 정통적인 입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正祖, ｢日得錄｣4 文學, 267-207: “農巖之詩, 文雅而潔, 三

淵之詩文, 淸而枯.”

13) 金祖淳, <碩齋尹待敎聖甫 -行恁 -昨辱詩章 述我先世事 勉詡備至 非淟劣所

敢當 賦此酬之>, �楓皐集� 권1, 289-12: “성스러운 임금께서 문학을 장려하시어 

재주 있는 선비를 모았는데 / 문학이 뛰어나고 학문이 박식한 사람으로는 지금 

둘도 없다네. //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일찍 명성을 이룬 것을 부러워하지만, / 나

는 오직 군이 忠義를 전한 것을 자랑한다네.(聖朝右文彙閨彥, 宏詞博學今無二, 

世人共羨聲名早, 我獨詡君傳忠義.)”

14) 朴珪壽, ｢吏曹判書贈領議政尹公行恁墓誌銘｣, �瓛齋集� 권5, 312-389: “其爲文

章, 辭達理暢, 昌明雅潔, 凡遇義理文字, 尤多得意, 正廟每以此詡之.”

15) 尹行恁, <懷南元平>, 287-16: “昧於涉世誰憐我, 托以知心獨許君.”



222  韓國漢詩硏究 24

2. 正祖治世의 詩的재현

윤행임은 승정원, 홍문관, 규장각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정조를 측

근에서 시종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 박학 취향을 지녔으나 정조의 교화를 받

아 성리학에 전심하는 모습을 보였다.16) 그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 여럿 있겠

으나, 제일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바로 정조였다. �석재고�에 수록된 상당수

의 작품이 정조와 관련이 있거나 정조의 시에 화답하는 賡載詩이다. 따라서 

그의 시를 논함에 있어서 근신으로서 정조의 치세를 시로써 구현한다는 측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783년 규장각 각신으로서 정조를 모시면서 

같은 각료였던 이곤수, 이조승 등과 함께 지은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형세를 믿고 서 있지 아니하고

임금님 궁궐의 벽에 있구나. 

백성의 힘으로 기초를 쌓고

신묘한 도끼로 깎아서 언덕을 이루었네. 

은택이 근본을 단단하게 하니

민가에는 술이 있다네. 

백성을 편안하게 한 이후에야 편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九州가 흔들린다네.

천하에 진실로 두려워할 것이 많으니

이 바위가 어찌 위태롭겠는가?

그림으로 그린 것이 진실로 우연이 아니니

萬化가 영대로부터 시작한다네.

바위야 너는 얼마나 다행인가

인왕산 모퉁이에 우뚝 솟아 있을 수 있는 것이

16) 훗날 정조는 그에게 주자서 관련 서적을 종합 정리하여 성리일통서(性理一統

書)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신지도 유배 시절 불과 몇 달 만에 �신호수필(薪湖隨

筆)�이라는 경학 연구서를 완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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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恃形而立,  君王殿壁來.  民力築爲基,  神斧斲成堆. 

雨露固根柢,  閭閻有酒杯.  置諸安後安,  否則撼九垓. 

天下固多畏,  玆石其危哉.  畵圖亮非偶,  萬化肇靈臺.

巖乎爾何幸,  獲峙仁山隈.

윤행임, <夜對觀物軒. 恭覩壁上畫大巖石, 書之以民巖, 甚盛德也. 退與僚

友李內翰順汝 祖承，李星瑞 崑秀 共賦>(287-8)

1783년 어느 날, 그가 이곤수, 이조승 등과 함께 관물헌에서 정조를 뵈었

다. 이곳은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머물며 강학하던 곳으로 “觀物察理”의 뜻

을 담은 장소였다. 관물헌 벽에는 바위 그림이 있었는데, 화제가 “民巖”이었

다. 윤행임은 이에 착안하여 위 시를 지었다. 민암은 �서경�, ｢召誥｣편 구절

에서 유래한 것이다. 정조는 “왕은 감히 뒤늦게 하지 마시고 백성들의 험난

한 상황을 돌아보고 두려워하소서.(王不敢後 用顧畏于民碞)”라는 구절처럼 

백성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겠다는 의지를 표하기 위해서 평소 강

학처에 바위 그림을 걸어 놓고 그것을 ‘민암’이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윤행임은 정조의 이와 같은 仁政의 포부를 위 시로 구현하였다. 시의 내

용을 검토해 보면, 4구-4구-4구-2구의 4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

단락은 관물헌과 그 벽에 걸린 바위를 읊었다. 破題에 해당하며 전반 2구는 

바위를, 후반 2구는 관물헌을 읊었다. 백성의 힘으로 기초를 쌓았다든지, 禹

임금 고사에 나오는 “신묘한 도끼(神斧)”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聖君으로

서 정조의 모습을 부각하였다.

