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지하는 직임을 더럽히고 있었는데 조
정이 위태롭게 기우는 것을 능히 광복
匡復치 못했으니 속히 죽는 것이 다행
일 뿐이다’하였다. 후경이 그래도 그
아들 하나를 살려주고자 하니 장승이

‘우리 일문一門은 이미 귀록鬼錄[귀신
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너의 포로가
되어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하였다. 이
에 후경이 노하여모두 죽였다.

장승張B은 자가 사산四山이고 남조
양南朝梁에서 오흥태수吳興太守로 있
으면서 군사를 길러 후경侯景에게 항복
하지 않고 맞서다가 죽어 뒤에 충정忠
貞의 시호를 받았다.

제목 장승허국張B許國은 장승이 몸
을 나라에 허했다는 뜻이고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극적병과직도허劇賊兵戈直B虛 : 극
렬한 적의 병기 허한 곳을 짓찧을 때

오흥세약정중어吳興勢若鼎中魚 : 오
흥의 형세 가마솥의 물고기인데

서생종불한군려書生縱不閑軍旅 : 서
생이라 비록 군사에익숙지 못하지만

기긍영항부승여豈肯迎降負乘輿 : 어
찌 즐겨 항복하여 임금을 등지리오

당시병력이난지當時兵力已難支 : 당
시의 병력으로 이미 지탱이 어려워

정복종용대사기整服從容待死期 : 의
복을 정제하고 조용히 죽을 것을 기대
하니

후경종위전활의侯景縱爲全活意 : 후
경이 비록 온전히살릴 뜻이 있으나

하증취로망은사何曾就虜望恩私 : 어
찌 포로가 되어 사사로운 은혜를 바라
리오.

148 광달충개廣達忠

중국 남조진南朝陳나라 때 이야기이
다. 수隋나라 장수 하약필賀若弼이 남
하하여 종산鍾山으로 진군하니 도독都
督 노광달魯廣達이 백토강白土岡에 진
을 치고 깃발과 북소리로 상대하였다.
노광달은 몸소 갑주甲胄를 입고 손수
북채를 잡고 감사대敢死隊[결사대]를
거느리고 격려하며 칼날을 무릅쓰고 전
진하니 수나라 군사가 퇴주退走하였다.
이를 북으로 쫓아 그 영채에까지 이르
며 살상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이와 같
이 한 것이 네 차례였다.

그러나 하약필이 본격 공격을 해오니
수나라의 제군諸軍이 승기를타고 진군
해와 진陳나라 궁성에 이르고북액문北
掖門을 불태웠다. 노광달은 그럼에도
남은 병사를독려하여 고전苦戰을 하며
쉬지 않다가 마침내 해가 저물자 갑옷
을 벗고는 궁대宮臺를 향하여 두 번 절
하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무리에게 말
하기를‘내 몸으로 나라를 구하지 못했
으니 지은 죄가 깊다’하니 사졸이 모
두 체읍涕泣하며 한탄하였다. 노광달은
그렇게 나아가 붙잡혀서는 정명禎明
[진陳 후주後主의 연호] 3년[서기 5 8 9
년]에 수나라로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자기 나라가윤복淪覆된 것을 돌아보며
슬퍼하다가 병이 들어서는 낫지 못하고
분사憤死하였다. 이에 상서령尙書令 강
총江摠이 그 영구靈柩를 어루만지며 통
곡하고는 그 관머리에 붓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썼다.

황천수포한黃泉雖抱恨 : 황천에서 비
록 한을 품더라도

백일자류명白日自留名 : 백일하에서

스스로이름이 남네
비군감의사悲君感義死 : 그대 의리로

죽은 것 비감하나니
부작부은생不作負恩生 : 태어나 산

은혜 등지지않았구나.

강총은 또한 그의 묘갈명墓碣銘을 지
어 그 충개忠B[충성과 절개]를 기술하
였다.

하약필賀若弼은 수隋나라 사람으로
자는 보백輔伯이며 문재文才와 무예武
藝를 겸비했으며 문제文帝 때 오주총관
吳州總管을 배하고 평진십책平陳十策
[진나라를 평정하는 1 0가지 계책]을
지어올려 곧 진나라를 취하는 일을 위
임받았다. 행군총관行軍總管이 되어 군
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 남서南徐를
공발攻拔하고 금릉金陵에 진취해서는
진陳나라를 평정하였다. 거듭하여 대장
군大將軍과 송공宋公에 봉해졌으나 양
제煬帝가 즉위해서는 소원해지고 기피
함을 받다가일에 연좌되어 죽었다.

노광달魯廣達은 남조진南朝陳 사람
으로 자가 편람遍覽인데 허심虛心으로
선비를 좋아하여 원근에서 많은 빈객이
그의 집에 모여들었다. 후경侯景의 난
에 관직을 받아 전공을 세워 중령군中
領軍이 되었으며 수나라장수 하약필賀
若弼과 싸워 여러번 격파하였으나 결국
패하여붙잡혔다.

