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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지난 2016년 5월 해양역사인물을 17일
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정약전(丁若銓, 1758~1816)도 포함
되어 있다. ‘조선의 어류연구가’라는 측면이 선정된 배경이었다. 정약
전이 1801년 신유박해로 흑산도에 유배되어 섬에서 자산어보(玆山魚

譜) 를 집필한 실학자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실제 정
약전의 유배생활과 그가 지닌 해양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본고는 그의 흑산도 유배생활과 저술활동에 나타나는 섬 문화 인식을
검토하여 해양인물로서의 면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이 글은 필자가 발표한 논문｢정약전의 흑산도 유배생활과 저술활동｣( 지역과 역사 36,
부경역사연구소, 2015)을 토대로 정약전을 ‘한국의 해양인물’로 내세울 수 있는 근거에
초점을 맞춰 일부 원고를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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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약전의 기록과 두 개의 흑산도
1. 흑산도 유배생활 관련 기록
정약전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이다. 압해 정씨이며, 자는

天全, 樓號는 一星, 齋號는 每心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巽菴이라는
호는 섬으로 유배된 뒤 사용한 것으로, ‘巽’은 들어가다[入]의 뜻을 지
녔다. 1758년 3월 1일 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해당하는

馬峴 사택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진주목사를 지낸 載遠이고, 어머니
는 해남윤씨이다.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의 친형이다. 이윤
하·이승훈·김원성 등 서울의 젊은 사류들과 교유하며 견문을 넓혔
고, 이익의 학문에 심취하였다. 이어 권철신의 문하에 나아가 학문을
더 깊이 있게 배웠다. 1783년(정조 7)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
으나 관직에 큰 뜻을 두지 않다가 1790년에 이르러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이후 전적·병조좌랑의 관직을 역임하게 되었다. 정약전
은 서양 학문과 사상을 접한 바 있는 이벽·이승훈 등 인사들과 교유
하고 특별히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들을 통해 서양의 曆數學을 접하
고 나아가 천주교에 마음이 끌려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 정조 임금이
사망한 후 정약전의 집안은 당시 국가에서 금지하던 천주교를 신봉했
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다. 신유박해로 인해 1801년에 형
제인 정약종은 목숨을 잃게 되고, 정약전(이하 글에서는 손암으로 호
칭함)은 흑산도로, 동생인 정약용은 강진으로 각각 유배된다.
그동안 자산어보 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정작 손
암의 유배생활 관련 연구는 매우 미진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사료
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연세대본 여유당집 에 수록된 손
암의 詩文이 새롭게 발견되어 학계에 알려졌다.1) 이 시문은 흩어져
｜해양인물전｜ 최성환, 섬 사람들의 벗이 된 흑산도 유배인 정약전 129

있는 여러 자료들과 함께 유배생활의 구체적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중
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손암의 유배생활과 관련 된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정약전 흑산도 유배생활 관련 자료 목록
구분

자료명

출처

1

유배시절 다산에게 보낸 편지 13통

洌水全書
(한국학중앙연구원 본)

2

황상과 관련하여 다산에게 보낸 편지 1통

茶山與黃裳書簡帖

3

다산이 손암에게 보낸 편지 17통

與猶堂全書

4

先仲氏墓誌銘

與猶堂全書

5

兄子學樵墓誌銘

與猶堂全書

6

손암 詩文

與猶堂集(연세대 본)

7

‘大黑小黑紅苔四島呈本官’ 등 관문서 3편

與猶堂集(연세대 본)

8

附書後(巽館)

與猶堂集(연세대 본)

9

漂海始末

柳菴叢書

10

玆山魚譜

가람본 등 8종필사본

11

松政私議

雲谷雜櫡 등

12

經世遺表

與猶堂全書

13

‘奉簡巽菴’ 등 정약용 시문

與猶堂全書

14

相贊契始末(이강회 저술)

雲谷叢書

아쉽게도 일기류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흑산도 시절의 고
민과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다산과 주고받은 편지 31편이 남아
있다. 또한 다산이 작성한 손암과 아들 학초의 ‘묘지명’에도 관련 내용
이 언급되어 있다. 무엇보다 손암의 시문은 현지 공간과 교류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연세대본 여유당
집 에는 ‘鎭下民人等狀草’, ‘巡營報狀草’, ‘大黑小黑紅苔四島呈本官’이
라는 제목의 官文書 세편과 ‘附書後’라는 이름 밑에 손암의 산문 1편
1) 허경진, ｢새로 발견된 손암 정약전의 시문집에 대하여｣ 南冥學硏究 3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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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2) 관문서는 손암 유배생활 당시 흑산도권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등장초와 관초는 유배인이 많이
와서 섬 주민들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고, 본관에게 보내는 문서
는 대흑산도·우이도·홍도·태도 주민들의 기근현상에 대한 것이다.3)
시문과 함께 수록된 것으로 보아 손암이 초안 작성에 조언했거나 뭔
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附書後’의 내용은 유배지 흑산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언급하고, 거주환경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면을 소개하
면서 강진은 어떠한지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松政私議 , 표해시
말 , 자산어보 등은 흑산도에서 집필한 대표적인 손암의 저술이다.
그 저술배경과 내용을 통해 유배생활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외 다
산의 시문에서 손암에 대한 언급한 글이 다수 남아 있어 참조가 된다.

相贊契始末 은 이강회의 저술로 손암에 대한 언급이 간략하게 실려
있다.

2. 두 개의 흑산도
손암은 우이도와 대흑산도를 오가며 유배생활을 하였다. 유배인이
두 개의 섬을 오갈 수 있었던 것은 흑산도가 지닌 공간적 특징 때문
이다. 우이도는 현 전남 신안군 도초면에 속한 작은 섬이다. 육지인
목포와 65km 떨어져 있으며, 대흑산도와 우이도에서 약 38km 거리이
다. 조선후기에는 우이도는 ‘소흑산도’로 불렀다. ‘우이도’라는 고유 명
칭이 있었지만, 이 무렵에는 현 대흑산도와 같은 권역으로 인식되며
‘흑산도’로 통칭되었다.4) 이러한 특징 때문에 조선시대 사료에 나타나

2) 이 책에도 ‘松政私議’가 수록되어 있다. 雲谷雜櫡 와 같은 내용이다.
3) 김영원, 앞의 논문, 2012, 292~293쪽.
4) 1872년 제작된 ｢전라우도나주지방흑산도지도｣에 우이도가 소흑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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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흑산도’라는 기록을 살필 때는 그곳이 ‘대흑산도’인지 ‘우이도’를 칭
하는 지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유배인의 경우 흑산도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가 어디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흑산도와 우이도가 같은 섬으로 통칭된 것은 수군진 설치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5) 우이도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김약행의 기록에 다음
과 같은 표현이 남아 있다.