제2단락은 정조의 善政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읊었다. 전반 2구는 백성의 

윤택한 상황이다. “雨露”는 임금의 은택을, “根柢”는 �노자�의 “深根固柢” 구

절을 변형한 표현으로, 국가의 근본인 백성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임금의 은혜가 백성의 생계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때문에 먹고 살 양

식이 넉넉함은 물론이고, 여유 곡식이 남아 술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다. 후반 

2구는 정조의 통치 자세이다. 백성이 풍요로울 수 있었던 데에는 정조가 范

仲淹이 ｢岳陽樓記｣에서 언급한 “先憂後樂”의 정신으로 통치에 임했기 때문

이라는 것을 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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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락은 바위그림이라는 시제로 돌아와 이것을 정조의 인정과 연결시

켰다. 전반 2구의 반어적 질문은 앞서 인용한 �서경� 구절과 겹쳐 읽힌다.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바위가 아니라 백성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 후반 2구는 정조가 바위그림을 통해 인정의 의지를 

표한 것을 칭송하고, 통치의 근간이 국왕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말하였다. 

제4단락은 중의적 표현과 영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였다. 仁山은 궁궐에

서 바라보이는 인왕산 자락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성군 정조의 비유적 표현

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윤행임은 정조의 치세를 시로써 태평성대

로 형상화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시로써 정조의 치세를 칭송할 수 있었던 것은 정조의 근신으로서 거

의 정조 곁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정조가 군신 수창을 통해 신

하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근왕 세력으로 육성하는 현장에 일찍부터 윤행임도 

참석하였다. 다음은 1788년 열린 賞花釣魚 모임에서 윤행임이 지은 <상화조

어일에 어제시에 이어 짓다(賞花釣魚日賡韻)>라는 시이다. 

시종신의 옷소매가 가벼운 꽃을 희롱하니

꽃향기 풍기는 것이 술보다 진하구나. 

내 마음 아는지 물고기는 자주 낚싯대에 잡혀 오르니

방생하는 못가 달빛은 노을빛이로다. 

侍臣衣袖弄輕花.  花氣成醺較酒多.

會意潛鱗頻上釣.  放生池畔月如霞.

윤행임, <賞花釣魚日賡韻>, (287-14).

상화조어 모임은 정조가 송나라 仁宗의 고사를 본받아 이를 재현한 것이

다. 송 인종은 송 眞宗의 어제를 천장각에 모시고, 학사들과 함께 후원에서 

꽃구경하고 낚시하며 즐기는 연회를 연 바 있다. 정조도 이를 따라 1788년 9

명의 규장각 각신들과 함께 연회를 열었다. 이것은 정조가 측근 신하들과 문

학을 통해 소통하는 기준점이 된 모임으로 이후 모임의 규모를 확대하며, 매

년 열리는 상례적인 모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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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태액지에서 꽃구경하고 낚시하다(太液池, 看花垂釣)>라는 시에

서17) 봄날 만개한 꽃을 천지의 화육하는 원기 덕분이라고 하였고, 그 가운데

서 근신들이 밤늦게까지 낚시하는 흥겨운 모습을 읊었다. 위 시의 기구와 승

구에서는 근신으로서 연회에 참가하여 꽃구경 하고 술을 즐기는 모습이고, 

전구와 결구는 낚시하며 밤까지 연회가 계속되는 모습을 읊었다. 전반 2구

에서 군신 간의 흥겨운 연회를 통한 상하의 의사소통을 형상화했고, 후반 2

구에서는 물고기마저도 낚싯대에 오른다는 표현처럼, 정조의 덕화가 세상 

만물에게까지 미치는 상황을 형상화했다.  

이와 같이 정조의 치세를 문학적으로 잘 구현한 윤행임의 대표적인 작품

으로는 <洗心臺賡韻>, <華城將臺親閱城操時賡韵>, <洗心臺賡韵-癸丑>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1793년에 지은 <세심대갱운－계축> 시를 인용한다. 

그윽한 도성 북쪽 자락

삼청동의 경계는 조용하구나.

늦봄에 임금님 의장을 배행하여 

봄날에 이름난 정원에 있구나.

땅이 태평성대와 만났으니

산은 마땅히 움츠린 곳도 높구나.

꽃을 꽂은 어진 선비들이 많은데

임금님 은혜는 거리의 술동이에 넘실거리네. 

窈窕北城麓,  三淸境不喧.

晩春陪御仗,  遲日在名園.

地與明時遇,  山當竦處尊.

簪花多吉士,  恩露漾衢樽.

윤행임, <洗心臺賡韵-癸丑>, (287-26).

세심대는 인왕산 자락에 있는데 영빈 이씨의 사당인 선희궁 북쪽에 있었

17) 正祖, <太液池 看花垂釣>, �弘齋全書� 권6, 262-81: “液池西畔萬重花, 釀得氤

氳元氣多, 直到月昇方捲釣, 近臣隨意醉紅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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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도세자의 처음 세워진 사당이 세심대 근처였기 때문에 정조가 신하들

과 여러 차례 이곳에 들러 시를 수창하였다. �한경지략�에 “세심대는 인왕산 

아래에 있으며 육상궁 뒤의 石壁에 세심대라고 글자를 새겼는데, 꽃나무가 

많아서 봄철에는 구경하기에 적당하다”라고 하였다. 수련은 세심대의 지리

적 환경을 이야기하며 파제한 부분이고, 함련은 임금을 호종하고 세심대에 

나온 상황과 봄날이라는 시점을 이야기하였다. 경련에서는 지세를 논하는 

것을 통해 정조의 치세가 태평성대임을 말하였고, 미련에서는 경련을 이어

받아 인간 세상의 태평 기상을 노래하였다. 

