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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선후기 사족사회에서 산수유람은 대유행을 이루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 이래 사족의 산수유람 기록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遠遊,

즉 거주지에서 먼 지역에 대한 유람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1) 물론 이러한
원거리, 장기간의 여행이 전 시대에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드문
현상이었음은 분명했다.2) 또한 이 시기에 산수유람에 대한 여행자의 기록
1) 필자가 수집한 1650년에서 1799년까지의 유람기 506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행
일수를 추정할 수 있는 267편에서 10일 이상의 여행은 99편에 달했다. 여행일수를
알 수 있는 여행기록의 37%가 10일 이상 장기간 여행한 경우였다.
2) 15세기 말 전국을 유람하며 기행시를 남긴 남효온이나 김시습 같은 이들이 당시
‘
’이나 ‘
’으로 일컬어진 데에는
를 끊고 전국을 편력한 행적이 어느

狂生

方外人

世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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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늘어났다. 여행의 체험을

詩 또는 記, 錄의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장기간 여행기록은, 여행의 동기, 경로, 비용 등 조선시대 여행의 실상

․

을 알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당대 사회 문화상을 엿볼 수 있는

窓을

제공한다. 더욱이 조선후기 원거리 여행과 그 기록의 증가는 그러한 여행
의 배경과 조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李夏坤의 南遊錄 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이제까지 18세기 전반의 유명한 文士였던 이하곤과 그의 저술에
본고에서는

관해서는, 회화론, 문학론, 문예사상, 불교관에 대해 주목해왔고, 남유록
에 드러난 18세기 초 호남의

物情, 習俗 등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도 있었

다.3) 그러나 조선후기 원거리 여행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
가, 라는 질문을 갖고 남유록 을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4) 남유록 에는
여행 중 일정, 숙식, 동행, 만난 인물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원유의 양태와 조건을 살필 수 있는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되었다.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3) 이선옥,
의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논문, 1987;
, 담헌 이하곤 문학의 연구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나종면,
의
에 관한
,
 6, 2000; 이하곤 저 이상주 편역, 18
세기 초 호남기행 남유록과 남행집, 이화문화출판사, 2003; 박문열,
의
와
에 관한
, 서지학연구 25, 2003; 유호선, 조선후기
경화사족의 불교인식과 불교문학, 태학사, 2006; 윤성훈,
, 산수 애호
와 문예 지향의 삶 , 
 24, 2008; 김덕진,
의
유람과
방문 , 지역과 역사 26, 2010. 4, 이외에도 18세기 산수문예론과 관련하여 이하
곤을 언급한 연구는 다수 있다.
4) 조선시대 여행의 조건에 대해서는
의
 중 여행기를 분석한 노혜
경, 정연식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노혜경, 
의
,
 20, 2002; 정연식, 조선시대 여행조건
의
과
을
중심으로 , 인문논총 15,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그러나 이들 연
구는 18세기 후반 여행의 한 사례로서 다룬 것으로 조선후기 사족들의 여행의 일반
적 조건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澹軒 李夏坤 繪畫觀
李相
周
澹軒
李夏坤 文藝論
硏究 溫知論叢
․
澹軒
－
李夏坤 生涯 著述
硏究
澹軒 李夏坤
泰東古典硏究
李夏坤 湖南
瀟灑
園
黃胤錫 頤齋亂藁
頤齋亂藁 旅行記 分析 古文書硏
究
－黃胤錫 西行日曆 赴直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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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제까지의 남유록 에 관해서는 이하곤의 문예적 특징과 성과에
만 주목했을 뿐 여행기 중 드러난 시대상과 당시 이하곤이 만난 사족들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여행은 흔히 일상
으로부터 탈출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행은 일상의 연장
이고 오히려 현실 경험이 밀도 있게 압축된 삶의 축약판이다. 더욱이 여행
중 수많은 사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시대의 여행에서 복잡다기
한 만남과 교유의 양상은 더 두드러진다. 그래서 여행 중의 드러나는 여행
자의 궤적을 통해 여행자 개인과 당시 사회의 관계, 미시정치의 역동을 보
다 극명하게 살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원거리 여행의 양태를 고
찰하기 위한 한 예로서 이하곤의 호남여행을 다루고, 그 중에서도 여행 중
활용, 동원되는 이하곤의 사회적

緣網과 그 의미에 대해 주목하려고 한다.