지금 우이도에 別將이 거주하는 鎭을 설치하여 또한 小黑山이라 칭하니,

朝士로 귀양살이 온 자들은 모두 牛耳鎭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된다.6)

이 기록은 두 가지 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첫째, ‘우이도’에 수군진
이 설치되면서 ‘소흑산도’로 부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육지에서 조금
더 가까운 우이도에 수군진을 설치하여 행정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둘째, 흑산도로 유배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우이도에 머물렀다는 점이
다. 육지에 더 가깝고, 유배인의 인계가 일단 우이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때문에 흑산도 유배인 가운데 대흑산
도에 가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였다. 반대로 같은 관내로 간주되어 두
섬을 오가며 유배생활을 한 경우도 있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유배인
이 보내졌고, 유배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좀 더 큰 섬인 대흑산
도로 적거지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최익현의 기록에는 “1676년에
본도(우이도)와 흑산에 각각 관해(官廨)를 설치”, “귀양 와서 흑산에
사는 사람은 대흑산이나 소흑산이나 자기 편의대로 하였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7) 따라서 우이도 수군진은 1676년에 설치되었고, 그 후 두
5) 최성환,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흑산도｣
36, 2010, 142~144쪽 2장 1절 참조.
6) 金若行, ｢遊黑山記｣ 仙華遺稿 , 목민, 2005, 273쪽.
7) 최익현, 국역 면암집 3, 솔, 1997,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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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흑산도’가 동시대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Ⅱ. 흑산도 유배생활 시작과 끝
먼저 손암이 흑산도로 입도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산이
지은 손암의 아들 학초 묘지명에 유배 길에 대한 언급이 있다. 1801년
2월 9일 투옥되어 2월 27일 손암은 신지도에 정약용은 장기에 유배되
었다. 그해 겨울 손암의 조카사위인 황사영백서 사건으로 인해 두 형
제는 다시 투옥되었고, 얼마 후 손암은 흑산도로 정배되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배되었다.8) 형제가 나란히 귀양길에 올랐고, 학초가 배웅
하였다.
학초는 11살의 어린 나이였는데, 화성 남쪽 유천의 한 점사에서 전
송하였다. 당시 집에 외국에서 들여온 蛇眼珠 1매가 있었다. 사안주는
큰 구렁이의 눈동자인데 대체로 이 구슬이 있는 곳에는 뱀ㆍ독사 따
위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뱀ㆍ독사를 만날 경우에 곧 이 구슬로
비추면 뱀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어 마른 나무가 되어버린다고 알
려진 기이한 보배였다. 학초는 울면서 이 구슬을 유배 길을 떠나는 아
버지에게 바쳤다. 당시 상황에 대해 ‘兄子學樵墓誌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9)

“흑산도는 초목이 무성하여 뱀ㆍ독사가 많으니 이 구슬로 스스로를 보
호하소서.”하니, 손암선생이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한편 눈물을 줄줄
흘렸다.
8)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다산시문집 제16권, 墓誌銘, ‘兄子學樵墓誌銘’. 이하
‘兄子學樵墓誌銘’으로 약칭함.
9) 兄子學樵墓誌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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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11월 5일 한성에서 출발한 형제는 과천 공주를 지나 11월 21
일 나주목 율정주점(현 나주시 대호동)에서 마지막 잠을 함께 자고 각
각 유배지로 떠났다. ‘先仲氏墓誌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형제는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귀양길을 떠나 羅州의 城北 栗亭店
에 이르러 손을 잡고 서로 헤어져 각기 配所로 갔으니, 이때가 신유년
11월 하순이었다.

이후 손암이 어떤 경로로 흑산도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려
져 있지 않다. 다만, 약 75년 후인 최익현의 기록을 통해 그 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錦城邑 서쪽에서 1백 리쯤 떨어진 靈光 多慶浦에 이르면 수로를 따라
어슷비슷 나열되어 있는 수없는 섬 사이를 지나서 飛禽島 앞 바다에 도
착하면 대해가 된다. 여기서 서남 방면 40~50리를 가면 우뚝 솟아 2층으
로 된 산이 있는데, 앞은 낮고 북향하며 뒤는 높고 남향하였으니, 내외
24개의 섬 중에 가장 높고 웅장하니, 이것을 牛耳島라 한다.10)

다경포는 현재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에 해당된다. 당시 조선
시대 수군만호진이 있던 곳이다. 최익현은 2월 10일에 다경포에 이르
렀고, 이후 2월 16일에 우이도에 도착했다. 거리상 수로 1백 80리에
불과하였으나, 여러 섬 사이를 구불구불 이리저리 돌아 배로 가려면
매우 불편하여 다경포에서 출발한 지 6일 만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전
한다.11) 현 신안군 암태도, 팔금도, 안좌(기좌)도, 비금도를 경유하여
우이도에 입도하는 여정이었다. 손암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10) 최익현, 앞의 책, 1997, 28~29쪽.
11) 국립박물관, 앞의 책, 1957,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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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도에 도착했을 때 손암의 나이는 44세였다. 우이도에서는 진리
에 거주했다. 흑산진이 설치되어 있던 마을이다. 구전으로 손암이 살
았던 집터와 서당터가 전해온다. 현재는 모두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손암은 우이도에서 대흑산도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주한 시기는 일
반적으로 1807년 무렵으로 추정되어 왔다. 다산이 지은 ｢沙村書室記｣
가 1807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손암은 대흑산도로 옮긴 후 사리마
을에 서당을 열면서 동생에게 書室記를 써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이주 시기는 이보다 좀 더 빨랐을 것이다. 근거는 손암이 우이
도에서 문순득의 표류경험담을 바탕으로 표해시말 을 집필하던 상황
과 관련이 있다. 집필은 문순득이 귀환한 1805년 1월 이후부터 1806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집필 기간이 길지 않았음은 이강회의 운곡선설
(雲谷船說) 서문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손암이 기거가 불안하여 흑산도로 옮겨가야 할 형편이어서 그 대강만을
취하였기에 그 뒤를 이어 누락된 것을 보충하려한다.12)

손암이 문순득을 만났을 때 대흑산도로 옮겨가야할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이 표해시말 에서 누락된 내용을 보충한다
는 의미이다. ｢沙村書室記｣의 작성시기인 1807년까지는 상당한 터울
이 있다. 대흑산도 이주 문제로 문순득의 표류경험담을 자세히 적지
못했다면 적어도 1807년보다 이전인 1805년에서 1806년 사이에 이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손암은 왜 대흑산도로 옮기게 되었을까, 위 예문 중 “기거
가 불안했다”는 표현이 단서가 된다. 우이도는 유배지 가운데서도 생
12) 김형만·김정섭 역, ｢雲谷船說｣ 柳菴叢書 , 신안문화원, 2005,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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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환경이 가장 열악했던 지역이었다. 후대인물인 최익현도 처음에는
우이도에 살다가 대흑산도로 옮겼는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대흑산도·소흑산도는 본디 귀양살이하는 사람에게 支供하는 사례가 없
고, 대부분 자비로 하였다. 선생이 이때에 와서 양식 걱정이 매우 심하
므로 부득이 글방 스승이 되어 먹고 살 밑천으로 삼을 계획을 하였는데
책을 갖고 와서 배우기를 청하는 자가 10여 인이 되었다. 아침에는 배우
고 저녁에는 복습하여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니, 귀양살이의 마음을 달
래는 것이 소흑산도보다는 조금 나았다.13)

우이도 주민들의 생활 형편상 유배인을 보살필 만한 여유가 없었다.
때문에 좀 더 거주인구가 많았던 큰 섬인 대흑산도로 거처를 옮겨서
서당을 운영하는 것이 유배생활을 영위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었다. 손암도 비슷한 맥락이었을 것이다. 다산에게 보낸 편지에 당시
집안의 경제사정을 언급한 글이 있어 주목된다.

우리 집 부인들은 40여 년 동안 비록 능히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또한 궁
핍에 이르지도 아니하여, 재물을 쓰는 손이 미끄럽고 그 어려움을 알지
못했는데, 저 사변을 만난 뒤에 이르러 이를 줄이고 또 줄이며 절약하고
또 절약하는 경우도 오히려 옛날에 호사를 부리는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아이가 장가 갈 때 쓴 비용이 200냥에 이르러 지금은 빈손이 되었
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약과 이 몸이 먹어야 할 끼니는 생각하지도 못해
서 몇 식구의 남은 목숨이 바야흐로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14)

손암이 유배 된 후 아들 학초가 결혼을 했다. 이때 아버지 없는 결

13) 최익현, 국역 면암집 3, 솔, 1997, 78쪽.
14) 정해렴 편역주, 다산서간정선 , 현대실학사, 2002,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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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초라하게 치루고 싶지 않아 집안 형편보다 과용하게 된 것이 집
안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손암 자신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경
험이 부족했다. 유배생활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몰랐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비용을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각이 없었다. 같은 편
지에 스스로를 반성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나 또한 오래된 습관을 버리기 어려워 우이도에서 급하지 않은데다 쓴
것이 많았다. 沙眉村에 이르러서는 손에 1文도 없자 비로소 지금의 곤궁
이 전에 절약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으나 뉘우친들 소용없었다.15)

