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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兩都八道民隱詩(K4-0152)의 편찬과
정과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고, 문학사적 의의를 밝힌 것이다. 民隱詩는 1764년 11월 英
祖가 백성들의 생활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兩都와 八道의 수령들에게 민은시를 지어 올리라
는 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이 자료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민은시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처음 민은시가 장첩될 때는 온전히 ‘春夏秋冬’ 4첩이었으나 보관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경상도와 전라도의 민은시를 담고 있는 ‘秋’첩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
었다.
민은시에 수록된 내용은 대부분 각 지역마다의 특색을 담고 있는 다양한 백성들의 생활
상을 그려내고 있다. 강화도와 경기도, 충청도 지역은 염전, 고기잡이, 누에치기, 밭농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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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등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화전민의 생활과 납세의 폐해 등을 담고 있다.
함경도와 평안도는 변방지역의 군사관련 내용의 시가 특징을 이루고 있다. 황해도의 민은
시는 부녀자들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방직이나 누에치기 등과 長山串, 鍛鐵, 長山의 祭堂
등 풍속과 생업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兩都八道民隱詩는 조선 후기 백성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 자료로서, 이
시기의 지방 생활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도의 알려
지지 않았던 민간의 가요와 백성들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어 문학적으로나 음악적으로도
연구가치가 높다.
 주제어

: 兩都八道民隱詩, 民隱詩, 樂府, 民風, 農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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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言
군왕으로서 백성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가에 대한 궁금함과 이를 직접 확인해 보려는 노
력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 방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民歌를 수집하여 살펴
보는 것이다. 백성들이 부르던 民謠를 채집하여 民風을 살폈던 예는 중국 周나라 때부터
역대의 聖君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으며, 백성들의 생활상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
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漢나라에 이르면 樂府라는 관청을
두어 온전히 이러한 일을 담당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수집된 민가형식의 노래들
이 크게 유행을 하면서 樂府詩의 詩體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자께서 편찬하신 詩經
도 중국 각 지역의 민간노래를 모아서 만든 것임을 볼 때, 이와 같은 작업은 상당히 큰
비중을 지니고 꾸준히 이어지던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兩都八道民隱詩(K4-0152)는 英祖의 명에
의하여 편찬된 것으로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민요를
채집하여 민풍을 알고자 했던 역대 제왕들의 위업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료이다. 이것은 1764년(영조 40, 甲申) 11월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
도록 전국의 수령과 방백들에게 명하여 詩經詩 형태의 民隱詩를 지어 올리라고 하여,
다음 해 윤2월 粧帖된 원본이다. 여기서 ‘民隱’의 뜻은 바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생활 모
습’을 지칭하는 것이다. 춘추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國語에 “선왕께서는 武功에 힘쓰
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고통을 걱정하시고 그 해로움을 없애 주시는데 힘쓰셨다.(先王非務
武也, 勤恤民隱而除其害也.)”1)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吳의 韋昭가 “恤은 근심하는 것이
다. 隱은 고통이다.(恤, 憂也. 隱, 痛也.)”라고 주석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백성들의 희노애락의 생활상을 적실하게 살필 수 있는 이 자료는 강화도와
개성부 兩都와 8道의 방백들이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특성과 사적,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
등을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어 문학적인 가치는 물론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가치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일찍이 尹炳泰
선생이 장서각 자료의 특성을 개괄하면서 集部 總集類 중에서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언급
한 것2)이 전부이다.
1) 國語 卷1, ｢周語上｣.
2) 尹炳泰, ｢藏書閣 資料의 特性｣, 藏書閣의 歷史와 資料的 特性,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6. 189~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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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양도팔도민은시가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먼저 편찬
과정과 서지적 특징을 알아보고, 아울러 민은시의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고찰을 통하여 민은시가 조선 후기 백성들의 힘든 생활모습과 불합리한 사
회구조의 모순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더욱이 문학사에서도 조선
후기의 官人들이 백성들의 질곡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Ⅱ. 兩都八道民隱詩 編纂 過程과 書誌的 特徵
1. 編纂 動機 및 過程
조선 후기 正祖의 문화부흥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바로 英祖의 초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景宗의 뒤를 이어 즉위한 영조는 朋黨의 심화로 혼란해진 정치를 바로잡
고 外戚들의 전횡을 견제함으로써 빈약해진 왕권을 확고히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다. 영조는 즉위하면서부터 蕩平의 의지를 강하게 견지하였으며, 均役을 통한 백성들
의 생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백성은 나의 동포이니 백성과 함께 해야 한다.
너희들 처지에서 백성을 볼 때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볼 때에는 모두
가 나의 赤子인 것이다. 피차간에 어찌 愛憎이 다를 수 있겠는가?”3)라고 한 것처럼 영조는
백성들을 자신과 同胞이며 자신의 赤子라는 인식으로 정치를 하였다.
영조의 이와 같은 백성관은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방백과 수령들에게도 이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직접 궐밖에 나아가 백성들과 친히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정사에 참고하였던 영조의 행보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백성관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이 바로 兩都八道民隱詩4)이다.
1764년(영조 40년) 11월 9일 영조는 經筵에서 시경의 빈풍편 7월장을 강하다가 느낌이
있어서 각 도의 풍속을 채집하고, 백성의 고통을 살펴보게 한 다음, 모시의 예를 모방하여
시를 지어 올리도록 한 것이다.5) 이것이 兩都八道民隱詩가 처음 이루어지게 된 동기이
3) 英祖實錄 권71, 26년 7월 3일(癸卯).
4) 兩都八道民隱詩는 본문에서 民隱詩로 사용하며, 책명이 아닌 일반 용어는 ‘민은시’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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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승정원일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 저 ｢국풍｣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民風을 채집하여 國公에게 올린 것이다.
내가 일흔하나의 나이로 衛武의 警戒을 본받고 싶으니, 歌謠를 國公에 올린 것이 어찌
유독 周나라에만 있으랴? 각도의 방백과 거주하고 있는 신하들 중에서 文官으로 守宰
가 된 사람들은 民隱으로 글을 지어 올리면 내가 살펴보고 스스로 勉勵하도록 할 것이
니, 팔도의 방백과 양도의 유수에게 명을 내리도록 하라.6)

시경, ｢빈풍의 <七月>은 농사와 관련된 월령가로서 모두 8장으로 되어 있다. 周公이
지었다고는 하지만 민간의 노래를 모아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봄이면 농사일 준비,
아낙네들은 뽕잎따기, 겨울이면 사냥하기 등등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월별로 구분하여 자세
하게 그려놓은 것이다. 영조는 경연에서 이것을 읽으면서 근년들어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
들의 곤궁함이 더해짐을 자신의 不德이 원인이라 자책하며 백성들이 살아가는 면면을 살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명을 내렸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영조의 명이 양도와 8도의 방백과 수령들에게 전달되자 같은 해 12월 14일
강화부 유수로 있던 김상익이 제일 먼저 민은시를 지어 올렸으며, 京畿觀察使 李景祜과 楊
州牧使 韓光肇, 廣州府尹 尹得雨, 水原府使 洪趾海 등도 뒤를 이었다. 다음해인 1765년(영
조 41년) 1월 13일에는 호서의 방백과 수령들이 민은시를 올렸으며, 2월 14일에는 강원도의
민은시가, 2월 18일에는 황해도, 2월 28일에는 전라도, 윤2월 13일에는 함경도의 순서로
민은시가 완성되었다. 최종본이 완성된 것은 윤2월 16일로, “이 때 팔도의 도신과 수령들이
민은시를 지어 올리니, 상이 粧䌙하여 올리라고 명하시고, 친히 小序를 지어 帖의 첫머리에
실었는데, 곧 稼穡을 중히 여기고 永命을 기원하는 뜻이었다.”7)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아! 모시 일 편은 풍·아·송이 곧 삼체요, 흥·비·부가 곧 육의이니, 옛날 주나
라가 왕성할 때 시를 진헌케하여 민풍을 살폈던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부자께서 말씀
하시기를 “시경 삼백 편을 한마디 말로 가려보면 생각함에 사특함이 없는 것이다.”라
고 하셨다. 내가 일흔을 넘은 나이에 거듭 이 시경을 강독하니 흥이 그 가운데 일어나
서 특별히 양도에 거주하는 신하와 팔도의 방백과 문신들에게 명하여 이 예에 따라서
5) 英祖實錄 권104, 40년 11월 9일(丙辰).
6) 承政院日記 영조40년 11월 9일(丙辰).
7) 英祖實錄 권105, 41년 윤2월 16일(辛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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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시를 모아 올리라 명하였다.8)