Ⅱ. 李夏坤과 ｢南遊錄｣

～

慶州이고 字는 載大이며, 澹軒이라는 號
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명문가의 후손으로5) 金昌協의 문인이며, 李秉淵,
崔昌大, 尹淳 등 당대 최고의 문사들과 교유하였다. 그는 충청도 鎭川에서
출생하여 京邸와 진천을 왕래하며 살았다. 그는 農淵그룹의 일원으로서,
5) 그의 증조는 宣祖代 한성판윤, 형조판서를 역임한 李時發(1569～1611)이었고 조부
가 좌의정에 오른바 있는 李慶億(1620～1673), 부친은 대제학, 이조판서를 역임한
李寅燁(1656～1710)이었다. 그의 모친은 林川趙氏 趙顯期의 딸이며 그의 부인은
恩津宋氏 宋相琦(1657～1723)의 딸이다. 송상기의 부친은 宋奎濂이며 이 송규렴의
이하곤(1677 1724)은 본관은

文谷 金壽恒
仲父 李寅炳
李錫杓 ～

仁顯王后 閔氏
伯父
仲父 閔鼎重

처남이 바로
이다. 이외에도 친가쪽은
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하곤의
의 장인
은 인현왕후의
이며 이하곤
의 장남
(1704 1751)의 부인은 인현왕후의
의 증손녀이다.

閔耆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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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세를 풍미한 문장가로서, 서화 수집가 겸 평론가로서, 산수 유람을 즐긴
풍류가로서 당대 이름이 높았다. 이하곤의 가문은

老少분당이전 서인 벌열

가문과 중첩적 혼인관계를 맺은 명문가였다. 그런데 노소분당이 이루어지

李仁燁, 고모부인 崔錫鼎, 外從이자 知友인 申靖夏의 부친,
申玩은 소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활동하였다. 반면, 그의 장인인 宋相琦, 처
면서 그의 부친

가와 인척관계였던 스승 김창협은 노론의 핵심 인물이었다.6)
이하곤은 명문가의 후손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연을 맺기도 하였지만
32세 때 진사과에 장원으로 합격한 이래 더 이상 출사의 뜻을 보이지 않았

蔭職으로 部率이 되었으나 곧 사직하였다. 그는 어릴 적부
터 立言으로 不朽하기를 소원하여 일찌감치 문장가로서의 성취에 뜻을 세
우고7) 博覽强記한 지식인으로 평생을 살았다.8)
그는 평생 동안 고향 인근의 호서지역을 비롯하여, 廣州일대, 부친의
임소였던 江華道지역, 황해도 일대, 금강산, 호남지역 등지를 유람하고 이
다. 1714년 한때

를 문예적으로 승화시켜 기행시와 산수유기를 남기는 데 주력하였다.9) 산
수유기로는 일기체의

記文으로서 東遊錄 과 南遊錄 이 있다. 이 중

동

유록 은 미완성인 채 남아 있고 남유록 은 완성된 형태를 띠고 있다.10)
그의 남다른 산수취미는 그의 집안환경과 기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노소분당의 정국에서 노소의 핵심에 걸쳐 있는 그의 가문

李相周

6) 이하곤의 가계와 생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자세하다.
, 담헌 이하곤
문학의 연구 , 3 17쪽.
7)
,
, 
 책12.
8) 그의 진천에 있던 장서각은‘
’또는‘
’이라고 불리웠는데 이는 조선의 4
대 장서 중의 하나로 꼽히는 방대한 규모였다. 윤성훈,
, 산수 애호와
문예 지향의 삶 , 172쪽.
9) 강화도 일대의 기행시는
으로, 속리산 일대를 기행한 시는
으로,
금강산은
으로, 호남기행 시는
으로 엮었으며, 이밖에도 다수의
기행시가 이하곤의 시문집인 
에 수록되어 있다.
10) 두타초 책17 18.