이처럼 국왕의 치세를 태평성대로 분식하는 것은 고위 관료들의 시에서 

보통 찾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다만 윤행임은 국왕을 지근에서 모시면서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구체적으로 시에 담으면서 이것을 칭송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18) 그런데 윤행임이 다른 관각 문인과 차별되는 점은 아래 인

용할 작품처럼 정조의 은미한 심정을 짐작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軍陣은 손바닥 뒤집듯 움직이고

우뚝하게 팔달문이 눈앞에 서 있네. 

들판과 고을은 법대로 구획되어 있으니

천지를 경영할 재주시라네. 

성상의 마음이 어느 날에 펴지실까.

어가가 매년 배회하신다네. 

누구에게 풍년을 내려주셨는지

집집마다 국화술을 띄우네. 

排鋪掌上運,  突兀眼前來.

畫野分州法,  經天緯地才.

聖心何日弛,  仙蹕每年迴.

豊樂知誰賜,  家家泛菊醅.

18) 이러한 점은 그가 남긴 �석재일록(碩齋日錄)�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일록 역

시 정치적인 사건을 기록한 일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군신 간 연회를 

열고 수창한 시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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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팔달문루 시 운에 차운한 것이다. 

右八達門樓韻

윤행임, <上謁章陵 仍詣顯隆園展拜 沿路皆有御製 遂敢賡和 庸寓微悃> (287- 

35)

본디 채제공이 화성 성역을 총괄하면서 올린 <登八達門樓>19)라는 시가 

있다. 정조는 채제공의 이 시에 화답하였는데, 윤행임이 다시 정조의 시에 

화답하여 위 시를 지었다. 윤행임은 채제공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정조에 

대한 충심으로 정조의 어제시에 화답한 것처럼 시를 편차하였다. 채제공은 

화성 팔달문의 우뚝한 형세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

는 모습으로 시를 지었다. 정조는 화성의 중요성, 자신의 경륜, 팔달문과 성

곽의 위용, 그리고 연회의 모습을 시로 읊었다.20)

윤행임의 위 시는 수련에서는 정조가 군사훈련을 하면서 화성 팔달문에 

이르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표현했고, 함련에서는 새로 만든 도시 화성의 구

획에 대해 언급하며, 정조의 경세 능력을 칭송하였다. 경련이 바로 은미하게 

정조의 뜻을 부연해 보인 구절인데, “성상의 마음이 어느 날에 펴질까”, “어

가가 배회한다”라는 표현에서 영조의 임오의리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의문을 품은 신하들을 설득하며, 사도세자를 숭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정조 본인의 미묘한 입장을 절묘하게 그려내었다.

정조가 화성 현륭원에 참배 전에 元宗(인조의 생부 定遠君, 훗날 원종으

로 추존됨)의 능인 장릉을 참배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조의 시

에서는 사도세자 숭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국왕으로서 정치적 입장

이 이를 명시적으로 밝힐 수 없었던 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정조는 다만 

도중의 견문, 화성의 위용, 치세의 포부를 시에 밝힐 뿐이었다. 근신 윤행임

19) 채제공, <登八達門樓>, �樊巖集� 권1, 235-55: “樓似空中出, 人從日下來, 方知

宇宙勢, 深見鬼神才, 瑞旭村容爛, 香雲野色廻, 親知好相訪, 佳節詫新醅.”

20) 정조, <和左議政蔡濟恭華城詩韻>, �弘齋全書� 권7, 262-112: “三都推第一, 八

達務懷來, 蹔試經綸手, 旋求鎖鑰才, 樓依天宇迥, 城抱野門廻, 料理自深淺, 官

樽聽醱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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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정조의 말하지 않은 가운데 드러나는 은미한 뜻을, 그 역시 은미

하지만 분명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시적 표현으로 부연하였던 것이다. 

윤행임은 정조를 지근에서 모시면서 국왕의 통치 방향을 이해하고 정조 

치세를 시로 형상화했다. 관물헌 “民巖”이라는 글귀에 담긴 정조의 선정에 

대한 의지, 군신 수창에서 보이는 상하의 소통, 화성 성역 등을 시로 담아냈

다. 그는 정조 치세를 시로서 재현하면서 태평시대로서 정조 시대를 분식하

면서도, 측근에서 파악했던 정조의 의중을 미묘하게 시로 그려냈다. 

3. 華夷論에 기반 한 실증적 역사관의 표현21)

�석재고�를 검토해 보면 윤행임이 금석과 역사에 관해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역사 연구는 문헌 연구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답

사하고, 비석을 탁본하는 등 실증적인 연구 방법이 뒷받침되었다. 그리고 영

사시를 읊을 때 이러한 관심이 시에 반영되었다. 