영조(英祖)가 1765년(영조 41, 乙酉) 윤2월 민은시를 장황하면서 앞에 붙인 서문의 일
부로 당시 도승지로 있던 洪麟漢이 기록하였다.9) 이처럼 민은시는 전국의 지방관들에게
명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담고 있는 시와 노래를 수집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민심을 알아보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장첩된 민은시는 어디에서 보관하였는지 확실한 기록이 없다. 다만 이것이 이
왕직 도서관에 본래부터 있었던 것임을 볼 때, 奉謨堂에 수장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처음 일제시대 藏書閣이 형성될 때, 奉謨堂과 譜閣 등의 전적을 인수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본의 보관상태가 개장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첩으로 장첩되기 전에 일부의 자료가 영조에 의하여 별도로 형성되었음도 확인된
다. 영조 40년(1764) 12월 14일 경기도와 양주, 광주, 수원의 민은시를 영조가 보시고 ‘경기
도 민은시 5장을 먼저 책으로 만들어 올리게 하고, 다른 도에 내려 보내 이 책에 의거하여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본은 사고에 두도록 하였다.’,10) 또한 다음해 1월 13일에는
‘호서의 방백과 수령이 민은시를 지어 올렸는데, 이 중에서 보령현감 李秀逸이 지은 것에
대하여 임금께서 두 구에 비점하시고 도화서에 명하여 병풍으로 만들어 들이라고 하였다.’11)
그리고 함경도의 민은시는 첩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대내로 들이고 하나는 동궁에 두라12)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볼 때, 민은시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졌고, 史庫, 東宮
등에도 수장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에 첩으로 장정된
것이며, 그것도 한 첩이 망실된 3첩만이 현존하고 있다.

8) ｢御製兩都八道民隱詩帖 小序｣. “噫, 毛詩一篇, 風雅頌卽三體, 興比賦卽六義, 昔周盛時, 陳詩以觀民風
者也. 故夫子曰 詩三百一言以蔽之曰 思無邪. 予於望八重講此經興慨于中, 特命兩都居留之臣, 八道方伯
與文臣守宰, 倣此例以進民隱詩”.
9) 承政院日記 英祖41年 閏2月 15日(庚申).
10) 承政院日記 英祖40年 12月 14日(辛卯).
11) 承政院日記 英祖41年 1月 13日(己未).
12) 承政院日記 英祖41年 閏2月 13日(戊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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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兩都八道民隱詩의 體裁와 書誌的 特徵
兩都八道民隱詩는 한문으로 필사되었으며 모두 3첩이 남아있다. 한 면은 대체로 8행
16자이며, 크기는 가로 25cm, 세로 35.5cm로 정연한 楷書로 필사하였다. 粧䌙은 모두 갈색
의 바탕 위에 황색의 국화문양을 수놓은 비단으로 되어 있다. 장정은 旋風裝으로 되어 있
다. 그러나 표지와 내부의 배접상태를 볼 때, 영조 때 장정된 것이 아니고 근대에 새롭게
개장한 것으로 보인다. 표지로 사용한 비단이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만든 족자 등에서 사
용된 비단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왕직에서 개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필사한 부분
은 영조시대 처음 필사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시 개장을 하였는가? 현재 남아있는 민은시의 원본을 보면 새롭게 개장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필사된 원본부분을 보면 거의 모든 면에 좀이 슬고
변색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좀이 슬어 글자를 판독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
다. 하단 중앙부분이 특히 심하며, 뒤로 갈수록 변색된 부분도 많다. 영조 이후 궁궐 내부
어딘가에 보관되었는데 보관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이왕직 장서각으로 이관되면서 새로운
장정으로 보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765년 처음 장정했을 때의 장정 모양은 지금처럼 첩장형태였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御製小序나 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첩장으로 장정하였음을 밝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재 내용부분이 배접된 모양을 보면 크기는 원본보다 다소 작아졌다. 원래의 크기
를 잘라 다시 새로운 종이로 배접을 하면서 크기가 줄었던 것이다. 원본에 擡頭한 곳이나
隔字를 한 곳이 자주 눈에 띄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잘라내어 빈공간을 반정도로 줄이고
기워 넣고 있다. 이것은 새롭게 장첩하면서 원본의 상하좌우의 여백을 맞추기 위한 고육책
으로 보인다. 어떤 글자는 격자부분을 처리하지 않아서 글자의 윗부분이 잘려져 보이지 않
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원본부분과 새롭게 배접된 부분의 종이 색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新舊의 차이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원본이 첩장형태로 되었던 것을 해체하여 다시 배접하는 과정에서 낱장이 서로 섞
이지 않도록 뒷면에 연필로 숫자를 써놓은 것이 보인다. 뒷면에 쓴 것이기는 하지만 배접을
하면서 앞면에 반대의 형태로 비쳐있어 자세히 살펴보면 연결되는 일련번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목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강화부, 개성부 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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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팔도 백성들의 생활상을 한시의 형태로 창작한 시집이다. 첫 번째 첩은 어제소서와
강화부, 개성부, 경기도, 충청도의 민은시를 담고 있으며, 두 번째 첩에는 강원도와 함경도
의 민은시를, 마지막 첩에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민은시가 수록되어 있다. 현재 수록되어
있는 부분의 지역과 지방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양도팔도민은시 수록 현황

순서

春

夏

지역
小序
江華府
開城府
京畿道
廣州
楊州
水原
忠淸道
洪州
沃川
保寧
藍浦
結城
江原道
寧越
江陵
淮陽
春川
襄陽
咸鏡道
永興
鍾城

관직

성 명

留守
留守
觀察使
府尹
牧使
府使
觀察使
牧使
郡守
縣監
縣監
縣監
觀察使
府使
府使
府使
府使
府使
觀察使
府使
府使

金尙翼
蔡濟恭
李景祜
尹得雨
韓光肇
洪趾海
尹東昇
洪良漢
尹光紹
李秀逸
李仁黙
朴敬行
成天柱
沈墢
李堣
李光瀷
李秀得
李正吾
趙雲逵
朴相德
金霔

작품수

순서
지역
관직
英祖御製, 洪麟漢 書
20
安邊
府使
8
北靑
府使
8
鏡城
判官
6
文川
郡守
黃海道 觀察使
3
10
谷山
府使
8
安岳
郡守
10
長淵
縣監
8
平安道 觀察使
8
義州
府尹
1(29구)
定州
牧使
4
安州
牧使
10
寧邊
府使
冬
8
江界
府使
9
理山
府使
8
龍岡
縣令
3
江東
縣監
10
殷山
縣監
16
孟山
縣監
12
泰川
縣監
1(50구)

성 명

작품수

李敬玉
姜始顯
李命俊
李廷烈
趙榮順
金和澤
嚴璘
申景濬
黃仁儉
洪樂純
李心源
洪準海
趙重晦
李壽鳳
李德海
宋霮
洪啓謹
李永中
黃 㮋

6
1(29구)
1(29구)
6
8
8
8
10
8
1(32구)
9
1(66구)
8
8
6
8
9
9
10

崔민(日/敏)