～

李夏坤 與趙季禹書 頭陀草
宛委閣
東遊錄

․

萬卷樓

沁洲錄
南行集
頭陀草

澹軒 李夏坤

俗離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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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연은, 역설적으로 정치에 거리를 두게 된 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출사를 하지 않고 은둔하며 문장가로서 기개를 확충할 기회는 산수 유람보
다 더 좋은 것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의 성향 상 보이는

博覽의 추구나

불교교리에 대한 심취는 산수에의 경도를 더욱 강화하였을 것이다.11) 스승

農巖 김창협, 三淵 金昌翕 형제의 산수유람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산수 은거를 추구한 가문의 전통과 ‘澹’을 추구한 철학적 바탕,
인

‘담’의 표상으로서 자연물에 대한 의식적 애호를 이하곤의 산수유람과 문
예지향의 삶의 내적동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12)
이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하곤의 호남여행을 기술한 남유록

頭陀草에 수록된 산수유기 중 완성
된 형태로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며 또한 장편이다. 이와 더불어 南行集
이다. 이 기록은 이하곤의 시문집인 

은 호남여행 중 지은 연작시를 모은 것이다.13) 남유록 은 1722년 10월 중
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65일의 기록이다. 호남지방에 대한 여행기록으로
이와 같이 장기간의 산문 여행기는 당시까지 드문 것이었다. 이보다 3년
후인 1725년, 경상도 진주에 거주했던

鄭栻(1683～1746)이 하동을 거쳐 송

광사, 보성, 월출산, 강진 등 22일 동안 호남일대를 순력한 기록이 있지
만14) 이하곤에 비해 여행기간이나 내용의 풍부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하곤의 여행 시점은 당시 정국과 주변 상황으로 본다면 미묘하고 암

庚申大黜陟 이후 본격화된 노소대립은, 甲戌換
局(1694)을 거쳐 1720년 경종이 즉위하고 나서 延礽君의 世弟책봉과 세제
울한 시기였다. 17세기 말

11) 이하곤의 불교인식에 관하여서는 유호선, 조선후기 경화사족의 불교인식과 불교
문학, 79 98쪽 참조.
12) 윤성훈,
, 산수 애호와 문예 지향의 삶 , 175 188쪽.
13) 본문에서는 이하곤의 여행행적에 대해 남유록 을 중심으로 살폈고 남행집 의
관련 시도 함께 보았다. 번역은 이하곤 저 이상주 편역, 18세기 초 호남기행 남
유록과 남행집을 참조하였다.
14)
,
, 
 권5.

～

澹軒 李夏坤

․

鄭栻 月出山錄 明庵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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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리청정 문제를 놓고 격화되고 있었다. 1721년

辛丑獄事로 정권을 잡

睦虎龍의 告變事件, 즉 노론이 숙종대부터 경종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는 고변을 통해 노론의 중신들을 처단하였다(辛壬士
禍). 즉 노소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소론이 정권을 잡아 노론
은 소론은 1722년 3월

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던 시기였던 것이다.

康津에 유배
되고,15) 노론 4대신 중 한명인 金昌集이 사사되면서 스승의 집안인 壯洞
金門도 참화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정국의 혼란과 참화 속에 이하곤은 10
월 초 서울에서 진천 金溪 고향으로 가서 행장을 꾸리고, 10월 중순 유배
이에 1722년 정월, 노론의 중신인 이하곤의 장인 송상기는

중인 장인을 만나기 위해 강진으로 향하였다.
비록 유배된 장인을 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공감과 비탄의

情調는 부분적으로 드러날 뿐

不遇에 대한

남유록 전반에는 밝고 호탕

한 여행의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다. 남도의 풍부한 물산과 독특한 풍속,
색다른 음식, 활기찬