그는 기자의 圭가 강릉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徐晶修에

게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 肅愼의 石砮가 발견되자 기문을 남기기도 하였

고22), 삼국이 정립되기 이전 고대국가 馬韓의 兒林國 유적을 답사하고 이를 

기문으로 남기기도 하였다.23)

또한 그는 고대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東三攷�를 편찬한 바 있다. 이 

책이 현전하지 않아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東三攷序｣로 확인

할 수 있는 책의 편차는 <新羅國志>, <高句麗國志>, <百濟國志>, <扶餘國志>, 

<駕洛國志>, <三國封典攷>, <三國藝文攷>, <三國宮闕攷>, <年號攷>, <三國

陵寢攷>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서와 중국의 역사서를 두루 열람하여 관련 기

사를 모아 편찬하였다.  

21) 윤행임의 역사류 저작에 나타난 의식을 선행 연구에서는 “소중화의식”이라고 

파악한 바 있다.(김은숙, 앞의 글, 41면)

22) 尹行恁, ｢肅愼氏石砮記｣, �碩齋稿� 권12, 287-207. 

23) 尹行恁, ｢象王陵記｣, �碩齋稿� 권12, 2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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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德懋가 積城(현 파주시) 현감으로 부임했을 1784년 즈음 윤행임은 적성 

감악산 산신당 옆에 古碑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비석의 탁본을 부탁하

였다.

懋官은 옛 것을 좋아하여 어둑히 묵혀 있던 것을 찾아내어 세상에 드러

내기를 잘 하니, 내가 매번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소. 지금 七重城(적성)을 

맡고 있는데, 이 성은 고대의 전쟁터였다오. 李世勣이 고구려를 정벌하였을 

때 이곳에 주둔하였소. 감악산 산신당 옆에 비석이 서있다고 하는데, 글자

가 마멸되어 읽을 수 없다오. 세속에서는 薛仁貴紀功碑라고 전합디다. (중

략) 당신이 물로 씻고 이끼를 제거한 뒤 만약 글자 획을 본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1,2본을 탑본하여 나에게 보내주오.24)

윤행임은 특히 선조의 묘가 있는 부여 지역 백제 유적에 대해서 상세한 

기문을 남기고 있는데, ｢蘓定方平百濟碑記｣, ｢百濟石室記｣등의 글이 그 예

이다. 

(전략) 또한 신라가 당나라를 정성스럽게 섬겼기에 당나라도 백제에 군대

를 보낼 것을 허락한 것이지만, 백제가 멸망함에 미쳐서는 김유신에 힘입은 

것이 또한 크다.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한반도를 취하려 도모했으니, 

저 신라가 어찌 잘못되었겠는가? 대장군(필자주: 소정방)께서 사방 夷狄을 

깨우친 의로움이라는 것이 도리어 어떠한가? 비석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와 같다.25)

24) 尹行恁, ｢與李懋官｣, �碩齋稿� 권7, 287-121: “懋官嗜古, 能摘發幽黯, 以章於

世, 余每奇之, 今監七重城, 城古戰墟也, 李世勣甞伐高句麗, 住兵于此云, 紺嶽

神廟, 有碑立其側, 字泐不可讀, 俗傳薛仁貴紀功碑. (중략) 懋官試拭之以水, 剔

其蘚苔, 如有點畫之可以模索者, 須搨出一二本以遺我. (중략)”

25) 윤행임, ｢蘓定方平百濟碑記｣, �碩齋稿� 권12, 287-210: “且新羅虔事唐, 唐亦許

以兵加百濟, 及其滅, 藉金庾信且多矣. 不旋踵而反謀之, 彼新羅何曲焉. 大將軍

風示四夷之義 顧何如哉 碑亦不可信有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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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 생략된 앞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행임은 平百濟碑에 대

해 본인이 판독한 비문을 일부 소개하였다. 그러고 나서 비석에는 소정방 등 

당나라 장수의 공만 기록되어 있고, 신라 김유신의 공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았기에, 김유신 관련 기록을 보충 서술하였다. 인용문에서는 백제 멸망에

서 김유신과 신라의 공을 확인하고, 당나라가 백제 멸망 후 신라까지 도모한 

것을 비판하였다.  

이처럼 윤행임이 우리나라의 금석과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고, 금석문, 역

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고대사를 이해했다. 그의 이러

한 학문적 관심은 당시 유행하던 박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

으나, 그의 역사관은 화이론에 근거하는 시대적 한계가 있다. 온조가 처음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 도읍했던 위례성에 대해 읊은 시를 인용한다. 

온조의 옛 수도인 위례성은 직산현 동쪽 20리에 있는데, 아직도 성의 해

자가 남아 있다. 온조가 나라를 세운 것은 바로 한나라 鴻嘉 3년(기원전 18

년)인데, 옛 유적을 상상하면 어제같이 완연하다. 다만 성 안이 좁아서 나라

를 다스릴 만한 장소는 아니었다. 종묘와 백관을 둘 곳이 없으니, 변방 이적

의 간솔함을 또한 유추할 수 있다. 우물담이나 비석 받침 등은 지금의 제도

와 대략 비슷하다.26)

내가 듣건대 백제가 처음 세워질 적에

대개 현인이 세웠다고 하네. 

창졸간에 淹淲水를 건널 때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가 되었다네. 

한강 남쪽에서 왕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름난 산들이 감싸고 있었다네. 