3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兩都와 다른 도의 노래는 모두 있는데, 경상도와 전라도의
민은시가 수록된 부분이 없다. 분명히 ‘8도의 민은시’라는 제목을 보면 중요한 경상도와
전라도가 빠질 이유가 없다. 1962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목록을 조사하면서 붙인 인식표에는
분명히 수량이 3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전의 목록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상도와
전라도의 민은시는 창작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된다. 1735년(영조 11)과 1764년
(영조 40)년부터 관리를 선발한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政事冊과 英祖實錄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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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년(영조 39년) 11월 25일 경상도 감사에는 鄭存謙이 제수되었고, 같은 해 12월 3일에
는 전라도 감사로 沈履之가 제수되어 민은시가 제작되었을 때까지 재직하고 있었다. 따라
서 이들이 영조의 명을 받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민은시를 짓기도 하고 관할 수령들이 지은
민은시를 수합하여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민은시가 모두 각 도별
로 올려진 것을 보면 관찰사가 중심이 되어 창작도 하고 수합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존
겸과 심이지와 비슷한 시기인 1763년 12월 3일에 충청도 감사로 제수된 尹東昇의 민은시가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고, 영조 41年 閏2月 16日의 기사를 보건대 정존겸과 심이
지는 틀림없이 민은시를 지었다. 더구나 정존겸은 1751년(영조 27) 신미정시 병과 9위로,
심이지는 1755년(영조 31) 을해정시 갑과 장원으로 문과에 급제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문관
으로 방백과 수령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민은시를 지어 올리라 명한 영조의 명을 어길 수
없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들의 문집이 남아있지 않아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실
정이 되었다.
이 시기의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방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찾을 수 있다.
1764년 11월 17일에 慶州府尹으로 제수된 洪梓(영조 29년 계유정시 을과 3위), 1764년 4월
18일 羅州牧使에 제수된 李思觀(영조 13년 정사별시 을과 1위), 7월 6일 東萊府使로 제수된
姜必履(영조 23년 정묘정시 병과 2위), 8월 7일 順天府使로 제수된 申應顯(영조 28년 임신
정시 병과 3위), 長興府使 柳思欽(영조 23년 정묘정시 병과 6위), 靑松府使 尹坊(영조 27년
신미춘당대시 병과 7위) 등은 민은시를 지으라는 영조의 명이 있을 당시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방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모두 문과에 올랐던 문관들이다. 따라서 이
들도 모두 민은시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이 지은 시들도 현재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2월 28일(갑진)에 영조는 “전라도의 민은시를 가지고
오라고 명하여 읽기를 마치고 대내로 들어갔다.”13)는 기사가 보이는데, 이로써 본다면 전
라도의 민은시가 존재했음은 분명해진다. 또한 영조 40년 2월 18일 경상도 彦陽縣監으로
제수된 洪晟의 묘비명을 살펴보면, “彥陽 지역을 맡아서 백성들의 재앙을 근심하고 관아를
고치고 … 民隱篇을 지었다.”14)는 기록이 있다. 이로써 본다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민은시도

13) 承政院日記 英祖41年 2月 28日(甲辰).
14) 丁範祖, 海左先生文集 卷24, ｢資憲大夫知中樞府事洪公墓碑銘｣. “知彥陽 恤民灾 繕官廨 … 譔民隱
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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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방백과 수령을 지낸 인물들은 문집이 남아
있지 않거나, 남아있어도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경상도
와 전라도의 민은시가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민은시가 존재했었다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3첩의 민은시를 살펴보아
도 알 수 있다. 현재의 민은시에는 처음 장첩될 때의 것으로 보이는 籤紙가 남아있는데,
강원도와 함경도의 민은시가 수록되어 있는 두 번째 첩에만 온전하게 붙어있고 나머지 두
첩에는 내용은 알아볼 수 없고 흔적만 남아있다. 남아있는 두 번째 첩에는 “兩都八道民隱詩
夏”라고 적혀있다. 이것은 본래 처음 장첩될 때 ‘春夏秋冬’ 네 첩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후대에 개장될 때, 순서가 섞이지 않도록 뒷면에 일련
번호를 써놓고 있는데, 맨 앞부분마다 春, 夏, 冬이라는 글자가 연필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
다면 새롭게 개장될 때에는 春夏秋冬 네 첩이 온전하게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겠다. 일제시대의 혼란을 거치고 장서각 도서의 관리 주체가 여러 번 변경되면서 경상도
와 전라도의 민은시를 수록하고 있는 ‘秋’첩이 분실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민은
시는 또다른 한 첩이 있었으며, 전체는 4첩으로 되었음이 확실하다.
민은시의 원문은 몇몇 개인문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황해도 長淵縣監으로 있던
旅菴 申景濬의 旅菴遺稿 권1에 수록된 ｢民隱詩｣와 충청도 沃川郡守로 있던 素谷 尹光紹
의 문집인 素谷先生遺稿 권4에 수록된 ｢民隱詞八章 乙酉在沃川時, 上命侍從守令, 述民隱
詞, 奉敎撰進.｣, 충청도 홍주목사로 있던 耳溪 洪良浩의 耳溪集 권3의 ｢湖西錄 甲申秋,
除洪州牧使.｣에 수록된 <洪州風謠詩 十章>, 개성부 유수로 있던 채제공의 樊巖先生集
권59 ｢雜著｣, <崧陽雜辭 松京留後時, 承命製進.> 등의 문집에 동일한 민은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영조의 명에 의하여 지은 것이며, 각 도의 수령들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개인
적으로 창작한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자신들의 개인문집에 수록한 것
이다.
그러나 당시에 지어진 민은시가 모두 수록된 것은 아니었다. 1764년 2월 18일 평안도
성천부사로 제수된 인물은 雷淵 南有容(1698∼1773)이다. 남유용은 대제학 남용익의 증손
자이며, 문형을 역임한 인물로, 후에 正祖가 되는 元孫을 무릎에 앉히고 가르쳤던 스승이었
다. 그는 英祖 16년(1740) 庚申 謁聖試 丙科 1위로 급제하였으며, 이미 1758년(영조 34)
양관대제학에 오른 당대 대표적 문인이다. 그가 잠시 외직인 성천부사로 있었으며, 이때
지은 민은시가 雷淵集에 남아있다.15) 다만 여기서는 詩라고 하지 않고 民隱文이라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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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하였지만 내용을 보면 4언으로 된 시체임을 알 수 있다. 제목에서 평안도 成川府使로
있을 때, 어명에 의하여 지은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주석을 ‘成川時 癸未’라고 하여 1763년
에 지은 것처럼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집을 편찬할 때 잘못 주석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관리임명의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政事冊에 남유용이 성천부사로 제수된 시기가
1764년 2월 18일16)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의 문집에는 수록되어 있는 것이 민
은시에는 수록되지 않은 경우를 볼 때, 양도와 팔도의 모든 지역의 민은시를 총망라한
것은 아니며, 문관이 수령으로 있는 지역이라도 짓지 않거나 지었어도 모두 수록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Ⅲ. 兩都八道民隱詩에 나타난 朝鮮後期 社會와 民隱
이 양도팔도민은시는 각 도에서 民風을 살필 수 있는 노래를 4언시의 형식을 중심으
로 수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조가 민은시를 올리라는 명을 내릴 때 밝힌 바와 같이 공
자께서 산정하신 시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수록된 시의 내용을 보면 각
道의 觀察使와 각 府와 牧, 또는 縣의 노래를 구분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사적을 포함하
여 군역의 어려움, 가뭄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상, 노동의 애환 등 다양한 소재들로 구성되
어 있다.

1. 百姓의 生業과 苦痛
1) 生業의 勞苦
민은시의 대부분은 바로 백성들의 실제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말없이 해나가는, 하지만 艱苦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민은시가 백성들
의 고통을 그려내는 것이니 이것이 진정한 민은시라고 할 수 있다.

15) 南有容, 雷淵集 卷11, ｢應製文｣, <奉敎撰進本府民隱文 成川時○癸未>.
16) 政事冊 1, 保景文化社, 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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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밭갈이(春耕一章)>
봄 햇볕 따뜻해지면 농사철이 시작이라.

春日載陽 農候始至

소 먹이기를 집안 식솔 먹이 듯 하네.