사미촌은 대흑산도 사리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대흑산
도로 옮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흑산도에서 적거한 곳이
왜 하필 사리마을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당시 대흑산도의 중심 마을은
진리였다. 우이도 진리와 마찬가지로 수군진이 있었던 마을로 최익현
의 경우는 이곳에서 서당을 운영하였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물고기 연구에 가장 적합한 마을을 선택한 것은 아닐지 추
정해 본다. 손암은 대흑산도 유배시절에 자산어보 를 완성하였다. 사
리 마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서 마을사람들 대부분은 바
다에서 어업으로 살아가는 곳이었다. 대흑산도에서 어업이 가장 발달
한 마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런 면에서 손암이 자산어보 집필
에 몰두할 수 있는 장소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손암은 1814년 자산어보 집필이 마무리 된 이후 다시 우이도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 때 사유는 묘지명에 밝혀져 있다. 동생인 다산이
방면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동생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우이도로 다시 되돌아갔다. 동생이 해배되면 필시 본인을 찾아올 텐
15) 앞 주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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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먼 바다를 두 번 건너게 할 수 없다는 애틋한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3년 동안 동생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결국 두 사
람은 생전에 다시 만나지 못했다. 묘지명에는 “서로 헤어진 16년 뒤인
병자년 6월 6일에 내흑산 우이보에서 59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치셨다”
로 기록되어 있다.16)
그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사람 역시 동생인 다산이었다. “외로운 천
지 사이에 우리 손암 선생만이 나의 지기였는데, 이제는 잃어버렸으
니, 앞으로는 비록 터득하는 바가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입을 열어 함께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차라리 진작에 죽
는 것만 못하다.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형제 종족들이 모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처지에 나를 알아
주던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슬프지 않으랴.”17)라는 글을 남기며
그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당시 다산은 형의 부음을 듣고도 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신
우이도 사람들이 손암의 장례를 정성껏 모셨다. 손암이 죽자 우이도
사람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였다. 다산이 이굉부(李紘

父)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온 섬의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다하여 장례를 치러주었으니, 이 마음 아
프고 답답한 바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18)

이후 5개월이 지난 11월 16일에 다산이 우이도의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어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 한다.

16) 先仲氏墓誌銘.
17)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다산시문집 제21권, 寄二兒.
18) 이덕일,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 다산북스, 2012,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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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耳의 文씨가 와서 보내준 서찰을 받으니 애통하고 위안되는 마음이
진실로 간절하였습니다. (중략) 服人은 가문의 운세가 불행하여 문득 仲

氏의 상을 당하였으니 애통하고 박절한 情理를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
니까?(중략) 이번 여름에는 賻儀도 이처럼 후하게 해 주셨으니 이는 진
실로 末俗에서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모
르겠습니다. 더욱이 全鰒까지 보내 주셨으니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
니다. 감사의 말씀을 일일이 다 못 드립니다. 丙子年 11월 16일 服人 茶

餠 50개를 보냅니다.19)

우이도 주민들이 정성껏 손암의 장례를 치렀고, 강진에 있는 약용에
게 부의까지 보낸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장례 후 시신을 운구해 오는
것도 당시 형편으로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묘지명에는 “그 뒤 3년
만에 율정(栗亭)의 길로 운구하여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20)

Ⅲ. 유배생활의 양상과 교류한 사람들
손암은 유배생활 중 섬 주민들과 줄곧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섬 주
민들과의 친밀성에 대해서는 묘지명에 잘 묘사 되어 있다.

바다 가운데 들어온 때부터 더욱 술을 많이 마시고 섬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내며, 교만스럽게 대하지 않으니, 섬사람들이 매우 좋아하여 서로 다
투어 주인으로 섬겼다.21)

19) 강진군, 茶山 丁若鏞 , 2008, 104쪽.
20) 先仲氏墓誌銘.
21) 先仲氏墓誌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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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암의 인품과 유배생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손
암이 대흑산도에서 우이도로 다시 이주하려고 할 때는 대흑산도 주민
들이 자기 지역에 더 머물기를 청하며 돌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했다.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해 온다.

“나의 아우로 하여금 나를 보기 위하여 험한 바다를 건너게 할 수 없으
니 내가 우이보에 가서 기다릴 것이다.” 하고, 우이도로 돌아가려 하니,
흑산도의 호걸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을 꼼짝도 못하게 붙잡으므로 공은
은밀히 우이도 사람에게 배를 가지고 오게 하여 안개 낀 밤을 타 妾과
두 아들을 싣고 우이도를 향해 떠났다. 이튿날 아침 공이 떠난 것을 안
흑산도 사람들은 배를 급히 몰아 뒤쫓아 와서 공을 빼앗아 흑산도로 돌
아가니, 공도 어찌할 수 없었다. 1년의 세월이 흐른 뒤 공이 흑산도 사
람들에게 형제간의 情誼로 애걸하여 겨우 우이보로 왔다.22)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궁핍한 섬 살림에 유배인의 존재는
큰 부담이었다. 너무 많은 유배인이 와서 섬사람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심하니 제발 유배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관문서가 남아 있을
정도였다.23) 그런 면에서 손암을 대하는 섬 주민들의 마음은 매우 특
별한 것이었다.
손암은 흑산도 유배시절 서당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기도 하고, 지역
의 식자층과 교류하면서 作詩로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도 하였다. 먼
저 후학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구전에 의하면 우이도에서도 서당을
운영했다고 한다. 현지에 ‘정약전 서당터’라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기록상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곳은 대흑산도 사리마을이다. 손암은 이
곳에 ‘沙村書室’을 열었다. 1807년 여름 다산이 지은 ｢沙村書室記｣가
22) 先仲氏墓誌銘.
23) 권오호 역, 金理守 傳記 , 신안문화원, 2003, 101쪽 등장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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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다.

내 형님 손암선생이 흑산도 귀양살이하신지 7년이 되어 5~6인 아이들이
따르며 사서와 역사를 배우게 되어 초가 두서너 칸을 지어 沙村書室이
라 이름 짓고 내게 서당기를 지으라 하시기에 누에 채반을 비유로 들어
이곳에서 글 배우는 아이들을 깨우쳐 준다.24)

이 서실의 원 건물은 사라졌고, 현재 사리마을에는 복원된 서당 건
물이 들어서 있다. 손암은 유배시절 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몽학의
휘(蒙學義彙) 를 지어 아이들의 교재로 활용하였다. 이 책은 다산이
지은 이아술의(爾雅述意) 를 바탕으로 재편집 한 것이다. 손암은 이
책을 강진의 다산에게 보내었다. 다산은 형이 편술한 책의 의미에 대
해서 존중의 마음을 표현했다. 편지에 “선생께서 지으신 몽학의휘가
왜 정엄하지 않겠습니까?”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25) 또한 한 서문에
“그 義例와 門目 같은 것은 내 형의 編述에 갖추어졌으므로, 다시 덧
붙이지 않는다.”고 하였다.26) 손암이 흑산도 유배시절 아이들의 교육
교재로 용이하게 재구성해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유배생활 중 식자층과 교류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연세대본
여유당집 에 수록된 손암의 시문은 당시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음은 허경진이 국역한 손암 시문집의 제목을 정리
한 것이다.27)

[1] 고기잡이 등불을 두보 시의 운을 짚어서 漁火拈杜韻

24)
25)
26)
27)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다산시문집 제13권, 記, 沙村書室記.
정석조 역, 詳解 玆山魚譜 , 신안군, 366쪽 1811년 편지글 ‘上仲氏’,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다산시문집 제13권, 序, 蒙學義彙序.
허경진, 손암 정약전 시문집 , 민속원, 2015,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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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마와 안개 霖霧截句
[3] 일본 표류선을 두보 시에 차운하여 2수 日本漂舶次杜韻 二首
[4] 가을장마 3수 秋霖 三首
[5] 뽕나무를 운으로 불러서 桑木呼韻
[6] 길쌈등불 績火
[7] 박생과 헤어지며 주다 3수 贈別朴生 三首
[8] 비온 후 새벽에 일어나서 雨後曉起
[9] 초10일 밤 계고재에 노닐며 2수 初十夜遊稽古齋 二首
[10] 저녁에 조암에서 노닐며 2수 晩遊鰷岩 二首
[11] 추석날 계고선생과 사포 길가에 노닐며 두보 시의 운을 뽑아서