창과 갑옷으로 무예를 다투니

26) “溫祚故都慰禮城, 在稷山縣東二十里, 尙有城池. 溫祚之興, 卽漢鴻嘉三年, 

想像舊蹟, 宛如隔晨. 但城中隘窄, 非出治之所. 宗廟百官, 無以位置, 荒夷簡卛, 

亦可類推. 井甃碑趺. 與今制略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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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출하게 穢貊 가운데서 우뚝했다네.

강가에 바위는 완악하게 서 있는데

쓸쓸하게 봄 꽃이 진다네. 

지나가던 나그네 한 번 배회하니

황량한 성은 예나 다름없다네. 

我聞百濟初, 盖有賢人作. 蒼皇淹淲水, 魚龞爲橋勺. 

漢南肇王跡, 名山多包絡. 戈甲競維武, 桀然䧺穢貊. 

江上石立頑, 寂寞春花落. 過客一徘徊, 荒城自今昔. 

윤행임, <慰禮城>, (287-15).

이 시는 5언 12구로 이루어진, 측성자로 압운한 고시이다. 4구-4구-4구 3단

락으로 구성되었다. 시인은 백제의 건국, 번영, 멸망이라는 3단 구조로 시를 

구성하였다. 현인이 건국함에 신이한 행적이 있었지만, 인과 의가 아닌 무력

으로 융성하였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고, 시인이 망국의 비감을 느낀다는 

역사 인식을 표한 작품이다. 첫 4구는 백제의 건국 신화, 다음 4구는 삼한에 

우뚝 선 백제의 용맹함, 마지막 4구는 백제의 멸망을 시로 읊었다. 그런데 

이 시의 幷序를 보면, 위례성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백제 유적에 대한 감흥

의 완연함 외에도 “변방 이적의 간솔함을 또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구절처

럼, 화이론에 입각한 역사관을 표하고 있다. 비록 비판적인 문맥이지만, ｢소

정방평백제비기｣에서도 “대장군께서 사방 이적을 깨우친 의로움”이라는 표

현을 사용한 바 있다. 

고대사뿐만 아니라 ｢해동외사｣등 고려와 조선의 역사에 대한 윤행임의 

인식도 위와 유사하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주희의 �자치통감강목�이 사관

의 기준이 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언

제나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글로써 기록하려 하였다. 중

국의 역사서와 고사가 자주 언급되는 것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화이적 세

계관이지만, 당대로서는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는 준거로서 작용했던 

것이다. 윤행임은 신지도 유배 중에도 신지도와 주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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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는 신지도에서 십 리 거리인데, 당나라 때 청해진이 바로 이곳이며, 

정연과 장보고가 머물던 곳이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첨사진이 되었다. 

당나라의 청해진이 우리나라의 첨사진이 되었는데

쭉쭉 뻗은 대나무, 우뚝한 소나무가 바닷물에 어른거리네. 

수군 첨사에게 묻노니

그곳 사람들은 혹시 鄭年을 기억하고 있는지?

島距薪湖十里, 唐之淸海卽此地, 而鄭年張保皐所住也. 今爲本國僉使鎭.

唐家淸海海東鎭, 脩竹喬松相暎湖. 寄語水軍僉節制, 居人倘識鄭年無.

윤행임, <望莞島>, �석재별고� 권1

장보고와 정연은 통일신라시대 인물로, �唐書� 등 중국 사서에 기록된 인

물이다. 윤행임이 완도를 바라보면서 풍경이나 감회를 읊지 않고, 굳이 이들

을 언급한 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배객의 감회가 느껴진다. 일

대의 영웅적 인물이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고 흔적도 부질없이 잊힌 것을 떠

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인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윤행임

은 임진왜란 때 유적지를 찾아가 시를 남겼다. 그 중 한 편을 인용한다.27)  

요란한 천둥 치는 것처럼 성난 파도가 치는데,

백전 용사의 영혼이 鄧子龍 장군을 묻는다네.

누가 알리요, 춘추대의가 바닷가에까지 보존되어 있어

어부들이 오히려 스스로 명나라 신종의 이야기를 할 줄을. 

轟雷奮處怒濤舂,  百戰餘魂問子龍.

誰識春秋存海上,  漁人猶自說神宗.

윤행임, <馬島前洋泛舟(其二)>, �석재별고� 권1.

마도는 현재 강진군 마량면 일대인데, 임진왜란 당시 노량대첩의 전적지

27) 윤행임, <馬島前洋泛舟>, �碩齋別錄� 권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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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수군 장수 등자룡이 전사한 곳이다. 지리상으로 

보면, 윤행임은 남해 쪽 큰 바다가 아니라, 내륙 쪽 즉 신지도와 마량면 사이 

여울목에 배를 띄웠다. 여울의 물살이 세차게 치는 것을 임진왜란 때 수장된 

군사들의 영혼이 등자룡 장군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다. 제2구의 병

사들의 원혼이 장군을 찾는 것이 원인이 되어 제1구처럼 성난 파도가 몰아

치는 것인데, 시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도치시키는 구성법을 썼다. 그리고 실

제로는 그가 찾아간 것이고, 어부에게 등자룡의 유적이 어디인지 물어본 것

인데,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낸 명 신종의 고사를 어부들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대명의리를 시에 형상화하려고 했다.