言飼我牛 同我婦子

해안에 아직 눈 남아 있어 뒤꿈치를 들고 밭갈이 하네.

海岸殘雪 于以擧趾

창포는 순이 났지만 살구나무는 아직 꽃피지 않았네.

菖已笋矣 杏未花矣

위의 시는 江華府 농부의 모습이다. 햇살이 조금 따뜻해지는 이른 봄부터 농기구를 손질
하고, 남들보다 먼저 밭에 나가 부지런히 밭갈이를 하는 농부의 모습을 소재로 한 시이다.
농사꾼에게 소는 집안 재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니 가족과 똑같은 마음으로 길러
준다는 내용은 평범하면서도 농부의 마음을 잘 헤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 하얀 눈이
다 녹지 않은 때에, 시린 발을 조금이나마 면해보고자 뒤꿈치를 들면서도 밭갈이를 멈추지
않는 모습은 아주 일반적인 농부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들판에 풀이 이제 겨우
뾰족하게 순이 돋아난, 아직 겨울이 다 가지 않은 때부터 농부들은 부지런히 한 해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누에 알에서 깨어나면 어린 여자들 광주리 들고 나서네.

蠶之始生 季女執筐

누에가 늙어지면 높은 곳에 얹어 올려주네.

蠶之將老 伐揚于岡

주렁주렁 고치를 따서 길게길게 실을 뽑네.

摘房栗栗 繰絲連連

그것으로 명주를 짜니 솜도 비단도 생기네.

迺織其紬 以絮以綿

솜은 상자에 담아두고 시부모님 옷을 만드네.

絮焉在笥 衣我舅姑

명주는 시장에 팔아 가용으로 쓰고 세금을 내네.

綿焉在市 爲庸爲租

賦이다. 이것은 여름에 누에를 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賦也 此述夏月 治蠶之辭

이 시는 황해도 谷山府使 金和澤이 지은 민은시이다. 누에를 치기 위해 뽕잎을 따고 누에
를 길러 실을 뽑고, 옷감을 짜는 것은 아녀자들의 대표적인 농사일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소재 중의 하나이다. 누에가 알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어린 여자아이
들도 바빠지게 된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함께 해야 하니 뽕잎을 따러갈 시간이 없으니 당연
히 어린 여자 아이들의 몫이 된다. 처음에는 누에들이 작아서 뽕잎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누에가 점차 커지게 되면 놀라울 정도의 식성을 자랑한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뽕잎
을 따와야 하고, 그러니 자연히 뽕잎도 모자라게 된다. 간신히 다 먹여 누에가 늙어지면
소나무가지로 섶을 만들어 누에들을 놓아둔다. 이것을 누에를 올린다고 한다. 몇 잠을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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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늙은 누에는 고치를 짓기 위해 머리를 들고 이리저리 자리를 찾게 되는데, 이 때를 잘
맞추어 누에를 올려 준다. 그러면 3-4일 내에 하얀 고치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을 거두어
가마솥에 삶아 실을 뽑게 된다.
이러한 힘든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 명주를 만들 수 있는 실을 만들어 내는데, 이 시에서
는 이러한 과정을 아주 간결하지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과정과 과정을 자연스
럽게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어 마치 옆에서 직접 살펴보고 있는 듯하다. 눈으로 읽으면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민은시의 효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겨울이면 오소리 잡고 호랑이며 사슴을 잡네.

冬月于貉 摶虎擒鹿

그 가죽을 벗겨서 실도 사고 곡식도 산다네.

爰取其皮 貿絲易粟

벼랑을 따라 절벽에 오르고 개를 어르고 매를 부르네.

緣崖攀壁 嗾犬呼鷹

이런 위험을 무릅쓰니 너 능숙하다 자만하지 마시오.

迺冒其危 匪矜爾能

이슬과 서리를 다 맞고 가시나무 숲을 헤치고 다니네.

觸犯霜露 披荊剔藪

땅에서 얻는 이익이 없으니 사는 것 더욱 힘드네.

地無遺利 生可益苦

이 장은 삼가 산에 사는 백성의 일을 기술한 것이다.

此章 謹述 山民之業

이 시는 咸鏡道觀察使 趙雲逵가 지은 것으로 산에 사는 백성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산간지대인 함경도는 평지가 거의 없으니 논농사, 밭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
이다. 어쩔 수 없이 산에 있는 짐승을 사냥할 수밖에 없다. 그 짐승들을 잡아서 그 가죽을
팔아서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위험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사냥개나 매를 훈련시켜 절벽을 따라 산을 오르고, 이슬과 서리를 무릅
쓰고 가시덤불 숲을 헤쳐 나가는 사냥꾼의 생활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에 능숙하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민은시의 대부분은 각도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화폭에 담아 아무리 사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시에서 느낄 수 있는 표현력과 상상력을 따를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민은시는 현재의 상태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
럼 민은시는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것은 직접
백성들의 삶을 볼 수 없는 임금을 위해 사실대로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과 같이 묘사할
뿐이다. 여기에 지은 사람의 감정을 넣거나 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은 지양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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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이와 같이 그려진 민은시는 이것을 읽는 임금이 느끼고 평가할 일인 것이다. 이것
이 바로 민은시의 성격이라고 하겠다.
2) 災害의 苦痛
백성들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 중에 감내하기 힘든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이다.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
니 가뭄과 홍수, 태풍 등의 자연현상은 참으로 야속할 수밖에 없다.
<포구 백성의 한탄(浦民歎一章)>
오월에 가물더니 유월에도 그대로네.

五月其旱 六月其同

칠월에야 장마지더니 천둥치고 바람이 부네.

七月多雨 又震以風

아득하게 포구 들판 덮어 물이 지난자리 비로 쓴 듯하네.
농부들 호미를 내던지고, 하늘을 향해 손짓하며 원망하네.

芒芒浦野 蕩如箒掃
田夫擲鋤 仰天辟摽

한 해에 세 번이나 害가 있으니 어찌 먹고 살 것이 있으랴. 一年三灾 曷其有食
부럽구나 산골 농부여 이 넓은 개펄이 슬프구나.

哿矣山農 哀此廣斥

사내는 굴, 조개 잡으러 저녁에 들어왔다 새벽에 나가네.

男拾蠔蛤 暮入晨出

여인네는 부자를 캐느라 열 손가락에 피가 흐르네.

女採부(艹凫)茈十指欲血

창고 안의 쥐는 너무 먹어 배가 터져 죽을 것 같네.

倉中有鼠 飽而欲死

누가 영문의 감사가 되어 하늘의 지도리 역할을 다 할까?

孰爲監門 獻盡天戺

이것은 忠淸道觀察使 尹東昇의 민은시로, 서해안을 끼고 있는 충청도 백성들의 삶을 살
펴볼 수 있다. 넓은 들을 가지고 있는 충청도는 논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모내
기를 하고 한참 벼가 자랄 시기인 5월과 6월에는 가뭄이 심하였다가 이삭이 패고 햇볕이
필요한 시기에 천둥치고 장마가 져 그동안 키워놓은 들판을 쓸고 지나간 모습을 핍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농지정리와 관개를 잘 해놓은 현재에도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상기할 때,
당시 농부들의 한숨을 십분 공감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한 해에 세 번이나 지나갔으니
차라리 수해 피해가 없이 여러 가지 곡물을 심을 수 있는 山田을 부러워하고 있다.
결국 사내들은 개펄에 나가 굴과 조개를 캐느라 하루 종일 고된 삶을 살고, 아낙네들은
풀뿌리라도 캐서 먹고 살기 위해 산이며 들을 헤매고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토호들의 곳간
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나서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려 하지 않음
을 한탄하고 있다. 결국 올바른 관리가 있어서 이러한 불공평함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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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이것은 관찰사로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수와 가뭄(水旱)>
우리 고을의 크기는 삼보(三輔)가 되기 가장 좋다네.

我州之大 三輔爲㝡

산을 등지고 바다를 연해 있어 사방 수백여 리라네.