仲秋同稽古先生遊沙浦路上拈杜韻
[12] 사포에 몇 명이 모여 두보의 시에 차운하다 沙浦小集次杜韻
[13] 사포선생 김옥에게 주다 贈沙浦先生金珏
[14] 심포 장노인에게 주다 贈深浦張老人
[15] 계고의 증별시에 받들어 답하다 奉和稽古贈別之韻
[16] 계고재에 보내는 편지 簡稽古齋
[17] 일출 日出
[18] 갈매기 鷗
[19] 파려경 2수 玻瓈鏡 二首
[20] 계고재에 보내는 편지 簡稽古齋
[21] 계고재에게 화답하다 酬稽古齋
[22]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 지은 시에 차운하다 次兒輩晨起韻
[23] 새해 첫날 계고재에게 화답하다 元日和稽古齋
[24] 3월 3일 계고재와 소사미에서 노닐다가 꽃을 보고 차운하다

三月三日同稽古齋遊小沙尾看花次韻
[25] 소사미 술회 小沙尾述懷
[26] 계고재와 함께 북주를 건너며 同稽古齋渡北洲
[27] 장창대에게 주다 贈張昌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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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김사대에게 주다 贈金四大
[29] 초7일 귀로에 입으로 불러 짓다 初七日歸路口號
[30] 장창대에게 부치다 寄張昌大
[31] 미용 아우의 시에 차운하여 화답하다 次韻和美庸弟

이 시문을 통해 유배생활 중 체류했던 공간, 교류인물, 작시의 주요
주제 등을 살필 수 있다. 적거지였던 사포에 모여 시를 지으며 시간을
보냈고, 소사미(현 소사리 마을)·조암 등을 함께 노닐며 시를 짓기도
하였다. 작시의 주제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었는데, 섬 생활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일출·갈매기·고기잡이·안개 등이 주제로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암의 시문은 혼자서 유배지의 외로움을 이겨내
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변 인사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성
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문에 등장하는 인명과 빈도는 아래
와 같다.

朴生 1회, 稽古 선생 9회, 金珏 선생 1회, 張老人 1회,
張昌大 2회, 金四大 1회, 丁若鏞 1회

선생이란 호칭을 사용한 계고와 김각의 경우는 손암과 같은 유배
객의 처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 사람 마주하니 모두가 나그네일
세”,28) “시름겨운 타향살이 나그네 신세 똑같은데”29) 등의 표현이 남
아 있다. 김각은 손암과 사리마을에 거주했고, 계고는 약 20리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았다.30) 이외에 박생은 우이도에서 처음 만난 사이
였는데, 대흑산도로 이주해 온 이후로도 교류가 지속되었다. “열흘을
28) 허경진, 위의 책, 52쪽 ‘初十夜遊稽古齋 二首’.
29) 허경진, 위의 책, 58쪽 ‘贈沙浦先生金珏’.
30) 허경진, 위의 책, 66쪽 ‘簡稽古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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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 물가에서 이야기 나누고 三旬은 馬廩에서 시를 지었지”라는 표
현이 남아 있다. 마름은 현 대흑산도 마리 마을을 칭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심포마을 장노인에 대한 시는 지역의 존경받는 촌로에 대한 공
경의 마음을 담은 시이다. 김사대와 장창대는 손암과 교류가 있던 지
역 인사이다.
손암의 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시문의 시작 앞부분에 기록된
다음의 내용이다.

朴鳳赫 仁甫는 암태도 사람인데, 사위 李恭默의 집에 왔다가 날마다 우
리 집을 찾아왔다. 시를 짓자고 조르는 것을 일과로 삼았는데, 내가 끝
내 사양하지 못했다.31)

박봉혁이라는 지역 인물이 손암을 찾아와 함께 시를 지으며 교감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공묵의 존재는 경주이씨대동보 에서 확인
이 가능하다. 경주이씨 益齋公派 33세손으로 字는 季平이고, 암태도
밀양 박씨와 결혼을 했다.32) 박봉혁과 이공묵은 당시 섬마을에 사는
향촌지식인으로 보인다. 적어도 손암과 작시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의
지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다. 인근 섬에 살던 주민이 찾아와 서슴없
이 作詩하기를 청할 정도로 손암은 지역민들과 친밀하게 지냈다.
섬사람과의 교류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장창대이다. 그는 자
산어보 집필의 최대 공로자였다. 그와의 만남 자체가 손암이 魚譜를
만들기 위해 자문해줄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자산
어보 서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 허경진, 위의 책, 38쪽.
32) 慶州李氏大同譜 , 卷之二十八 益齋公派編. 자료 제공 흑산도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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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섬사람들을 널리 만나보았다. 그 목적은 어보를 만들고 싶어서였
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말이 다르므로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
었다. 섬 안에 張德順 昌大라는 사람이 있었다. 두문불출하고 손을 거절
하면서까지 열심히 고서를 탐독하고 있었다. 다만 집안이 가난하여 책이
많지 못하였으므로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었건만 보고 듣는 것은 넓
지가 못했다. 성격이 조용하고 정밀하여 대체로 초목과 어조 가운데 들
리는 것과 보이는 것을 모두 세밀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
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믿을 만했다. 나는 드디어 이
분을 맞아 함께 묵으면서 물고기의 연구를 계속했다.33)

자산어보 집필에 장창대의 역할이 매우 컸다. 특히 “나는 드디어
이 분을 맞아 함께 묵으면서 물고기의 연구를 계속했다” 표현이 주목
된다. 실제 장창대와 같은 방에서 잠까지 함께 잤는지는 의문이나 함
께 연구에 매진한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섬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냈으며, 섬사람들의 바다에 대한 토착지
식을 자신의 학문세계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장창대는 현 흑산면 대둔도 사람이었다. 주민들의 족보에서도 확인
된다.34) 임자년(1792)생이며, 자는 德保로 기록되어 있다. 족보상으로
보면 당시 20대 청년이었다. 젊은 나이 때문에 그동안 장창대는 손암
을 보조하는 청년의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손암이 장창대를
위해 지은 시 ‘寄張昌大’를 보면 그렇게 단순한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장창대를
남들보다 뛰어난 선비라 하지.
33) 정석조 역, 앞의 책, 1998, 18쪽.
34) 仁同張氏世譜 卷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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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책을 언제나 손에 들고
오묘한 도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네.
초저녁부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바다 소리가 들려오누나.
어찌하면 한낮부터 밤이 다하도록
이치의 근원을 깊이 더듬어 볼까.35)