윤행임의 영사시에 나타난 화이론적 세계관은 분명히 시대적인 한계가 있

다. 그러나 그는 금석과 역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실제 답사하고, 탁

본을 수집하고, 그리고 이를 시문으로 남겼다. 인생의 말년 유배지에서도 굳

이 역사 유적지를 찾아 우리 역사를 시로 남기고, 역사서에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려고 한 노력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4. 興味에 입각한 風俗의 포착

현재 �석재고�에 남아 있는 윤행임 한시의 주된 경향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윤행임은 정조의 영향을 받아 순정한 문풍을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도 당대 유행하던 명말 청초의 문풍에 전연 상관이 없는 것

은 아니었다. 비록 정조 사후 정치적 입장이 달라졌지만, 윤행임은 젊은 시

절 남공철, 김조순 등과 깊은 교유를 가졌고, 몇몇 작품을 보면 명말청초에 

유행했던 문학경향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28)

28) 그 중 하나가 “방시한재(方是閒齋)”라는 그의 호이다. 이 호는 “인생에서 풍족

하기를 기다린다면 어느 때나 풍족할 것인가, 늙기 전에 한가로움을 얻는 것이 

바로 한가로움이라네.(人生待足何時足, 未老得閒方是閒.)”라는 구절에서 그 뜻

을 취한 것이다. 이 구절은 宋趙善璙가 편찬한 �自警編�에 나오는 구절이다. �類

說�, �古今事文類聚� 등 송대 편찬된 유서류에 상구는 유사하고 하구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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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명말청초의 문학 경향을 이야기한 것은 윤행임이 지방관으로 부임

하거나, 유배를 당했을 때 지었던 지역의 풍속과 민생을 읊은 시의 경향에 

대해서 논하기 위함이다. 보통 “기속시”라고 분류되는 시들은 觀風察俗의 의

식 하에 愛民과 經世意識을 드러내지만, 윤행임이 풍속을 읊은 시에는 이러

한 의식이 약하다. 대신에 장면 묘사가 극대화되고, 대화 장면을 시에 수용

하기도 한다. 1788년 성환 유배 시 창작한 <花童 세우기(花立)>라는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농민들은 잠방이에 맨다리로 부들 삿갓을 쓰고 해가 뜨면 밭에 김매

러 갔다가 저녁이면 파한다. 힘 센 장사를 골라 농민 무리 사이에 세우는데, 

한 사람이 발로 장사의 어깨를 버팅기고 서서 손을 놓고 꼿꼿이 서면, 또 한 

사람이 장사의 어깨를 버팅기고 있는 사람의 어깨를 발로 버팅기고 서서 또 

손을 놓고 꼿꼿이 서서 삼층을 만든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에워싸고 손

을 잡고 발을 구르고 노래 부르며 행렬이 농가에 이르는데, 그것을 일러 화

동 세우기(花立)라고 한다. 이층의 사람은 삼층의 사람을 손으로 끼고서 왼

쪽 어깨로부터 오른쪽 겨드랑이로, 오른쪽 어깨로부터 왼쪽 겨드랑이로 해

서 그 등으로 나와 어깨에 서니 마치 소란스런 원숭이 같고 새를 길들이는 

것 같고 이를 문지르는 것 같고, 환약을 비비는 것 같고, 진흙 경단 만드는 

것 같이 하고 차례대로 내려온다. 

② 한 사람이 부채를 치면서 게송을 주창한다. 여러 사람들은 삼으로 짠 

모자를 쓰고, 나란한 모양으로 선다. 게를 한 번 하면 문득 모두 똑같은 소

리로 절을 하며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응답한다. 몸을 굽혀 나아갔다 물러

가고 웅크렸다가 발을 구른다. 이와 같이 하기를 3~4회 하고 나서 ③ 게를 

외던 자가 앞길을 인도하고 나가면, 여러 사람들이 이에 물고기 비늘처럼 

꿇어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높이 든다. 게를 외던 자가 몸을 돌려 

앞 발자국에 뒷 발자국을 대고 오리처럼 간다. 게를 외면 꿇어앉은 사람들

구절이 수록되어 있다. 명말에 유행한 청언소품집 �醉古堂劍掃�에도 �자경편�

과 동일한 구절이 전록되어 있는데, 윤행임이 어떤 책에서 이 구절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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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기대어 응답한다. 한 사람이 꿇어앉은 사람의 등에 올라타서 막 등

을 지나가면 꿇어앉은 사람이 문득 앞에 꿇어앉은 사람한테 달려간다. 모두

가 이와 같이 하는데, 이것을 일러 기와밟기(瓦踏)라고 한다. 농가에서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7월 7일에 이르기까지 술과 음식을 마련해 그들을 

대접하는데, 호미씻이 모임(洗鋤會)이라고 한다.29)  

봄 물은 보에 가득하고 모는 바늘과 같은데

호미 메던 사람들 다투어 화동을 세우네. 

화동 높이가 세 길이나 되는데, 화동은 힘들어하지 않고

황혼에 시내 너머 농가로 들어가네. 

늙은이는 지팡이 짚고 사립문에 앉아 있고

노파는 홰나무 아래에서 웃으며 맞이하네. 

며느리를 돌아보며 베틀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보리술을 술통에 넘치도록 쏟아 붓네. 