負山濱海 餘數百里

하천엔 물길 정비도 없고 땅은 황무지가 드러나네.

川無灌漑 地仍鹵斥

올해의 가뭄은 또한 더욱 참혹하였네.

今年之旱 亦云孔酷

여름부터 가을이 될 때까지 비 한번 시원히 내리지 않네.

自夏徂秋 雨不霑渥

밭 갈기는 반도 못하고, 씨를 뿌려도 모두 말라 죽네.

起土未半 下種又涸

산골짜기 고을이 부럽다네. 오히려 기장이며 조가 있으니.

哿矣峽縣 尙有黍粟

슬프구나! 이 땅의 백성이여. 오직 벼에만 매달리고 있네.

哀此野氓 只恃禾穀

벼 줄기는 마르고 잎사귀 떨어지니 하늘을 향해 우는 구나.

枯莖殘葉 日抱以泣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자들도 어렵다고 하네.

窶人奚論 富亦云急

아이들은 젖 못 먹고, 아침저녁 끼니 때우기만 바라네.

如兒失乳 朝夕望哺

하늘이시여! 인을 베푸셔서 바라건대 우리를 살려주소서.

上天垂仁 庶幾活我

농부들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말 야속한 것이 바로 자연재해이다.
위의 시도 水原府使 洪趾海가 쓴 것으로 앞서 살펴본 충청도관찰사 윤동승이 쓴 <浦民歎>
과 매우 유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 민은시를 짓도록 한 영조 40년(1764)은 전국적으
로 큰 흉년이 있었던 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나 경기도나 그리고 그 외의 지역도
상황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오직 논농사에만 매달리는 농업의 형태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하늘을 향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상황은 당시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으
며, 그 고통이 전해오는 듯하다.
3) 鄕村 生活의 苦痛
백성들의 고통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향리들의 횡포이다. 생업에 종사하며 겪는 어려움
은 당연한 것으로 감내할 수가 있다. 하지만 관리들이나 토호들이 주는 고통은 몇 배나
더 큰 아픔과 좌절을 주게 된다. 민은시에는 특히 지방 토호나 향리들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시가 많아서 당시 조선 후기 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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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향리의 억압(鄕强)>
지금의 토호들은, 예부터 鄕綱이라 불렸는데

惟今土豪 古號鄕綱

혹 아전의 권리를 쥐고, 혹 유자의 이름을 내걸었네.

或攬吏權 或籍儒名

마을에 첩지와 의논을 마음대로 주무르네.

里牒巷議 恣意低昻

움직일 땐 항상 명분을 말 하고, 백성들 부려 힘들게 하네.

動稱名分 役使疲氓

근래 조정의 금지에 힘입어 조금은 전의 관습 줄었지만.

近賴朝禁 稍戢前習

강제로 하던 풍습 남아 여전히 잘못된 인습이 많다네.

武斷餘風 尙多謬襲

어떤 세력을 믿고 있는지 어찌나 얻으려 하는 것도 많은지.

何勢之怙 何求之繁

흐르는 강물에 바위가 서있는 듯, 다들 그렇다고 하네.

江流石存 常談則然

관에 고변하고 싶어도, 쌓이는 그 두려움에 어쩔 수가 없네.

欲告之官 奈積威約

생각을 억누르고 허물도 참고, 큰 책망에 응하기에 힘쓰네.

抑志忍尤 勉應誅責

누가 약자를 도와준다 했나? 끝내 또 어떻게 도와주리?

雖蒙扶弱 卒亦何補

좋은 풍속을 잘 다듬어주고 오직 땅주인을 믿을 수밖에 없네.

裁抑頴俗 惟恃地主

이 시는 水原府使 洪趾海가 지은 것이다. 지역마다 존재하고 있는 토호들의 실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심리까지도 잘 그려내고 있다. 양
반의 후예를 자처하며, 말마다 충효와 윤리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은 온갖 해악을 부
리는 향리들은 백성들 최대의 적이다. 힘든 일은 항상 백성들을 앞세우고, 마을의 공론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조정에서는 이미 이러한 폐해를 알고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흔들림도 없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바위와 같은 존재이다.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
게 굽실거리면서 돌아서서는 힘없는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다. 관에 억
울함을 고하고 싶어도 관리들은 임기를 다하고 나면 떠나는 사람인데, 향리들은 죽을 때까
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니 후환이 두려워 그냥 그렇게 참고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다.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백성들은 관가를 믿고 구제해 주기를 바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결국은 땅을 가지고 있는 地主를 믿을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요구
에 따를 수밖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백성들의 생활상을 제시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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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매개로 온갖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토호들로 인해 발생하는 힘없
는 소작농들의 고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관에선 세금 독촉, 병든 나는 가난한 일흔여섯 노인네.

官有催科 病我窮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가난하다네.

非我不力 我實貧窶

올 해 풀칠하던 밭을 팔고 작년엔 송아지도 팔았네.

今歲鬻田 去歲賣犢

吏胥輩 쫒아와 불러대더니 끝내 옥에 가두네.

吏胥追呼 終速于獄

편히 살 길 찾아 주어야 하나 어질지 못하니 어찌 백성을 구하리. 其究安堵 匪仁曷濟
작은 빛이 겨우 생기니 오히려 이 은혜를 받들어 올리네.

一陽纔復 尙推斯惠

이것은 京畿道觀察使 李景祜가 지은 민은시이다. 세금독촉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
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일흔여섯인 병든 노인이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하여 吏胥들에게 시달
림을 받다가 결국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밭을 팔았고, 지난해에는 마지막 남은 송아지까지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상
황인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조금만 마음을 써주면 그 일을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백성들의 소박한 마음씨를 잘 담아내고 있는 시이다.
이처럼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향촌을 이루어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은 너무도 많다. 향리들의 횡포와 무거운 세금 등은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들이다. 이와 같은 소재의 민은시는 다른 소재의
시들보다 비교적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백성들의 생활에서 느끼는 고통이 컸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2. 地域的 特徵과 風物
1) 地域 山川과 沿革
민은시에는 각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게 다양한 백성들의 생활상도 나타나고 있다. 강
화도와 경기도에서는 염전이며, 고기잡이 등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충청도의 경우는 山川
民物의 아름다움이나, 저수지를 만들고 관개수로를 통해 농사를 짓는 모습, 온천 등의 민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火田을 일구어 사는 백성들의 모습, 소나무 공출의
폐해 등, 함경도는 변방지역의 군사관련 내용의 시가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황해도의 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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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녀자들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방직이나 누에치기 등과 長山串, 鍛鐵, 長山의 祭堂
등 풍속과 생업 등의 소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안도의 민은시는 고조선과 고구려
의 옛 도읍을 흐르고 있는 浿水를 중심으로 역사의 유구함을 회고하고 인정의 변화를 슬퍼
하는 내용이나, 軍政, 賦役, 詞訟 등 백성들의 일상생활의 면면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 시가
많다.
홍주지역은 예부터 큰 고을이니

維洪之治 維古大邑

만여 가구에 속현도 스물이라네.

闢戶萬餘 領縣二十

牧은 고려부터 되었고 內浦까지 관할하니
물이 빙 둘렀으며 얕은 산 섬들과 나란하네.

建牧自麗 控截內浦
水環其虛 吳山齊島

鳳首山의 봉우리와 金馬郡의 시내는

鳳首之岑 金馬之川

굽이굽이 합하여 秀才와 賢者를 낳았네.

蟠蟺翕噓 孕秀產賢

虎臣은 玉과 같고 烈夫는 成과 같아

虎臣如瑩 烈夫如成

風俗과 傳統이 으뜸이요 詩와 禮도 으뜸이라.

風傳故胄 詩禮冠纓

풀과 대나무 동산과 늪, 서쪽 고개와 동쪽 하천

園沼卉竹 西畤東洛

먹성과 입성이 나오는 그 땅 매우 즐겁네.

衣食之源 厥土孔樂

제2장 산천, 백성의 아름다움을 서술함

右第二章. 敍山川民物之美.