장창대를 ‘사림’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낮부터 밤까지 교감을 나누는
사이임을 묘사하고 있다. 또 다른 시 ‘贈張昌大’에서도 “바닷가의 선
비”로 표현하고 있다.36) 이러한 문맥상 손암에게 장창대는 자산어보
의 파트너이자 힘든 섬 유배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감
을 나누는 인물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살펴 볼 부분은 동생인 다산과의 편지를 통한 교류이다. 다
산의 편지는 손암의 유배생활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편지 내용을
통해 형제간의 깊은 우애, 학문적 격려, 유배생활의 고충 등을 엿볼
수 있다. 다산에게 보낸 편지는 모두 14편이 확인되고 있다. 13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필사본 洌水全書 속집4 書牘에 수록되어 있
고, 1편은 茶山與黃裳書簡帖 에 수록되어 있다. 茶山與黃裳書簡帖
에 수록된 1편은 손암의 편지가 다산의 제자인 황상과 관련된 내용이
어서 다산이 황상에게 보관하도록 주었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37)
이 편지는 흑산도 유배시절 손암 친필로 남아있는 유일한 편지이다.
다산이 손암에게 보낸 편지는 17편으로 여유당전서 권20 書에 수록
되어 있다.
바닷길을 사이에 둔 손암과 다산 형제는 편지로 형제의 우애와 학
35) 허경진, 앞의 책, 2015, 82쪽.
36) 허경진, 위의 책, 79쪽.
37) 정민, 다산의 재발견 , 휴머니스트, 2011,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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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교감을 나누었다.38) 흑산도에 유배된 손암도 학문적 열정을 놓
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서로의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이 매우 심도
있게 오고가고 갔다. 특히 다산은 자신의 저술내역을 편지로 알려오고
형으로부터 그에 대한 조언을 받는데 힘을 기울였다. 다산이 보내온
저술을 읽어보고 그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것이 손암 유배생활의 중요
한 일상 중 하나였다.
아우지만 다산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이론을 높이 평가하였다. 단
순히 격려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꼼꼼하게 전달하였다. 손
암은 다산에 비해 학문적인 역량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편지의 내
용을 보면 그가 다산의 학문을 평하고 지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
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이 손암의 지적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묘지명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내가 공의 말을 조용히 생각해 보니 참으로 바꾸지 못할 확론이었다. 따
라서 이미 썼던 원고를 모두 버리고 공의 말대로 다시 원고를 작성하였
다. 그러고 보니 儀禮 庭縣의 순서와 周禮 考工記와 國語ㆍ左傳의 의심
났던 글과 서로 맞지 않던 數가 모두 신기하게 들어맞아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39)

편지에는 섬 유배생활의 고충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담겨 있다. 손
암은 식생활의 어려움을 자주 토로했던 것으로 보인다. 손암의 편지에
화답하여 지은 다산의 시에 섬 음식으로 힘들어했음을 보여주는 내용
이 담겨 있다.

38)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은 ‘문순득’처럼 배를 타고 육지와 섬을 오가는 우이도 상인이 주
로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19세기 초 문순득
의 표류경험과 그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2010, 271~272쪽.
39) 先仲氏墓誌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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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한 방울도 경장처럼 귀하고
중씨 서신 내에, 그 섬에는 원래 참기름이 없다고 하였음.
마른 육포 한 점도 그게 바로 주옥이며
복어는 독이 있고 조개는 가시 돋혀
젓가락 대기도 전에 소름이 끼친 다지요.40)

손암은 육식을 못해 몸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야위었다. 이 말을
들은 다산은 생명연장을 위해서라도 육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니 섬
중에 지천에 널린 산개를 삶아 먹을 것을 제안했다. 자신이 전해들은
개 잡는 기술에 대해 소개하면서, 朴齊家의 개고기 요리법까지 편지
에 서술해 놓았다.41) 섬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형을 생각하는 애틋
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음식 외에 풍토병에 대한 고충도 있었
다. 강진에 있던 다산 역시 고질적인 옴으로 고생했는데, 그는 옴 치
료를 위해 神異膏를 직접 만들어 바르고 효과를 보자 이를 손암에게
도 보냈다.42)
다산은 형을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제자를 흑산도로 보내려
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제자인 황상이 호응하였다. 자신이 우이도로
건너가 손암선생을 모시고 공부를 하다오겠다는 뜻을 전했고, 다산은
편지를 보내 전달하였다. 그러나 손암은 동생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
이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남아 있다.

그가 내게로 오려는 마음은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하네만, 뭍사람은 섬사
람과 달라 크게 긴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경솔하게 큰 바다를 건널 수가
없을 걸세. 인생에서 귀하기는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일세. 어찌 꼭

40)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다산시문집 제4권, 詩, ‘和東坡聞子由瘦’의 일부.
41) 정해렴 편역주, 앞의 책, 2002, 91~92쪽.
42)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다산시문집 제5권, 詩 ‘和寄餾合刷甁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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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맞대면해야만 하겠는가? 옛 어진 이 같은 경우도 어찌 반드시 얼
굴을 본 뒤에야 이를 아끼겠는가? 이 말을 전해주어 뜻을 가라앉혀주는
것이 좋겠네.43)

자신의 편의보다는 황상의 미래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거절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거친바다를 건너는 것과 섬 생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손암이었기에 미래가 촉망되는 다산의 제자에게 부담을 주고 싶
지 않았던 것이다.
손암이 흑산도 유배생활 중 겪은 가장 큰 고충은 후사를 이을 아들
학초가 요절한 것이다. 아들에 대한 소식도 다산의 편지로 종종 전해
들었다. 학초는 학문을 좋아하고 특히 경전 읽기를 좋아한다는 소식과
장가를 든 후에는 흑산도로 손암을 만나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
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학초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
다.44) 절도에 유배된 손암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학초의 죽음으로 후사가 끊기게 되자 이 문제와 관련된 의견
을 나누는 편지가 오가기도 하였다.

Ⅳ. 흑산도에서 남긴 저술과 그 특징
손암은 총 15년 동안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유배 기간의
저술은 자산어보 외에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묘지명에는 “撰

述에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서가 많지 않다”고 되어 있다.45)
끝내 해배되지 못하고 섬에서 운명을 달리 한 점도 손암의 저술이 많
43) 정민, 앞의 책, 2011, 142쪽 茶山與黃裳書簡帖.
44) 兄子學樵墓誌銘.
45) 先仲氏墓誌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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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려지지 못한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저술들
이 확인되고 있는 데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흑산도 유배시절 정약전의 저술
구분

제목

1

松政私議

당대 소나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손암의 견해

내용

2

漂海始末

우이도 홍어상인 문순득의 표류경험담

3

玆山魚譜

물고기 생태와 관련된 백과사전

4

玆山易柬

손암의 주역에 대한 해석을 다산이 정리한 내용

5

東諺

6

蒙學義彙

손암이 수집한 속담으로 다산의 耳談續纂 에 수록
다산의
교본

爾雅述意 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편술한

이 중 玆山易柬 과 東諺 은 다산의 저술에 수록되어 있지만 손암
의 저술임이 밝혀져 있다. 玆山易柬 은 易學緖言 에 포함되어 있다.
손암이 다산에게 보낸 편지 글 중에 주역과 관련된 손암의 여러 설을
모아 둔 것이다. “갑자년 겨울에 나는 周易四解 를 중씨에게 보내어
한번 보아 주십사 하였는데 과분한 칭찬을 받았다. 매번 서신이 올 때
마다 주역에 대한 형님의 여러 說들을 초록해 두었는데, 어언 간에 한
편의 글을 이룸에 이를 이름 하여 玆山易柬 이라 하였다.”라고 기록
하고 있다.46) 東諺 은 속담을 정리한 것이다. 다산이 편찬한 속답집

耳談續纂 에 수록되어 있다. 손암이 수집 정리하여 보낸 것이 따로
정리되어 있다. 본문에 “已下巽菴所輯”이라고 밝혀져 있다.47) 蒙學義

彙 는 앞장에서 밝힌 것처럼 유배시절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만든
교본으로 다산이 만든 爾雅述意 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46) 장정욱, ｢현산역간玆山易柬｣ 다산학 4, 2000, 276쪽.
47)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與猶堂全書, 第一集雜纂集 第二十四卷, 耳談續纂
東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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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암의 저술은 다산의 500권이 넘는 방대한 양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나, 섬 유배인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 된 면모를 발견할 수 있
다. 대표 사례는 松政私議 ,