市場의 모습도 호기심 어린 시선에 의해 흥미롭게 그

려졌다.16)
그러나 여행의 후반부에 남원과 오수, 임실을 거쳐 전주로 북향하게

民政을 목도하고 이를 근심하고 지방
관을 책망하는 내용의 일기를 남겼다.17) 또한 여행 후반 귀로에서 康熙帝
되는데 이때는 이들 지역의 피폐한

15) 송상기는 노론의 중신들과 함께 경종의 병을 이유로 세제의 대리청정을 요구한
상소를 올렸다가 소론의 공세를 받아 역모로 몰려 유배되었다. 1722년 1월 송상기
의 강진유배 1월 1일 출발 당시 이하곤은 1월 3일까지 강진으로 내려가는 장인을
배웅하였다.
, 
 권17.
16) 12월 12일 전주에서
에 올라 잡화가 산적하고 사람들이 가득한 시장
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하 날짜 표기는 모두 남유록 상의 기록.)
17) 12월 8일.
.
.
.
.
.
.
. 蘓
.
.
.
.
.
.
.
.
.‘
’ 남행집 , 두타
초 책10.
.
.
.
.

南遷錄 玉吾齋集
豊南門 會慶樓
居民百餘家 恒歲未免餒 官廚供芹薺 登盤無腊醢 比諸光与羅 眞若澤
中礨 邑本無大小 殘在賢宰 愛民勤撫摩 律己不通賄 精神達蔀屋 民情必下
採 ……邑薄非所憂 但自載采采 作此諷主守 我言不汝紿 任實縣
今年穡事已大歉 三南之民半流亡 存者嗷嗷憂塡壑 只望明春麥登塲 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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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18) 정국의 앞날에 대해 깊은 수심에 잠겼
다. 바로 3일 뒤에는 동생

載中의 죽음을 알게 되어 비탄에 쌓이게 되었

다.19) 사실 여행의 말미에 중첩된 이하곤 생애의 불안과 우울의 그림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호남여행은 사실상 이하곤의 마지막

遠遊가 되었던 것이다. 여행의

配所에서 사망하였다. 또 스승 김창협의 관직을
추탈하지는 상소가 올라오자20) 이하곤은 魚有鳳 등과 卞誣疏를 올렸다. 이
에 간원 趙趾彬의 탄핵을 받고21) 그해 겨울 京居를 접고 世事를 끊을 것을
결심하였다. 鎭川 金溪로 내려가 은거하다가 이듬해 1724년 4월, 병사하였
다. 남유록 에는 腦癤을 앓아 고통 받으며 침을 맞았다는 기록이 여러 번
다음해인 1723년 송상기는

등장하고22) 고통 때문에 며칠씩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였다. 여
행 중 고통을 호소한 뇌절이 2년 후에 닥친 죽음의 전조였을 수도 있다.
연이은 장인의 죽음과 스승에 대한

誣告 등은 이하곤이 생을 이어가는 의

春之麥又可卜. 吁嗟奈何乎彼蒼. ‘冬雨行’ 남행집 , 두타초 책10. 이들은 모두 호
남의 민생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하곤은 인징, 족징이
만연한 軍役의 문제가 민생의 피폐의 원인이며 戶布口錢과 같은 良役變通策이 실
행되었어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의 부친 이인엽이 20년 전 조정
에서 良役變通의 입장에서 논의한 바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당시 이인엽은 良役變
通의 입장에서 良役의 감면을 역설하면서도 당시 상황으로는 戶布 口錢이 시행되
기 어려움을 말하였다. 肅宗實錄 숙종 29년(1703) 1월 10일(丙辰).

18) 강희제의 붕어소식은 12월 8일쯤 전해들은 것 같다. 12월 9일에는 황제의 죽음으로
불안에 싸인 이들의 모습이 그려졌고, 12월 14일 일기에는 강희제의 죽은 후 4번째
아들이 황제가 되었고 14왕이
에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 내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19) 12월 12일.
20) 
 3년(1723) 5월 1일(
)
이 송시열과 김창협이
과
그 아들
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송시열과 김창협
의 직을 추탈하고 성문준을
에 추배할 것을 상소한 것이었다.
21) 
 3년(1723) 5월 25일(
).
22) 여행 초기인 10월 16일부터 뇌절의 고통과 치료는 귀향 때까지 지속되었다.