이 시는 洪州牧使 洪良漢이 지은 것이다. 홍주의 山川과 民物의 아름다움을 읊고 있다.
홍양한은 후에 이름을 洪良浩로 고쳤다. 그의 문집으로 耳溪集이 남아있는데, 卷三, ｢湖
西錄｣에 <洪州風謠詩 十章>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위의 시는 그 중에서 두 번
째 장이다.
이 시에서는 홍주목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먼저 홍주는 예로부터
大邑으로 가구의 수는 만여호에 달하며, 속현도 20이나 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홍주목의
建置沿革을 말하고 있는데, 고려부터 홍주목이 설치되었으며, 내포까지 관할하도록 되었다
고 하였다. 그리고 산천과 인물, 풍속 등을 차례로 이어서 묘사하고 있다. 마치 홍주의 輿地
를 보는 듯 체계적이고 자세하다. 실제로 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체제와 내용
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리지가 훨씬 자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대체적인 내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요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민은시를 지어 올린 각도의 지방관들은 먼저 <總論> 등의 제목으로 자신들이 관
할하고 있는 지역의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서술하고 나서 개별적인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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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고 있다. 다음은 江原道觀察使 成天柱의 시이다.
험준한 산 저 동쪽에 섰으니 산은 막혀 물로 운송하네.

岨彼東維 山委川輸

토질은 척박하고 딱딱해 백성들 수고롭게 살아가네.

土瘠而堅 民劬而舒

집에는 곡식 쌓을 곳간이 없고 저자에는 재화가 돌지 않네.

室無囷峙 市不貨遷

즐기는 것은 농사일이지만 먹고 사는 것은 항상 근심이네.

宴爾稼穡 飮食顚顚

빈 곳은 막아주고 소박하여 깎아 낼 것이 없네.

窽其窒塞 毋斲于朴

무릇 강원의 여러 고을 이런 풍속이 보이네.

凡我群牧 視此方俗

앞서 살펴본 홍주목사 홍양한의 시와 비교해 보면, 체제는 비슷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구분이 된다. 홍양한의 시는 홍주목을 서술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하지만,
강원도관찰사 성천주가 지은 위 시는 훨씬 포괄적이며 개괄적이다. 강원도가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징과 토질, 그리고 백성들의 주된 생업, 그리고 강원도의 대체적인 경제상황 등을
나타내고 있다.
큰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 육로로 재화를 운송하기 어려워 항상 물길로 다녀야 하는 번거
로움과 척박한 토질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백성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지만 먹고 사는 것을 근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풍속은 소박하여 나
무랄 데가 없음도 아울러 말하고 있다.
이처럼 민은시에는 각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산천, 고적 등과 함께 인물과 연혁 등까지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英祖의 명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 민은의 면면을 묘사하기 전에 대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
다. 마치 지리지를 보듯 그 지역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대개 관찰사들의 민은
시와 상대적으로 민은시를 여러 편 지은 지방관들의 시에 이러한 내용의 시가 많음을 볼
수 있다.
2) 地域의 風俗과 物産
백성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지는 민은시의 특성상 각 지역의 풍속과
토산 등은 빼 놓을 수 없는 소재이다. 토산을 내용으로 하는 민은시는 전체 중에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적인 풍습은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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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에 민은시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물에는 고래, 자라, 연어, 송어, 가자미, 전복이 나고

水有鯨鼉 連松鰈鰒17)

산에는 인삼, 복령, 오동나무, 가나무, 가래나무, 잣나무 나네. 山有蔘苓 梧檟楸栢
또한 노루, 산돼지, 곰, 범과 사슴이 뛰어 다니네.
물고기잡고, 사냥하고, 농사를 짓네.
백성들 모두 이에 종사하니 그 貢物 가지가지이네.

亦越獐豕 熊豹及鹿
以漁以獵 以農之隙
民自賴之 厥貢維錯

이 시는 咸鏡道 永興府使 朴相德이 지은 민은시이다. 영흥에서 생산되는 物産을 자세하
게 나열하고 있다. 조선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함경도는 강과 바다, 험준한 산에 임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백성들의 생업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생산해 내는 토산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영흥부사는 물에서 나는 특산과 산에서 나는 특산을 구분하여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데, 新增東國輿地勝覽 永興大都護府의 土産 항목에 올라 있는 물품들이 그대로 나열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백성들의 생업이 어부도 있고, 사냥꾼도 있고, 농부도 있다는 것을 말함으
로써 영흥부 백성들의 생활과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것은 백성
들의 고통과는 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바다의 입구 고을이라 백성들 풍속이 무지하네.

海之口矣 氓俗蚩蚩

弓馬가 칠할이요, 선비들은 삼할이네.

弓馬其七 士也三之

문풍의 교화가 떨쳐지지 못해 결국 속되게 되었네.

文敎不振 遂歸下俚

습속이 오히려 본디 그런 것은 풍속에 의한 것이네.

習尙固然 風氣所使
土俗一章

이 시는 江華府留守 金尙翼이 지은 것이다. 강화도의 풍속을 읊은 것으로 역대로 강화도
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풍이 번성할 수 없었다. 강화부
유수는 바다를 농토로 사는 강화부 백성들이기에 풍속이 蚩蚩하다고 보고 있다. 바닷가의

17) 물고기 명칭에 대해서는 이건식, ｢조선후기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魚類名 表記에 대한 연구｣, 국어
학 55,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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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의 삶이 비슷했겠지만, 강화부의 경우에는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더욱
곤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府內에는 군사적인 목적의 성벽과 무기, 兵馬 등이 사람들 보다
많다고 한 것은 留守의 눈에 비친 강화도의 특이한 모습인 것이다.
백성들의 풍속이 무지하니 선비들이 거주하지 않게 되고, 그렇기기 때문에 문풍이 진작
될 수 없었고, 이것은 다시 풍속이 속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오랜
기간 지속된 강화부는 섬에서 살면서 만들어진 습속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러 개의 산을 넘고 바다를 바라보며 서쪽으로 달려

衆山蹌蹌 望海西趨

九月山 기슭에 이르러 있는 힘 다해 중턱에 오르니

首陽阿達 力竭中途

우뚝한 佛陀山 奮然히 오랫동안 달려왔네.

峻矣佛陀 奮然長驅

큰 파도를 떨쳐 넘으니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네.

凌截大波 弗疑弗懼

하늘이 서북으로 기우니 외롭게 잡고 부지하네.

天傾西北 孤撐以扶

엄숙하게 저 신령의 집에 정갈하게 제수를 바치네.

肅彼靈宇 崇俎潔㪺

이하생략

이 시는 장연현에 있는 祭堂을 소재로 지은 것이다. 長山의 祭堂은 어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고 있는 장산의 백성들에게 가장 신성한 곳이다. 봄과 가을에 각각 두 번씩 제를 올린다
고 장연현감 申景濬은 자신의 문집인 旅菴遺稿 卷1에 주석하고 있으며, 新增東國輿地勝
覽에도 기록되어 있다.
長山祭堂은 서해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九月山 중턱에 자리하고 있어, 제를 지내
기 위해 크고 높은 산 여러 개를 넘어야 한다. 곁에는 佛陀山이 함께 있어 그 웅장함을
더해주고 있다. 엄숙하고 청결하게 제수를 차리고 제를 올리는 모습에서 백성들의 소박하
면서도 간절한 염원을 느낄 수 있다. 신경준은 이 이외에도 장연현의 풍속과 물산을 비교적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長山串｣, ｢採鰒｣, ｢長山曳木｣ 등의 시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각 지역의 토산과 풍속에 대한 시도 각 지역별로 존재하고 있는데, 마치 지리지를
보는 듯 자연환경과 역사적 연혁, 인물, 풍속 등 다양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민은
시가 觀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개략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하여야 개별적인
백성들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토속과 풍속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는 민은시의 경우에도 그 중심은 백성들의 실제 생활상을 묘사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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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王室의 威嚴과 文化的 自矜
(1) 王室의 威嚴과 讚頌
민은시의 가장 처음에는 江華府留守 金尙翼이 지은 강화부의 사적에 대한 시가 수록되
어 있다. 여기에서는 강화부의 사적과 백성들이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모습, 또한 바닷가
백성들의 생활상 등 다양한 내용을 시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강화도는 규모가 다른 지역
과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곳이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정에
서는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경과 함께 특별히 관리하던 지역이었다. 이곳은 고려시대의 왕
릉 등 많은 사적이 있으며, 조선초기부터 왕실의 중요 전적을 보관하던 史庫를 두었던 곳이
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鼎足山史庫가 중요한 外史庫의 하나로 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조선왕실과 관련된 사적이 다수 존재하였는데, 민은시
에서는 이것을 소재로 조선왕실의 威嚴과 昌盛을 노래하고 있다.
<진전(眞殿一章)>
아름다운 진전에는 위엄있게 곤룡포를 입고 계시네.

