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일록(南遷日錄)』에 나타난 심노숭(沈魯崇)의 자기 고백
왕실문헌연구실 하 은 미(2017.04.14.)

조선 후기의 대표적 문인이었던 심노숭(沈魯崇, 1762~1837)은 1762년(영조 41) 심낙수
와 한산 이씨 사이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790년(정조 14) 때 진사시에 합격
하였지만 8년이 지나도록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정조 승하 후 노론 벽파 정권에 의해
이미 죽은 아버지 심낙수를 대신해 기장으로 유배를 가서 6년을 보냈다.
심노숭은 다른 어떤 문인들보다도 자기 삶을 직접 기록하는 데에 열중하였다. 경상도 유
배 시절(1801~1806년)에 자신이 겪었던 삶을 기록한 유배일기 『남천일록(南遷日錄)』(20
책)을 시작으로 자기 삶을 지속적으로 기록해 나갔다. 그는 『남천일록』이외에 일기 형식
의 『경사일록(冏寺日錄)』과 『성교일록(城郊日錄)』을 남겼으며, 편년체 형식의 『자찬연
보(自撰年譜)』를 작성하였고, 항목별 분류를 통해 자기 삶을 기록한 『자저실기(自著實
記)』를 쓰기도 했다. 그는 자기를 미화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기술하고자 하였으
며, 더 나아가 숨기고 싶은 비밀까지도 과감하게 기록했다.1)
이들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결벽증에다 조급한 성격, 기록벽, 과벽(果癖)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다. 또 담배 피우기를 즐겨 했으며, 지팡이나 화로 모으기를 좋아했다. 여러 가지 벽
(癖)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섬세하고 예민한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한 남편이며 딸을 아끼던 아버지였다.
1792년 동갑내기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거의 2년간의 작품들을 모두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문으로 채웠는데, 다른 문인에게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감상성(感傷性)이 농후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그의 문집인 효전산고(孝田散稿)(58책)에 실려 있는 <망전제망실문(望奠祭亡
室文)>이다.
<望奠祭亡室文>2)
(전략)
前年此日 憶在南園

작년 이날 남산 아래 집을 추억하니

氷盤餠窊 歡笑當軒

쟁반에는 떡이 담기고, 마루 위엔 웃음소리 넘쳐났지.

兒能紉粽 子爲斟樽.

아이는 찹쌀떡을 이어 놓고, 당신은 나를 위해 술을 따라 주었네.

兒醉吟詩 竟晝及昏

나는 취해 시를 읊조리다 보니 밤이 다 되었지.

牢落至今 在家如客

지금은 혼자 댕그러니 남아 집에 있어도 나그네인 듯.

如子不昧 爲我深慽

그대 혼령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이런 나를 보고 깊이 근심할 것이외다.

餘花繞堂 鳴蜩在林

남은 꽃들 집을 에워싸고 나무에선 매미 울어대는데

天雲地水 庶幾來臨

하늘에 구름 유유히 지나가고 땅에는 강물 흘러가네. 그대여 부디

尙饗

와서 임하소서. 상향.

1) 정우봉, 「심노숭의 남천일록에 나타난 내면고백과 소통의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제52집,
2013, pp.264~265.
2) 김영진 번역,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6,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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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65일에 이르는 유배 기간 동안 심노숭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작성했
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일상의 작은 이야기부터 정치적 사안이나 인물 등 다양한 주제를
글로 남겼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다음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남다른 성욕 때문
에 자책과 회한을 토로하는 나약함을 보이기도 했다.3)
[1] 余平生無嗜好, 十餘年來, 進就之念, 亦索然無意. 惟不能遽斷者, 是情欲, 殆如氣
質之病, 不可以易變也.
심노숭(1801.10.2.), 『南遷日錄』4책
나는 평생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없었다. 10년 이래로 벼슬에 나갈 생각도 사그라
들었다. 오직 끊을 수 없는 것이 정욕이었으니, 기질의 병과 같아서 쉽게 바꿀 수
가 없었다.

[2] 余平生最苦, 情病過人. 三十歲以前, 殆汲汲如狂人. 一涉情邊, 不知世間有羞恥事,
非不欲猛自省剋, 而終不能擺脫出. 嘗自謂天下事, 幾皆有自信, 而此事無可奈何, 盖其
實情則然. 三十四五歲, 氣始衰而心猶不衰. 辛酉以後, 氣與心, 漠然死灰.
심노숭(1804.3.27), 南遷日錄 11책
내가 평생 가장 괴로워한 것은 성욕을 억제하지 못함이 남들보다 지나친 것이었다.
내 나이 서른 살 이전에는 거의 미친놈처럼 집착하여서, 성욕과 관련된 일이라면
세상에 창피한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아주 통렬하게 반성하여
극복하려 했지만 끝내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일찍이 내가 생각하기를 세상의 모든
일은 거의 모두 다 자신이 있었다지만 성욕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 대
개 실제 일의 정황이 그러했었다. 서른네댓 살 이후엔 기력은 빠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하였다. 신유년 이후로는 기운이나 마음이 사그라진 재처럼 되었다.

[3] 一段情病, 卽余平生所自苦者, 六年窮居, 便如坐佛, 不知世間有此事矣. 甲子移接
城東公廳時, 其隣有吏屬之妻, 年少孀居者, 貌狀頗不麤門牕相對, 笑語近聞. 吾未嘗有
意, 而亦未嘗無意, 德八兩童頗知之. 數月還寓後,仍忘之矣. … 其事可謂一笑, 而備之
爲情史逸事, 亦未謂不可耶.
심노숭(1806.6.1), 南遷日錄 20책
정욕의 병통은 내가 평생 괴로워하는 것인데, 6년 동안 곤궁하게 지내니 좌불(坐
佛)처럼 되어 세상에 그러한 일이 있는 줄 모르게 되었다. 갑자년(1804)에 성동 쪽
관청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에 그 이웃에 아전의 아내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
인이 살고 있었다. 얼굴이 자못 추하지 않고, 문과 창을 마주하여 그녀가 웃고 말
하는 소리가 가까이 들렸다. 나는 마음이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없지도
않았다. 덕삼과 팔십이 두 아이는 잘 알고 있었다. 몇 개월 지나 집으로 돌아온 뒤
로는 잊고 지냈다. … 이 일은 한 번 웃을 일이라고 할 만하며, 정사(情史)4)의 일
사(逸事)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3) 박동욱, 「조선시대 일기에 나타난 성 의식-보이는 성, 숨겨진 성」, 『漢文學論集』39집, 2014,
pp.75~77
4) 명말 문인 풍몽룡(馮夢龍, 1574~1646)의 『정사(情史)』를 이름.

- 2 -

[1] 南遷日錄, 4책,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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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南遷日錄, 11책,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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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南遷日錄, 11책,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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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南遷日錄, 20책,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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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南遷日錄, 20책,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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