漂海始末 , 玆山魚譜 이다. 세 편의

저술을 중심으로 실학자이자 섬 유배인 손암의 저술활동에 담긴 섬
문화인식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손암이 유배시절 지녔던 고민과 관심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손암의 저술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섬의 자연환경과 바다
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생활상이었다. 섬 생활이 그의 인식
변화에 준 영향관계와 관련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물 때’에 대한 관심이다. 형제간의
편지 중에는 ‘海潮’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섬에
살고 있는 손암이 먼저 다산에게 질문을 던지고 학문적 관심을 유발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805년 편지에 수록된 다음 내용은 손암의 관
심사가 새로운 분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변에 살아온 지 이미 오래토록 潮水의 往來와 盛衰는 마침내 해석이
불투명하니 그대는 혹 헤아려 아는 것이 있는가?(중략) 조개의 무리가
달을 따라 盛하고 성쇠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류가 달을 따라 오고가지
아니함이 없으니 대개 그 물 가운데 고기떼가 노니는 것은 모두 일정한
시기가 있음으로 漁夫들은 晦日과 望日에 유리하고 상현과 하현에 유리
하며 이에 조수가 들어올 때 유리하고 이미 조수가 빠져 난 뒤에 유리하
니 이러한 일은 모두 지극한 이치이다.(중략)

周易은 미묘한 이치를 담고 있으되 海潮에 관해서는 조금도 설명이 없
으니 후학들의 깊은 아쉬움이다.48)

48) 정석조 역, 앞의 책, 1998,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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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암은 달의 변화에 따로 조수가 달라지고, 조개나 물고기의 생태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자신이 해변에 살기 시작한 지 여
러 해가 지났는데도 ‘潮水의 往來와 盛衰’에 대해 명쾌한 해석을 내리
지 못하자 동생에게 “그대는 혹 헤아려 아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
을 던진다. 그에 대한 궁금증으로 여러 자료를 살피려고 했으나 마땅
한 답을 찾지 못했다.
위 편지 인용문 맨 마지막 문장은 시사성이 매우 크다. 周易이 미
묘한 이치를 담고 있는 책인데, 어찌하여 海潮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는지 스스로 반문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관념의 유학자가 섬 생
활을 통해 가치관의 큰 변화를 일으켰음을 반영한다. 다산이 남긴 ‘海

潮論’에도 손암의 의견이 인용되어 있다.

巽菴先生은 나의 仲氏이다. 오랫동안 海島에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증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개략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하였다. “달이 떠도
조수가 있고 달이 져도 조수가 있는데, 낮에 있는 조수를 밀물이라 하고
밤에 있는 조수를 썰물이라 한다. 이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조수가 발
생하는 까닭은 달에 있다. 조수가 발생하는 까닭이 달에 있다는 것은 사
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조수가 발생하는 까닭이 달에 있는 것이라
면, 달이 뜨면서 밀물이 있고 달이 지면서 썰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
치이다. 지금 달이 뜨면서 밀물이 있고 달이 지면서 썰물이 있고 달이

中天에 떠 있을 때만은 없으니, 이게 무슨 이치란 말인가.”49)

손암이 海潮에 많은 관심을 지녔고, 스스로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섬에서의 일상생
활이 학문적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역에 심취해 있던

49)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다산시문집 11권 논 해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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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가 ‘물 때’의 원리가 지닌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섬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특히 섬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를 유심히 살폈다. 유배지
였던 우이도 진리와 대흑산도 사리는 섬 중에서도 선박의 출입이 빈
번했던 지역이다. 김약행의 1771년 기록인 遊大黑記 에는 “대흑산도
와 우이도에 사는 백성들은 고기장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 배
를 타고 서로 오간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50) 배에 대한 관심은 경세
유표 典艦司에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배의 성능에
대한 손암의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

나의 형 若銓이, “내가 섬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이 항상 말하기를, 아무개
네 배는 능히 빨리 달리는데 아무개네 배는 달리지 못하며, 아무개네 배
는 작아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데 아무개네 배는 크지만 짐을 많이
싣지 못한다고 한다.” 하니, 이것은 천하에 기이한 말이다.51)

똑같은 배인데 성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증언이다. 섬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손암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
심을 학문적으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다. 실제 남아 있는 대표 저술을
통해서도 그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저술은 가장 빠른 시기에 작성 된 松政私議 이
다. 글의 맨 끝에 “甲子仲冬書於巽館”이라 기록되어있다. 갑자년은
1804년에 해당되며, ‘巽館’은 유배지에서의 손암 처소를 칭하는 말이
다. 이글은 유배된 지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저술된 것이다. 松禁政

策의 문제점으로 인해 백성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

50) 金若行, 앞의 책, 2005, 274쪽.
51) 이익성 옮김, 經世遺表 Ⅰ, 한길사, 2011,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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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것이다. 松政私議 는 다산이 지은 ‘先仲氏墓誌銘’에도 손암의 저
술로 언급되어 있고, 牧民心書 에도 일부 내용이 ‘巽菴私議’라는 이
름으로 인용되었다. 전체 내용은 우이도 남평 문씨 문중에 전해오는
이강회의 문집 雲谷雜櫡 에 전문이 필사되어 있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52)
손암은 유배 이전부터 松政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는데, 우이도
에서 섬사람들의 고충을 목도하면서 그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 저술을
남기게 된 계기였다. 다산에게 보낸 편지에 저술 목적이 적혀 있다.

일찍부터 松政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남쪽으로 귀양살이 온 후
더욱 문제가 시급함을 느낀다네.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따
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송정사의 한 편을 지었
다.53)

송금정책의 목적은 국가에서 질 좋은 소나무를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백성을 수탈하는 데 악용되었고, 특
히 섬 지역에서 그 폐해가 더 심각했다. 섬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 이유는 수군 관할지였기 때문이다. “소나무에 알맞은 산은 수
군 진영의 관할”54)을 받았는데, 조선후기 주요 도서지역에는 수군진이
설치되어 관할을 받고 있었고, 우이도도 마찬가지였다. 손암은 “水營
은 田土稅와 뇌물을 받을 권한이 없어 본래부터 빈한한 진영인 데다
가, 營門인 까닭에 장교들의 수가 많은 데도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
우는 살림살이를 달리 의지할 데가 없으므로 오로지 소나무가 잘 자

52) 다음의 글을 통해 학계에 松政私議의 존재가 알려졌다. 안대회, ｢丁若銓의 松政私議｣
문헌과 해석 20, 2002.
53) 정해렴 편역주, 앞의 책, 2002, 140쪽.
54) 안대회 역, ｢松政私議｣ 雲谷雜櫡 , 신안문화원, 2004,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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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산이 있을 뿐”이라고 기록55)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섬 주민의 몫이 되었다. 손암은 “그 결과
집안이 망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사방에 유리걸식하는 자가 열에 서넛
이다.”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회상으로 인해 섬사람들은 소나무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다. 松政私議 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남아
있다.

백성들이 소나무 보기를 독충과 전염병처럼 여겨서 몰래 없애고 비밀리
에 베어서 반드시 제거한 다음에야 그만둔다. 어쩌다가 소나무에 싹이라
도 트면 독사를 죽이듯 한다. 백성들이 나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
다. 자신이 편안한 길이 나무가 없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개인
소유의 산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게 되었다.56)

손암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水營의 관할 권한을 축소하고, 벌
목을 금지하는 것 대신에 식목정책을 통해 소나무를 육성하자고 제안
했다. 본문에 “어떤 사람이 물었다”와 “나는 답한다”는 식으로 화두를
던지고 자신의 견해를 보충 설명하는 서술방식이 사용되었다. 평소 송
정문제와 관련하여 지역민과 많은 교감을 나눴던 것을 알 수 있다. 비
록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임금을 모
시는 신하로서의 자세에 변함이 없었다. 자신의 글로 인해 “백성과 국
가의 숨이 끊어질 지경의 다급한 상황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비천한
신하는 궁벽한 바닷가에서 죽어 사라진다고 해도 절대로 한스럽게 여
기지 않을 것이다.”는 희망을 남기기도 하였다.57)
두 번째로 살펴볼 저술은

표해시말

58)이다.