강총江摠은 강총江總이 옳은 이름이
며 남조진南朝陳의 제양濟陽 고성考城
사람으로 자는 총지總持이다. 남조양南
朝梁에서 태자중서사인太子中書舍人
등을 지내고 후경侯景의 난에 영남嶺南
에서 우거하다가 남조진南朝陳의 문제
文帝에게 중서시랑中書侍郞으로 등용
되었다. 문사文辭에 뛰어났으며 특히
오언五言ㆍ칠언시七言詩를 잘하였는
데 진의 후주後主가 즉위한 뒤에는 정
사를 돌보지 않고 날마다 후주와 함께
후원後苑에서 잔치하며 염시B詩[남녀
의 연정을 노래하는 시]를 지으니 세상
에서 압객狎客이라 칭했고 임금과 신하
가 이와 같이 혼미하여 멸망에 이르렀
다. 수나라에서 또 상개부上開府 벼슬
을 받고 강도江都에서 살다 죽었는데
세상에서 그를 강령江令이라고도 부르
고 저서로 강령군집江令君集을 남겼다.

제목 광달충개廣達忠B는 노광달의
충성과 절개를 뜻하는 말이고 그 찬시
는 다음과 같다.

수병남하세장황隋兵南下勢張皇 : 수
나라 군사 남하하니 그 형세 장황한데

대루상지백토강對壘相持白土岡 : 보
루를 마주하고 서로 백토강에서 대치했
네

환갑집부수사전B甲執B殊死戰 : 갑
옷 입고 북채 들어 결사전을 벌이니

추분축북숙능당追B逐北孰能當 : 북
으로달아나는적추격함을 누가당하랴

수장래공화북문隋將來攻火北門 : 수
나라 장수 공격해와 북문을 불지르니

가련광달독여군可憐廣達督餘軍 : 가
련한 노광달남은 군사 독려하다

면대통곡종무구面臺慟哭終無救 : 궁
궐에 면해 통곡해도 구원이 없는데

강령제시우제문江令題詩又製文 : 강
령군이시를 짓고 또 비문을지었네.

149 고윤신정高允信貞
중국 남북조南北朝 시대 북조北朝의

북위北魏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이
북위는 후위後魏라고도 하고 그 창업자
가 탁발拓跋씨에서 원元씨로 고쳤기 때

문에 원위元魏라고도 불렀다. 이 북위
의 태무제太武帝 탁발수拓跋壽가 저작
랑著作郞 고윤高允을 시켜 태자太子에
게 경전經典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런
데 최호崔浩라는 사람이 사서史書와 관
계된 일로 피수被收되자 태자가 거기에
연루된 고윤에게‘들어가 지존至尊[황
제]을 알현할 때에 내가 경을 인도하겠
소. 지존의 물음에서 벗어나려면 다만
내 말대로 하시오’하였다. 

그리고 태자가 들어가 황제를 보고는
말하기를‘고윤은 본디 소심하고 신밀
愼密한데다 또한 미천하여 최호로 말미
암아 제어되었으니 청컨대 사하여 죽음
을 면케 하여 주소서’하였다. 그러자
황제가 고윤을 불러 물었다. ‘국서國書
가 모두 최호가 지은 것이냐’하니 고
윤이 대답하기를‘신과 최호가 함께 지
었습니다. 하오나 최호는 관장하는 일
이 많아 일을 총재總裁할 뿐이고 저술
하는 일은 신이 최호보다 많이 하였습
니다’하였다.

이에 황제가 노하여‘고윤의 죄가 최
호보다 심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
냐’하고 꾸짖었다. 태자가 두려워하며

‘천위天威[황제의 위엄]가 엄중한데
고윤은 소신小臣인지라 혼미하고 어지
러워 말에 차서를 잃은 것입니다. 신이
접때 물으니 모두가 최호가 지은 것이
라 하였습니다’하고 변호하자 황제가
다시 고윤에게‘정녕 동궁東宮[태자]
의 말과 같으냐’하고 물으니 고윤이
대답하기를‘전하殿下[태자]가 신으로
하여금 시강侍講케 한 것이 오래인지라
신을 애처로이 여겨 구차히 살리고자
하여 그런 것입니다. 실은 신에게 물은
일이 없고 신 또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사오니 감히 혹미하여 어지러운 게
아닙니다’하였다.

그러자 황제가 태자를 돌아보고 말하
였다. ‘곧도다. 이는 인정人情으로 하기
어려운 바인데 고윤은 능히 하였다. 죽
음에 임하여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은 믿
음이다. 신하가 되어서 그 임금을 속이
지 않는 것은 곧음이다. 마땅히 그 죄를
없이하고 이를 정표旌表해야겠다’하
고는 마침내 사면해주었다.