“가운데 화동은 윗 화동보다 나으니 

술 돌릴 때 마땅히 한 병을 더 주려무나.”

윗 화동은 쓸쓸하게 노파에게

“근력이 지난해 보다 못하오,

작년 화동은 누가 제일이었나 하면, 

아낙이 계속 술을 따르며 나를 인정했었지요.”

29) “農民短褌赤脚, 戴蒻笠, 日出田耘苗夕罷. 擇壯者立衆中, 一人以足拄壯者肩, 

放手而軒立, 又一人以足拄於拄壯者肩者之肩, 又放手而軒立, 爲三層. 衆人擁

之, 聯袂蹋歌而行至農家, 謂之花立. 二層人手挾三層人, 從左肩由右掖, 從右肩

由左掖, 出其背而立于肩, 如擾猿如馴鳥如摩蝨如擦丸如團泥, 因級而下. 一人

擊扇唱偈, 衆人衫其首作此比狀, 偈一聲, 輒齊聲拜應曰南無阿彌陁佛, 傴僂進

退, 蹲蹲踏踏, 如是者三四回, 偈者前導而出, 衆人乃鱗跽, 頭低尻高, 偈者回身, 

以前武置後武, 鳧行而唱偈, 跽者據地應, 一人乘跽者背, 纔歷背, 跽者便趍以前

跽, 周以復始, 謂之曰瓦踏. 農家記其功, 至七月七日, 作酒食以饗之, 曰洗鋤會.”

(이 작품은 김은숙, 앞의 글, 52~53면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번역은 필자가 수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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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구나. 내 모습은 이미 너한테 미치지 못하다만, 

다만 가운데 화동이 너보다는 낫겠구나. 

春水盈洑苗如針, 荷鋤之子爭花立. 花立三丈花不病, 黃昏隔溪農家入.

老翁扶杖坐柴門, 老嫗笑迎槐樹下. 顧語少婦機中出, 麥酒幾餘木槽瀉.

中男花立勝上男, 酒巡宜加一壺子. 上男踽踽向老嫗, 筋力不如去年似.

去年花立誰第一, 阿孃疊酌以許我. 不知吾形已不逮, 但云中男於汝過.

윤행임, <花立>, (287-15).

이 시는 병서(竝序)에서 농민들의 민속놀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

다. 호미씻이 모임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은 몇몇 문인들이 남겼으나, 윤행임

의 기록이 매우 상세하다. ①에서 화립이라고 하는 놀이는 현재에는 안성 지

역에 무동놀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 현재의 서커스 기예처럼 세 명의 사

람이 인간 탑을 쌓고 그 위에서 기예를 보여주는 놀이이다. ②는 현재의 강

강술래와 유사한 놀이를 지칭한다. ③기와 밟기는 현재 의성, 진도 지역 강

강술래 놀이 중 일부분으로 전한다. 안동지역의 놋다리밟기도 이와 유사하

다. 다만 현재 이들 놀이는 옆에서 부축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윤행임의 증

언에 따르면 혼자서 엎드린 사람들 위를 오리걸음으로 밟고 지나간다는 차

이를 보인다. 

이처럼 병서에서 농민의 민속놀이의 구체적인 방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시 작품에서는 화립 일대가 마을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농민 군상의 모습

을 하나의 장면으로 포착하였다. 시는 4구-6구-4구-2구의 4단락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제1단락은 화립 일대가 화립 놀이를 하며 마을로 들어가

는 장면, 제2단락은 마을 사람들이 술상을 차려 화립 일대를 맞이하는 장면, 

제3단락은 화립의 제3층 제일 꼭대기에 있던 화동이 노파에게 수작부리는 

장면, 제4단락은 시인이 개입하며 평가하는 장면이다. 특히 제3단락은 3층 

화동이 노파에게 말을 거는 대화 장면이 주목할 만하다. 마을 사람들이 2층

과 1층의 화동에게만 술을 더 주자 내심 마음이 상한 듯한 3층 화동이 “작년

에는 내가 제일 힘 센 화립으로 다투어 아낙들의 술잔을 받았는데, 올 해는 

힘이 예전 같지 않다오”라고 말을 거는 장면이다. 술을 많이 먹고 싶은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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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낙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단락은 수련의 “다

투어 화동을 세운다”는 구절과 호응하면서 화동 세우기 놀이가 농민들 사이

에서 주된 관심사요, 흥겨운 축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대해 제4단락에서는 시인이 개입하면서, “내가 당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보다는 가운데 받치고 있던 남자가 더 힘이 세어 보이던데”라고 독백하

는 모습으로 시를 맺고 있다. 

이와 같이 시에서 대화와 독백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시인은 민속 놀이

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바를 독자에게 전달하였다. 윤행임이 <화동 세

우기>를 통해서 현장감을 고취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민속 놀이 현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놀이의 흥겨운 장면을 극대화하여 포착하였던 데 있다. 

다음에 인용하는 신지도의 풍속을 읊은 시 <초삼일 새벽날>30)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매월 초삼일 새벽에

집집마다 문을 깊이 걸어닫고

산초나무 꽃으로 경단을 만들고 

보릿가루로 떡을 만드네. 

솔불 켜고 土主에게 제사지내니

土主는 대개 영험함이 있어서라네. 