西邊

景宗實錄
成文濬
景宗實錄

己卯 京畿 幼學 金弘錫
坡山書院
癸卯

成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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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事 속에 산
남유록 은 자신의 見識과 문

지를 잃게 만들었을 것이다. 결국 호남여행은 이하곤이 거친
수에 대한 애호를 표출한 마지막 여행이며,

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최후의 성취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남유록 은 종래의 산수유기와는 다른 성격을 보인다. 기존
의 산수유기가 방문지의 산수가 핵심주제가 되고 내용은

絶勝에 대한 묘

사와 감흥으로 이루어졌다면, 이하곤의 남유록 은 농연그룹 산수문예 특
유의 산수 품평과 더불어 자신이 견문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풍토에 대
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하곤은 산수에 대한 묘사이외
에도 자신이 여행한 당시 호남지방의 지세, 풍속, 물산, 역사고적, 명승지에
대한 매우 세밀하고 풍부한 기술을 하였던 것이다.23) 이러한 남유록 의
특징은 이하곤이 애초부터

宋代 陸游의 入蜀記 를 의식하고 집필했기 때

문이었다.24) 이에 따라 종래의 천편일률적인 산수 감상문에서 벗어나 여행
중 마주친 인물과 그 동정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개성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하곤은 호남지방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지만 낯선 곳은 아니었다.
이하곤의 부친

李寅燁이 1691년에서 12월에서 이듬해까지 御使로 호남에

파견된 적이 있었고 관련 시문도 남아 있었다.25) 또한 김창협과 김창흡은
23) 남유록 에 나타난 당시 호남의 풍토와 풍속과 각 군읍과 명승지의 모습 등은 몇
편의 논문에서 이미 주목하였다.
, 담헌 이하곤 문학의 연구 ; 김덕진,
의
유람과
방문 .
24) 이하곤은 남유록 의 서문격인 글에서 이 입촉기 의 문장을 염두에 두고 따르려
했음을 밝혔다. (
,
, 
 책17) 육유의 입촉기 는 1169년
(현재 절강성)에서
에 이르는 5개월간의 장대한 수로여행기로 각지의 경승
과 유적, 습속, 물산 등의 상세한 묘사와 치밀한 고증으로 기행문의 새로운 전형을
이룬 작품이었다. 이하곤외에도
,
등에게서 
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심경호, 여행과 동아시아 고전문학, 고려대학교 출판
부, 2011, 259 278쪽 참조.
25)
,
,
 책16. 이때 이인엽이 지은 4편의

李相周
瀟灑園
李夏坤 南行記序 頭陀草
夔州
朴趾源 洪奭周

坤 湖南
山陰

～

李裕元 戶曹判書李公寅燁墓碣銘 嘉梧藁略

李夏

入蜀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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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년 부친

金壽恒이 靈巖으로 유배된 후 여러 차례 호남지역을 찾고 유

람을 하였다. 그들의 문인인 이하곤은 농암과 삼연의 호남유람과 당시 남
긴 기행시문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26) 이 밖에 이하곤이 1714년 금강산
을 유람할 때 만난 호남승려

載聰이 天風山(천관산)의 승경이 풍악과 백중

지세라고 자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호남
지방을 유람할 의중을 품게 되었다.27)
한편, 이하곤의 여행 중 유람지에 대한 정보는 상당부분 현지 사족을

東國輿地勝覽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던

통해 얻었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것으로 보인다.28) 동국여지승람이란 서명이 직접 등장하는 것은 몇 예에
불과하지만 당시 산수유람과 유기의 기술에 있어서 동국여지승람은 기
본 참고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하곤은

文谷과 농암, 삼연의

시문은 호남의 명승지에 대한 정보와 품평의 기준이 되었다. 문곡과 농연
의 시문에 나타난 방문지와 품평은 이하곤이 추체험해야 하는 일종의 지도
역할을 하였다. 자신의 경험을 끊임없이 스승들의 그것과 견주어야 할 것
으로 보았던 것이다.29)