고윤은 후위의 수B 사람이고 자는
백공伯恭인데 어려서 고아가 되었으나
문학文學을 좋아하고 경사經史와 천문
天文 술수術數에 박통하였다. 양평왕陽
平王 두초杜超의 종사중랑從事中郞이
되었는데 나이 4 0여세가 되어서이고
고향으로 돌아와 사람을 교수敎授하니
수업자가 1천여인에 이르렀다. 다시 징
소徵召되어 중서박사中書博士가 되고
시랑령侍郞領으로 옮겼다가 저작랑著
作郞이 되어서는 진왕秦王의 스승이되
었다가 뒤에 칙명으로 경목제景穆帝에
게 경서를 가르쳐 깊은 예대를 받았다.
최호崔浩가 국사國史의 일로 피수되었
을 때 굳게 같이 죄를 지었음을 주장하
여 당세의 추중推重을 더욱 받았고 효
문제孝文帝 때 거듭 작위가 올라 함양
공咸陽公이 되었으며 산기상시散騎常
侍로 옮겼다. 역대로 다섯 황제를 섬기
며 조정에 출입한 것이 5 0여년 9 8세로
죽어 문文의시호를받고 노전석老傳釋
ㆍ공양석公羊釋 등 많은 저술을 남겼
다.

최호崔浩는 북위의 청하淸河 사람으
로 자는 백연伯淵, 소명小名은 도간桃
簡인데 소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경사
經史와 백가百家에 무불통지하였다. 저
작랑著作郞을 거쳐 태종太宗 때 박사좨
주博士祭酒가 되고 세조世祖 때 동궁공

東郡公이 되어 북방의 연연족B B族을
정벌하고는 돌아와 시중侍中이 되고 무
군장군撫軍將軍에 특진되었다. 지모智
謀가 많아 군국軍國의 큰 계책이 모두
최호의 자문을 받아 시행되었는데 뒤에
국서國書 3 0권을 저작하면서 그 업적
이 비를 세워 새겨지며 직필直筆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나랏
사람이죄를 얽는 바 되어 주살되었다.

제목 고윤신정高允信貞은 고윤이 곧
은 것으로 신임을 받았다는 소리이고
그 찬시讚詩는 다음과같다.

병필하증소유사秉筆何曾少有私 : 붓
을 잡음에 소시부터 무슨 사사로움 있
으랴

환봉혁노세장위還逢赫怒勢將危: 돌아
와큰노여움을만나형세위태로운데

저군종위구생도儲君縱爲求生道 : 태
자가 비록 살길을 구해주려 하나

집절미견불역사執節彌堅不易辭 : 더
욱 견고한 절개로 말을 바꾸지 않았네

호생오사숙무심好生惡死孰無心 : 살
기 좋아하고 죽기 싫은 마음 누구에게
없겠는가

중의경신한고금重義輕身罕古今 : 의
리 무겁게 하고 제몸 가벼이함 고금에
드문데

사사포가비행치赦死褒嘉非幸致 : 죽
음을 사하고 포장됨 요행으로 된 게 아
니라

지연정신감군심只緣貞信感君深 : 다
만 곧고 미더움이 임금을감동시킴이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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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唐나라 때 이야기이다. 고종高宗이

무武씨를 황후皇后로 삼으려 하니 이부
상서吏部尙書 저수량B遂良이 아뢰기
를‘폐하께서 반드시 황후를 바꾸시려
거든 청컨대 영족令族[좋은 씨족] 중에
서 택하십시오. 무씨가 선제先帝[앞선
황제]를 섬겼음을 많은 무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니 만대萬代 후에 폐하를 어
떻게 말하겠습니까’하고 인하여 홀笏
[신하가 임금을 뵐 때 조복에 맞춰 손
에 쥐는 널판조각]을 전각의 섬돌에 놓
고 머리를 찧으니 피가 흘렀다.

시중侍中 한원韓瑗이 눈물을 뿌리며
극력으로 간諫해도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원이 상소하기를‘달기B己
[은殷의 말왕 폭군 주왕紂王의 비로서
포악과 음락으로 나라를망치고주무왕
周武王에게 목이 잘려 깃대에 매달렸
다]는 은나라를 기울게 하고 포사褒
B[주周 유왕幽王의 총비]는 주나라를
멸했습니다. 매양 전고의 일을 보시고
항상 탄식하여 마지 않으시더니 금일은
그렇게 아니하시니 성대聖代가 더럽혀
지는지라 폐하께서 신의 말씀을채용치
않으시다가 종묘宗廟가 혈식血食[날것
의 희생을 쓰는 큰 제사]을 하지 못하
게 될까 두렵습니다’하였다.

저수량을 좌천시켜 담주도독潭州都
督으로 내보내자 한원이 또 상소하여

‘저수량은 나라를 몸받고 집안을 잊어
버리며 몸을 던져 일을 위해 죽고자 하
니 바람과 서리같은 것이 그 지조志操
이고 철석같은 것이 그 마음인데 죄없
이 배척되어 나가므로 내외가 모두 차
탄합니다. 원컨대 무고無辜함을 거울같
이 보시고 그 죄가 아님에 다소 너그러
움을 베푸소서’하였으나 황제가 듣지
않았다. 한원이 다시 말하기를‘미자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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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면에서 계속

1 4면으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