穆穆眞殿 有儼龍袞

누가 천손이라 하였나? 바로 오 척 가까이에 있다네.

誰謂天孫 尺五之近

바라볼 수도 의지할 수도 있어 매일 밝은 빛을 베풀어주시네.

載瞻載依 日襯耿光

백성들이 별처럼 모여 북극성을 향해 조아림이 지극하네.

庶民猶星 北拱之誠

이 시는 강화도에 있던 태조를 비롯한 역대 임금의 어진을 봉안하였던 長寧殿을 묘사한
것이다. 태조와 세조의 어진을 全州 慶基殿에서 강화도로 옮기려 한 것은 1622년(광해군
14) 12월에 있었다. 왜란을 겪고 난 후 전주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교적 안전한
강화도로 옮기려 하였다. 하지만 사헌부의 반대로 중지되었다.18) 그 후 1695년(숙종 21)
8월 7일 숙종은 강화도에 역대 임금의 어진을 봉안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長寧殿이다.19)
江華府留守 金尙翼은 시에서 어진을 봉안하고 있는 진전의 모습과 어진의 모양을 간략하
면서도 위엄있게 그리고 있다. 또한 천명을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전혀 다른 세계
에 있다는 거리감을 가질 수 있는데, 시에서 바로 앞에서 백성들에게 온화한 모습으로 은혜
를 베풀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백성들과
18) 光海君日記 권184, 14년 12월 15일(丙子).
19) 肅宗實錄 권29, 8월 7일(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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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의 친근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백성들이 더욱 존경과 흠모를 하고 있음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 외 강화도에 있던 鼎足山史庫를 읊고 있는 <사각(史閣一章)>이나, 병자호란 때 순절
한 仙源 金尙容을 포함한 충신을 모신 사당을 읊고 있는 <충렬사(忠烈祠一章)> 등도 선원
보와 역사서로 대표되는 조선 왕실의 위용과 역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왕실의 위엄을 노래한 것은 태조가 태어난 영흥의 민은시에도 중요한 제제로 등장하고 있다.
<어필비각(御筆碑閣)>
반듯한 옥돌 높고 높으니 어필을 새겨 빛나네.

貞珉峨峨 寶刻煌煌

그 손들은 날로 돈독해져, 흥업의 임금 그리워하네.

曾孫日篤 慕厥興王

이에 비를 세워서 옛 고을에 정려하였다네.

爰樹之碑 爰㫌舊鄕

지금도 잊지 않으니 옛날의 드리운 빛이 있음일세.

在今不忘 于古有光

신은 머리를 조아리며 그 빛이 끝이 없기를 축원하네.

臣拜稽首 以祝無疆

永興府使 朴相德이 지은 것으로 함경도 영흥부 흑석리에 세워진 太祖誕降記念碑閣을 소
재로 한 시이다. 이 비가 세워진 것은 1755년(영조 31) 1월이다. 함경도 영흥의 유학인 조동
빈이 태조가 태어난 곳에 비석을 세워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상소를
올리자, 영조는 ‘太祖大王誕生舊里’라는 8자를 직접 써서 비석에 새기게 하고, 그 碑陰記도
직접 지었다.20)
여기서도 태조대왕이 태어난 곳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어필비석을 소재로 태조는 물론
태조를 기리는 일을 성대하게 이룬 영조의 업적을 크게 표현하고 있다. 그 태조의 후손들이
날로 번성하여 조선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항상 태조의 흥업을 흠모하고 있음을 나타내었
다. 또한 태조가 이룬 그 흥업의 빛이 아직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처
럼 빛나는 왕조가 길이길이 이어지기를 축수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태조에서 이어져
영조에 이르는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찬양하면서 은연중에 영조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다.
이처럼 왕실의 위엄을 표현하고 찬송하는 내용의 민은시는 왕실과 관련된 사적이 있는
강화도와 영흥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역대 왕들의
어진을 모시고 있던 전라도 전주와 경상도 경주의 민은시에는 이와 같은 소재의 시가 있었
20) 영조실록 권83, 31년 1월 4일(戊寅). 魏昌祖, 北道陵殿誌 卷5에는 이 비가 건립되는 자세한 과정
과 영조어제의 비음기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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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민은시를 채집하여 민풍을 알아보려는 영조에 대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정치를 이룩한 요·순에 견주는 내용의 시들도 각 도별로 한두 수는 존재하
고 있다. 백성들을 자신의 동포요, 적자로 인식하고 있는 영조의 백성관에 대하여 백성들과
이를 대표하는 방백과 수령들은 조선 왕실은 물론 영조에 대해 진정어린 흠모와 찬송을
보내고 있다.
(2) 文化民族의 自矜
앞서 살펴본 왕실이나 임금에 대한 찬송과는 조금 달리 우리 민족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
을 담고 있는 시들도 살펴볼 수 있다. 京畿道觀察使 李景祜의 시는 조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담고 있다.
아름다운 京畿 땅이여 교화의 유풍이 시작되도다.

翼翼邦畿 風化攸始

중화의 자취가 있는 곳이며, 漢水의 물가에 있도다.

維華之趾 維漢之涘

넓고 넓은 성인의 어짐이 멀고 가까울 것이 없구나.

溥愽聖仁 無遠無邇

그 근본이 드리워지니, 아! 나에게까지 밀려오는구나.

惟其本根 繄我偏被

이 도읍의 융성함은 다른 곳에도 그 위의가 있도다.

隆此上都 儀彼外域

아! 천만년토록 동서사방의 끝까지 이르리라.

於千萬年 四方來極

조선 왕조의 중심인 한양을 품고 있는 곳이 말 그대로 바로 경기이다. 모든 문화가 탄생
하는 곳이며, 임금의 교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임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있기 때
문에 모든 문물의 중심이 되니 더욱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임금의
시대는 모든 문명의 중심으로 인식되는 중화의 문화가 가장 번성하였으며, 堯·舜·禹·湯,
孔·孟 등 성현의 교화가 젖어들어 멀고 가까움을 구분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음을 자랑
하고 있다. 조선이 비록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약소국이지만 문화만은 중화의 문화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이루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처럼 성현의 덕이 이루어지니
그 교화가 백성들에게까지 밀려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교화의 덕은 동서사방의
다른 모든 지역까지 확산되어 천만년토록 이어질 것임을 노래하였다.
경기도관찰사 이경호와는 달리 開城府留守 蔡濟恭의 경우에는 개성이 고려왕조의 왕도
로 번성을 하던 곳임을 상기하고 <숭악(崧嶽八章章十二句)>을 통하여 고려의 흥망성쇠를
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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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악의 구름 일었다 사라지고, 숭악의 달 기울었다 차네.

崧之雲起滅 崧之月虧盈

그 아래 누대 있으니, 고려 오백 년의 서울이라.

其下有臺 五百年神京

참으로 어려웠네. 고려 태조 나라를 엶이여!

厥惟艱哉 麗祖開創

삼한을 통일하였으나 멀리 만년을 누리지 못하였네.

三統于一 遐不萬年是享

후대의 왕이 왕노릇 못하니 우리에게 무너질 좋은 실마리를 주었네.