② 남편은 질병 없이

흰머리로 장수를 누리기를

부인은 암탉처럼

해마다 기쁘게 아들 낳기를

저녁 물에 고기가 낚싯대에 잡혀 오르기를

가을구름처럼 벼가 마을에 가득하기를

관청에서 세금 적게 거두어

닭과 개가 뜨락에서 노닐기를 빈다네. 

30) 윤행임, <初三曉>, �碩齋別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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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每月初三曉, 家家戶深扃. 椒花以爲糈, 麥屑以爲餠. 

松燈祭土主, 土主蓋有靈. ② 家翁無疾恙, 黃髮享高齡. 

少婦如伏雌, 年年喜添丁. 夕水魚登釣, 秋雲禾滿町. 

官家少徵索, 鷄犬遊前庭. 

윤행임, <初三曉>, �석재별고� 권1.

이 시는 크게 ① 전반부의 제사 준비 과정과 ② 후반부 제사에서 백성들

이 기원하는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 ①에서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섬

에서 매월 초삼일 새벽에 성주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구체적인 제수 품

목과 제사 장면을 자세하게 시에 담았다. 산초 가루를 섞어 경단을 만들고, 

보릿가루로 떡을 만드는 것이 여러 제수 가운데 시인이 주의를 끌었기에, 시

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②에서는 제사에서 백성이 기원하는 목소리를 그

대로 시에 옮기면서 제사의 장면을 시적으로 포착한 것이다. 남편의 건강과 

장수, 아내의 득남, 만선의 어획량, 관가의 세금 독촉 면제 등 당대 백성의 

소박한 소망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  

이처럼 하나의 장면을 극대화하고 집중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명청 소품문

의 양상 중 하나인데,31) 윤행임은 소품의 기법을 시적 기법에 적용하여, 독

자로 하여금 시를 읽고 나면,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

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윤행임이 풍속을 기록한 시는 크게 보면 기속시의 범주에 속한다. 보다 

정확하게는 일상과 풍속을 흥미의 차원에서 소재로 택하고, 그것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적 표현 방법을 구현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의 다른 

기속시, 예를 들어 <松京途中>, <島中雜詠>32) 등에서도 경세의식 보다는 풍

속의 구현에 중점을 둔 것도 동일한 이유일 것이다. 

31) 한종진, ｢명말청초 소품문에 나타난 글쓰기의 양상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0, 127면.

32) 윤행임, <島中雜詠> �碩齋別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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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논문은 윤행임에 대한 정조의 신임과 문학에 대한 높은 평가를 고려할 

때,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정조가 모범으로 생각한 문학의 한 유형을 보

여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정조를 지근에서 모시면서 국왕

의 통치 방향을 이해하고 정조 치세를 시로 형상화했다. 관물헌 ‘民巖’이라

는 글귀에 담긴 정조의 선정에 대한 의지, 군신 수창에서 보이는 상하 소통, 

태평시대의 모습, 화성 성역 등을 시로 담아냈다. 그는 정조 치세를 시로서 

재현하면서 측근에서 파악했던 정조의 의중을 미묘하게 그려내었다. 

또한 윤행임은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비석의 탁본을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고, 곳곳을 답사하면서 그 결과를 시로 읊었다. 그는 금석문과 역사서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고대사를 이해하여 역사서에 누락된 우

리나라의 역사를 시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당대의 시대적 한계로 인해 화

이론적인 인식이 시구에 종종 보인다.

윤행임의 기속시는 <화동 세우기>처럼 한 장면에 집중해서 그것을 구체적

으로 묘사하고, 장면화의 기법을 써서 시인이 참여한 한 순간을 포착하는 데 

능했다. 또한 백성들의 대화하는 장면을 시에 옮겨 놓음으로써 당시의 생생

한 모습을 전하고, 독자로 하여금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느

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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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ino-Korean poetry of Seogjae Yun Hangim

Baek, Seungho(Hannam Univ.)

Yun Hangim(尹行恁) was the confidential retainer of King Jeongjo. Jeongjo 

complimented his literature being lofty and graceful. His poetry showed the po-

etic model which the King acknowledged and pursued. He was from the loyal 

family who proved their loyalty at the war against Japan and Qing. His father, 

Yun Yeom(尹琰) accompanied Crown Prince Sado(思悼世子)'s hot spring trip in 

his faith as the governor of Onyang. Also, Yun was stuct to fidelity to Great 

Ming and expressed the feeling of the fidelity. He represented King's reign as 

a peaceful and glorious era in his poems. He understood the King's will to the 

administrating the state to relieve the people’s suffering, so he recite the King's 

will. Yun was interested in ancient monumental inscription and history. Although 

his view of history was based on the civilization and barbarism, but the concern 

for ancient Korean history and actual exploration was led to the historical lyrics. 

When Yun went to his own counties and prefecture or a place of exile, he 

wrote customary lyrics, and showed the custom and the livelihood of people. 

His customary lyrics were good at the peoples' everyday life. through the de-

tailed description and scene making. 

<Keywords>

Yun Hangim(尹行恁), Jeongjo, Fidelity to Great Ming, Historical lyrics(詠史

詩), Customary lyrics(紀俗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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