집필 시기는 1805년

55) 앞주와 같음.
56) 앞주와 같음.
57) 안대회 역, 앞의 책, 2004,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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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으로 우이도에 적거할 때이다. 우이도에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
여 대흑산도와 내륙연안을 연결하는 상업 활동을 하는 섬사람들이 많
았다. 그들은 거친 겨울바다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배를 타야만 했다.
중심 교역품인 홍어의 경우 겨울이 제철이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섬주민은 항상 ‘표류’라고 하는 해난사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문순득은 1801년 12월 우이도를 출항하여 이듬해 정월에 대흑산도 인
근 태도에서 홍어를 구입한 후 돌아오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
를 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805년 1월 8일이 되어서야 고향에 다
시 돌아왔다. 손암은 문순득을 만나 구술자료를 채록하여 표해시말
을 만들었다. 이강회의 글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59)

巽菴 丁公이 이곳 바닷가로 유배와 있으면서 淳得의 구술을 받아 적어
漂海錄 한권을 지었는데 그 譯話·土産·風俗·宮室을 상세하게 모아
분류하고, 船制에 있어서도 또한 죄다 갖추어 놓았다.60)

표해시말 의 중심 내용은 문순득의 표류 노정과 표류 기간 중 체
험한 유구(현 일본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 현)·여송(呂宋, 현 필리핀
북부)·오문(澳門, 현 마카오) 등의 풍속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는 선행 연구 성과가 있으니 상세한 서술은 생략한다.61) 다만 손암
의 저술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다른 표해록의 기록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서술 내용의 체계적인 분류이다. 다른 표해록은 대부분
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기체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반면에 표해시

58)
59)
60)
61)

이강회의 문집 유암총서 에 그 내용이 필사되어 있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김형만·김정섭 역, ｢운곡선설｣ 유암총서 , 신안문화원, 2005, 107쪽
김형만·김정섭 역, 위의 책, 107쪽.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최성환, 문순득 표류연구 , 민속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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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은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 주제가 구분되어 있다. 크게 3부로 구성
되어 있다. 1부는 표류 배경과 경과를 일기체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2
부는 유구와 여송에서 견문한 내용을 ‘풍속, 집, 의복, 해박, 토산’ 5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3부는 언어에 대한 기록이다. 조선어와 유구어,
여송어를 비교한 112개의 단어를 기록해 놓았다. 둘째, 기록의 주 내
용이 생활사 중심이다. 유명한 최부나 장한철의 표해기록과 비교할 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경험자인 문순득이 지닌 장점과 실학자인 손
암의 관심사가 잘 결합된 결과물로 보인다. 셋째, 집필자의 편집의도
가 반영되어 있다. 실제 체류기간은 중국이 가장 길었음에도 중국 일
정은 매우 소략하다. 풍토기 부분에서는 중국은 아예 생략했다. 유구
와 여송 지역에 초점을 맞췄다. 손암이 문순득 표류경험에서 가장 핵
심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반면 기록에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
분은 의도적으로 상세한 묘사를 남겼다. 예를 들면, 문순득이 중국에
서 만난 안남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중국 관련 부분에 비해 매우 길다.
문순득이 각 나라의 도움을 받아 송환되는 과정에 빗대어 조선의 송환
정책 문제점62)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표해시말 은 한 개인의 표류경험담이지만, 그 저술의 이면에는 손
암의 이용후생 정신이 짙게 깔려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선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예로 들 수 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손암은 섬사
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의 성능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러
한 성향이 표해시말 에도 반영되었다. 배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두
어 우리 배와 외국배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순득은
평소 배를 타고 다니는 상인이었기에 배에 대한 식견이 높았고, 외국

62) 당시 제주도에 표류해온 여송인이 9년 동안이나 국적확인도 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
아가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을 의도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담
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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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양한 배를 체험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손암은 그의 경험담에서
외국 배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박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다는 점은 다른 표해록과 비교되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역시
주민과 친밀한 교류관계에 있었던 손암이기 때문에 집필이 가능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저술은 가장 유명한 자산어보 이다. 손암은 우
이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1806년을 전후하여 대흑산도로 이주하였
다. 흑산도 근처는 어종이 매우 풍부한 곳이다. 다양한 수계가 만나는
곳으로 서해안의 한류와 남해안의 난류, 중국대륙에서 흘러오는 연안
류가 만난다.63) 이 세 가지 수계를 따라 다양한 어종들이 흑산도 연해
에 모여들게 되어 물고기 생태를 연구하기에는 적합한 장소이다.
손암은 서문에서 “자산의 해중어족은 매우 풍부하지만 그 이름이 알
려진 것은 적다. 마땅히 박물학자들은 살펴보아야 할 곳이다.”라고 연
구의 계기를 밝혔다. 물고기는 물론, “그 부수적인 것으로는 바닷 물새
와 海菜에까지 확장시켜 이것이 훗날 사람들의 참고자료가 되게 하였
다.”고 기술하면서 후세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남겨두었다.

후세의 선비가 이를 修潤하게 되면 이 책은 治病·利用·理則를 따지는
집안에 있어서는 말 할 나위도 없이 물음에 답하는 자료가 되리라. 그리
고 또한 詩人들도 이들에 의해서 이제까지 미치지 못한 점을 알고 부르
게 되는 등 널리 활용되기를 바랄 뿐이다.64)

19세기 초중반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유구(1764~1845)의 임원
경제지 에 그 영향이 보인다. 식용식물을 소개한 灌畦志편에 12종의

63) 문병채, ｢한국 서남해역의 지리·생태조건과 지역문화｣ 도서문화 20, 2002, 13쪽.
64) 정석조 역, 앞의 책, 1998,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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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채소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 5종은 자산어보 에서 인용함을
밝히고 있다.65)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후대의 학자들에게 자산
어보 가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편의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
어 있으니, 본고에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서술 목적
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므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서종태는 이용
후생의 목적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탐구’라는 순수 과학적 현상에
대한 분석의 목적 있음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서문에 적힌 ‘理則’을
‘원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정명현은 자산어보 의 8개
필사본 중 2곳에는 ‘理財’로 표기되어 있고, 6곳에는 ‘理則’이라 되어
있으나 ‘理財’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理則’에 기반
한 자연과학 탐구의 목적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理財’가 문맥
상 더 적합하고, ‘理財’로 적힌 두 개의 필사본(가람본, 서강본)의 정확
성이 높다는 점에 근거했다.66) 이 견해를 수용한 허태용은 자산어보
를 사대부 계층을 대상으로 저술한 서적으로 분석하였다. 때문에 松

政私議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民의 고통을 묘사하고 그 대안을 찾는
고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67) 海民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관심으로 저술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어려운 사정의 海民
을 외면한 채 착취를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
는 부류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자산어보 가 집필되었다고 평가하였

다.68)
그러나 필자는 이와는 견해를 달리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섬에 유
65) 정명현,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玆山魚譜에 담긴 해양박물학의 성격｣,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2, 3쪽.
66) 정명현, 위의 논문, 2002, 23쪽.
67) 허태용, ｢丁若銓의 玆山魚譜 연구｣, 韓國人物史硏究 4, 한국인물사연구소, 2005,
239~240쪽.
68) 허태용, 위의 논문, 2005,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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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된 손암이 가장 관심 있게 주목한 것은 ‘海潮’였다. 물때의 섭리가
물고기 생태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심도 있게 살피
고 있었다. ‘海潮’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 자산어보 라는 구체
적인 성과물로 발전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자산어보 를 가장 먼저
연구한 정문기는 1945년 작성한 일본어판 출간을 위한 서문에서 “수산
생물의 과학적 연구를 이루어내고 조선 자연과학연구의 출발의 획을
그은 점은 실로 위대하다”고 평가하였다.69) 자산어보 는 과학적 현상
을 탐구하기 위한 손암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비록 이 책을 읽고 활용할 수 있는 독자층은 한정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백성에 대한 애민정신이 깔려있다. 서술내용을 자세히 들여
다보면 당대주민들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적으로 고등어와 관련된 기록의 내용을 통해 그러한 전후관계를 살필
수 있다.