後嗣王不辟 壞我好基緖

세세토록 덕을 닦게 했으면

如使世世修德

비록 지금까지 있더라도 천명은 떠나지 않았으리.

雖至今存 天命不去

樊巖 蔡濟恭은 당대 최고의 정치가이며 문인으로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전조의 도읍에
있으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성의 진산인 숭악의 모습을 바라
보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세월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우뚝 솟아있는 숭악을 대비하고
있다. 또한 그 속에서 옛 고려의 서울을 회고하는 시인의 모습을 등장시킴으로써 500년
고려의 역사를 조망하는 호쾌한 안목을 느낄 수 있다. 비록 전조이지만 삼한을 통일하고
왕조를 개창한 고려 태조의 빛나는 업적을 칭송하고 있다. 하지만 후세들이 그 업적을 오래
도록 계승하지 못함을 슬퍼하고 있다. 번암의 인식에는 고려와 조선을 의식적으로 구분하
고 있지 않다. 자신이 조선의 백성이라고 하여 조선의 개국만이 칭송하지 않았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후대의 왕들에게 덕을 닦게 했다면 지금까지도 천명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왕에게 주는 번암의 諫言을 담고 있다. 끊임없이 덕
을 닦지 않으면 언제든 고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이면에 담고 있는 것이다. 번암
의 호방한 인품과 문학적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平安道觀察使 黃仁儉의 <패수(浿水八章章八句)>는 평양의 대동강을 소재로 한 것
으로 箕子의 遺風을 계승하였으며, 八條의 아름다운 가르침과 九疇의 큰 덕목이 아직도 남
아 있어 예악과 의관문물이 小中華라 일컬어지고 있다고 노래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점차
그러한 풍속이 없어지고 개인의 이익만을 탐하는 무리들이 가득해짐을 안타까워하는 시를
짓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 개성부, 평안도 등 우리나라 역대의 도읍이나 왕실 관련 유적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높은 문화 수준과 자긍심을 노래하고 있다. 물론 끊임없이 덕을
닦고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간언을 잊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점차 변해가는
인심과 사회에 대한 우려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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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言-價値와 意義
兩都八道民隱詩는 1764년(영조 40년) 11월 9일 경연에서 시경의 ｢빈풍｣ 편을 읽던
英祖가 백성들의 생활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강화부와 개성부 양도와 팔도의 수령들에게
민은시를 지어 올리라는 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해인 1765년 윤2월 16일에 양
도와 팔도의 민은시가 수습되었으며, 왕명으로 첩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영조의 명으로 첩
을 이루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당시에는 양도와 팔도의 민은시가 모두 수록되어 있었을 것
이나, 현재 남아있는 이 자료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민은시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처음 민
은시가 장첩될 때는 온전히 4첩이었으나 일제시대의 혼란을 지나고, 이왕직 도서의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민은시를 담고 있는 秋’첩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되었
다.
민은시에 수록된 내용은 왕실의 위엄과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담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
나 영조는 이러한 민은시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강화도에서 올린 민은시를 보고 “누가
이런 德談을 하라고 하였는가?”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 민은시가 백
성들의 힘든 생활상을 가감없이 묘사하고 있음을 보고, 바로 이러한 것을 모범으로 삼아
짓도록 명을 내리고 있다.21) 또한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리고 있다.
경기감사의 시 중에서 “올 해 풀칠하던 밭을 팔고, 지난해는 송아지도 팔았네.(今歲
鬻田, 去歲賣犢.)”라고 하였는데, 마치 그 상황을 보는 듯 하였다. … 상이 말씀하시기
를, “날이 춥기가 이와 같으니 승지는 형조의 죄인들을 살펴보고 경미한 죄인은 석방하
라.”하였다. 비망기에 이르기를, 한 해가 이미 저물고, 날이 춥기가 이와 같으니, 아아!
각도는 더욱 심하여 마을의 굶주린 백성들 항아리에 곡식 쌓아두지 못하였으니 어찌
배고픔을 이겨낼까? 상자엔 몇 자의 옷감도 없으니 어떻게 추위를 이겨낼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비록 궐에서 따뜻한 옷을 입고, 밥을 먹어도 어찌 맛이 있으랴? 몸이
오히려 추워 겨우 어사에게 명하여 백성의 근심을 어루만지기 열심히 하는지 못하는지
물어오게 하였네. 구휼함은 봄에나 있으니 새해 되기 전부터 굶주린 백성들 무엇으로
살아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고 백성들의 고통이 나에게서 나왔으니 비록 구휼하기
전에라도 백성들의 근심을 어루만져주어 나의 백성 한 명이라도 구학에 뒹구는 이가
없게 하도록 즉시 양도 유수와 팔도의 도신들에게 명을 내리라. 아! 오늘 민은시 몇

21) 承政院日記 英祖40年 12月 14日(辛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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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읽어보니 어린 백성들의 곤고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듯하다. 아아! 내 나이 일
흔 하나인데 어찌 참아 하루하루 보내겠는가? 힘쓰고 힘쓸 일이라고 모두에게 명을
내리노라.22)

세금을 낼 수 없는 병든 노인이 옥에 갇혔다는 내용의 민은시를 읽고서, 영조는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을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 경미한 죄인들을 방면하게 하고, 모든 지방관들
에게 백성들의 곤고한 삶을 구휼하는데 힘쓸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조가
바라던 민은시의 모습이다. 임금에게 阿諛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묘
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체감하고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은시를 짓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한 영조의 의도대로 민은시의 대부분은 각 지역마다의 특색을 담고 있는 다양한
백성들의 생활상을 그려내고 있다. 강화도와 경기도, 충청도 지역은 염전, 고기잡이, 누에치
기, 밭농사의 과정 등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화전민의 생활과 납세의 폐해 등을
담고 있다. 함경도와 평안도는 변방지역의 군사관련 내용의 시가 특징을 이루고 있다. 황해
도의 민은시는 부녀자들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방직이나 누에치기 등과 長山의 祭堂 등 풍
속과 생업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兩都八道民隱詩는 조선 후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도의 알려지지 않았던 민간의 가요와
백성들의 삶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문학적으로나 음악적으로도 연구가치가 높다. 이 민
은시는 군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
만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고, 고통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
방백과 수령들이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각도의 지역 생활사와 연관하여 조선 후기 백성들의 생활을 좀더 다양한 각도에
서의 심층적인 연구가 과제로 남아있다. 각 지방에 남아 있는 고문서나 일기 자료 등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연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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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承政院日記 英祖40年 12月 14日(辛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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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ves of People in Late Chosun Dynasty Appeared in

Yangdopaldo-Mineunsi

Eo, Kang-seok

This paper defines the meaning of Yangdopaldo-Mineunsi(K4-0152) owned by
Jankseogak 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the aspect of a history of literature,
examining the process of compilation and bibliographic features. Mineunsi is made by
an order of King Yeong jo which was for chieftains of two cities of Kanghwabu and
Kaeseongbu and eight provinces to write poems composed of people's suffering to
inquire about the lives of people. Mineunsi originally consisted of four volumes of
‘Choon-Ha-Choo-Dong’(春夏秋冬) but the volume of ‘Choo’ including poems composed
of suffering of people in Kyengsang and Jeolla provinces was lost because of the matter
of custody.
Through Mineunsi we can see various lives of people revealing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each region. Kanghwado, Kyenggido, and Choongchungdo show subject
matters of salt farming, fishing, silkworm breeding, and the process of field farming.
Kangwondo has matters of lives of slash-and-burn farmers and abuses of the payment
of taxes. Hamkyengdo and Pyengando feature poems of things related with military in
border areas. Customs and professions such as lives of ladies, cape of Jangsan, sacrificial
rites of Jangsan are written in the poems of Hwanghaedo.

Yangdopaldo-Mineunsi is a crucial research material including real lives of people in
late chosun dynasty, so that i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tudying regional life
history. Furthermore, it is of great value in literature and music in that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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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songs and people's lives in each region are subjec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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