흑산도 근해에서는 6월에 낚시에 걸리기 시작해서 9월에는 자취를 감춘
다. 고등어는 낮에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잡기 어려우며, 또한 맑고
밝은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낮에는 그물을 칠 수 없으며 밤에 불을 밝혀
서 낚는다. 섬사람 말에 의하면 乾隆庚午(1750년)에 일대 盛魚期를 맞이
하였으나, 嘉慶乙丑(1805년)에 와서는 흉작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렇다
고 해서 안 잡히는 해는 없었다고 한다. 병인 이후에는 매년 줄어들어
최근에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영남지방에서 다시 고등
어떼들이 나타났다고 들었는데 그 이치를 알 수가 없다.”70)

유독 고등어 잡이의 어획량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69) 이문웅, ｢玆山魚譜 출간의 산파역 정문기와 시부사와 케이죠｣
264쪽.
70) 정석조 역, 앞의 책, 1998,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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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문화

43, 2014,

는 섬사람들의 생활상과 관련이 있다. 당시 흑산도 사람들은 고등어세
로 인한 고충이 심하였다. 이와 관련 된 사회상은 김이수 문중에 남아
있는 고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중자료 가운데 ‘古冬魚 세금을
거두는 일을 본관에게 청해서 혁파하는 초안’71)이 전해온다. 이 문서
에 따르면 1771년 무렵부터 갑자기 고등어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여러 가지 부역과 세금으로 고통 받고 있던 흑산도 사람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었다. 섬사람들의 하소연은 아래와 같다.

일 년에 한번 고등어를 잡는 일이 있는데 고등어는 성격상 그물에는 잡
히지 아니하고 또 항상 있는 것도 아니어서 六월과 七월 사이에 松脂
가지에 등불을 밝혀 배를 타고 나가 바다 가운데 이르러 낚시를 드리워
서 밤에 고기를 잡고 두어 달 동안은 밤마다 그렇게 하거늘 그 낚싯대
하나로 건져 올리는 고등어가 얼마나 큰 이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72)

흑산도 해역에서 고등어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고등어세는 부과되고
있었다. 섬사람들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던 유배
인 손암의 입장에서 그러한 사정은 남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당
대 섬 사회상을 이해한다면, 왜 손암이 고등어 어획량 변화에 대해 상
세히 소개하고 있는 지 그 속뜻을 살필 수 있다. 그러한 배경하에 자
산어보 에 고등어는 그물로 잡지 못한 다는 점, 최근에는 흑산도에서
는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 등이 강조되어 있다. 본문의 “섬사람 말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손암은 섬사람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책을 위정자들이 살피게 된다면, 이러
한 현지 사정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자산어보 자

71) 권오호 역, 金理守 傳記 , 신안문화원, 2004, 61~64쪽.
72) 권오호 역, 위의 책,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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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다. 조선후기 흑산도 지역의
사회상과 함께 파악해야 한다. 섬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
소연하기 위해 관청에 상소를 보내기도 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관리들은 백성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았다.73) 그러나 손암은 섬사람들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러한 현지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였다.
손암이 자산어보 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흑산도 주민들
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어부들이 잡
아 올린 물고기들을 보면서 확인하는 작업과 그 지역 토박이들에게
물고기의 습성이나 생태에 대해서 전해 듣지 않고는 불가능한 저술이
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집필 된 책이기 때문에 단순한 물고기 생태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애민정신과 관련하여 허태용은 자산어보 를 松政私議 와 비교하
였는데, 두 저술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松政私議 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지만, 자산어보 는 과학적 현
상을 기반으로 물고기 생태를 고찰한 자료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자
산어보 가 유배 된 지 13년이나 지난 시점에 완성된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산에게 보낸 편지에 1804년에 지은 松政私議 에
대한 손암의 자평이 아래와 같이 남아 있다.

송정사의 1편을 지었으나, 캄캄한 방에 있는 사람의 말을 누가 있어 살
피겠는가, 일찍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면 어찌 경신년 전에 죽음을 무
릅쓰고 할 말을 아니 하였겠는가, 뉘우치고 탄식한들 미치지 못하네.74)

73) 위의 책 金理守 傳記 에 실린 내용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확인 할 수 있다.
74) 정해렴 편역주, 앞의 책, 2002,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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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해고도에 유배된 처지에 있는 자신의 견해는 어려운 백성들의 사
정을 시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한 깊은 한
탄이다. 하물며 13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그러한 마음은 더 심
했을 것이다. 때문에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의미보다는 후학을
위한 자료집 성격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자산어보 는 이
용후생의 실학정신과 자연의 섭리에 대한 과학적 탐구정신 그리고 백
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융합된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손암의 흑산도 유배시절 저술에서 나타나는 공통
점은 무엇보다 섬 주민들과의 친밀한 교류활동에 기반 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손암은 ‘섬’이라는 주어진 환경을 새로운 학문연구
의 터전으로 승화시켰으며, 실학자가 바라 본 섬 문화 인식이 구체적
인 저술활동으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이 한국의 대표
적인 해양인물로 정약전을 들 수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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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대쉬 지음•김성준·김주식 옮김

“훌륭하게 고안되고, 심도 깊게 연구되었으며, ⋯ 섬뜩하고 뛰어나게 잘 쓰여진 역사
서. 대쉬는 모든 탐험사의 저변에 깔려있는 주제, 즉 인간의 감정에 대해 완벽하게 조
망하고 있다.” - Star Tribune(Minneapolis)
“공포스럽고 매혹적인 작품. 내가 이제껏 읽었던 그 어떤 역사 책도 이 책만큼 독자
들을 과거 역사의 단편 속으로 깊이 이끌고 들어간 적은 없었다.”
- National Geographic Adventure
“탐구적이고 자극적인 작품. 역사 이야기일뿐만 아니라, 매혹적인 바다 이야기이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릴러.”- Associated Press
“나는 이 책을 단숨에 읽어버렸다. 정말로 반할만한 작품이다.”
- St. Louis Post-Dispatch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전함과 동시에 그 이상을 뛰어넘는 눈을 뗄 수 없는 서사. 이
책은 우리들 마음에 ‘어둠의 묵시록’의 공포를 가져다준, 결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완
벽하게 재구성된 역사 논픽션물이다.” - BookPage
“눈을 뗄 수 없는 작품 ⋯ 대쉬는 이 주제에 대해 천부적 지식을 갖고 털끝이 쭈빗 설
정도로 자신있게 서술하고 있다.” - Plain Dealer(Cleveland)

| Mike Dash |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사학위, 런던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탄탄한 역사적 자료
에 근거하여 과거의 역사를 마치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건처럼 그대로 재현해내는 탁월한 저
술가로 이름이 높다. 영국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고정 출현하고 있으며, 가디언, 데일리 메일,
포턴 타임스 등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튤립, 그 아름다움과 투기의 역사』의 저
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 도서출판 혜안 : 02-3141-3711, ￦18,000(유명서점)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 James A. Field, Jr. 지음 / 김주식 옮김 |

한국전쟁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밀어붙인 뜨거운 냉전기의 한 사
건일뿐이다. 이 책은 한국전쟁을 통해 해양의 영향력을 크고 작은 방식으로 보
여주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자유세계 전체-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바다가 장악되고 하나로 될 때만, 단일화된 세력으로 참여하는 해양동맹
국이 된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 나라들은 생명의 피와 자유 그 자체가
해양에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극동에서의 미 해군의 존
재가 한미관계의 알파와 오메가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 예비역 해군소장 엘러(E.M. Eller)의 서문-

|

지은이

James A. Field, Jr. |

하버드대학 졸업(학사,석사,박사)
1942-46 : 미국 해군 항공모험 포술장교로 참전
Pensylvania의 Swarthmore College의 미국 해군사 교수

|

옮긴이

김주식 |

해군사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학사, 석사, 박사)
해군사관학교 교수, 박물관장, 사회인문학처장 역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
주요 저역서 : 『서구해전사』, 『니미츠』,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영국 해군지배
력의 역사』, 『알레이 버크 제독』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02-333-2536 ￦2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