晦窩詩稿

26) 文谷
農巖集
27)
28)

29)

南征錄

시문이 이인엽의 시문집인 
에
이란 이름으로 묶여져 있다.
과 농암의 호남의 산수를 읊은 시는 다수 이며 로는
,

 권23이 있다.
11월 12일.
11월 2일 금산사 창건에 대해 승려의 설과 동국여지승람의 설을 소개하고 있으
며, 11월 12일 천풍산에 대한 소개에서 그리고, 12월 8일 광한루가 황희의 유허지라는
설을 비판하기 위해 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하였다. 이렇게 직접 인용하지 않았더
라도 사암과 유적의 유래를 설명한 부분은 동국여지승람을 참고했음이 분명하다.
‘경천대 또한 볼 만 했으나, 해가 저물어 올라갈 겨를이 없었다. 동쪽으로
가
있는데
의 시에 ‘
’ 한 것이 이것이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11
월 28일) ‘
이 일찍이 남방의 산수를 평하기를 유독
과
에
을
더할 만하다고 했다. 화엄굴은 산중에 있는데 눈이 많이 쌓인 것이 꺼려져서 갈
수가 없었으니
’(12월 6일) 앞의 것은 이하곤이 월출산에 올라서 명소를 찾는
중 나오는 구절이다. 문곡의
이란 시(
,

文谷
三淵

……

雲梯平躡孤山寺

記

登月出山九井峰記

孤山寺
赤壁 華嚴窟 圈點

宿道岬寺 醉後書示鳩林諸人

金壽恒 宿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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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람의 경로와 숙소

이하곤의 남유록 과 시문집인

南行集 을 통해 유람의 구체적 양태

로서, 경로와 숙소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여행경로는 다음과 같다.

<표 1> 이하곤의 호남 여행 경로와 유람 장소
이동 경로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

10월 16일 20일
10월 21일

～

10월 22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鎭川-淸州
淸州
文義縣-懷川
懷川
豆歧-開泰寺址-連山
連山
礪山
參禮驛-全州
全州
金溝
金山寺
金山寺-泰仁縣-井邑縣
泉源驛-蘆領-長城-靑巖驛
羅州

유람한 명승과 유적

開泰寺址
皇華亭
飛飛亭
拱辰樓, 慶基殿, 寒碧堂,
南古寺, 萬化樓
鳳城館, 凝香亭, 泝濂堂
歸信寺, 金山寺
披香亭
笠巖城
梁氏之居 廷㫌閭

비고

腦癤로 인한 체류
腦癤로 인한 체류

岬寺 醉後書示鳩林諸人 , 文谷集 권3)에‘危梯直躡孤山寺 絶磴平臨九井峯’란 구
절을 조금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 뒤에 것은 삼연의 호남에 대한 산수품
평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삼연은 호남의 산수 중 同福의 적벽과 서석산의
화엄굴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하곤은 이에 따라 화엄굴에 꼭 가보고 싶었지만 눈이
쌓여 오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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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羅州-康津 兵營 東城
康津
康津
康津
康津
康津
康津-長興
長興 泉谷里-天冠山
天冠山
天冠山-骨峙-康津 南唐村
康津 南唐村-海南 白蓮洞
白蓮洞-大芚山-白浦
白浦-玉泉村-萬德寺
萬德寺-康津
康津 兵營 東城
有恥村-栗峴-寶林寺
寶林寺-康津 兵營 東城
脩因山-康津 兵營
康津 兵營 東城
康津兵營-月南村-安定洞
-無爲寺
月出山

11월 29일

月出山-鳩林-靈巖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

11월 20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靈巖-扶蘓院-羅州
羅州-會津
南平
綾州

錦城舘, 雙溪寺

丈人相逢

拱北樓, 南門樓
竹林寺, 昇家石假山
金夏龜家, 富春亭
老峰祠, 天冠寺, 九精庵
古塔山寺趾, 坤維庵,
天冠寺
九十湖, 聽潮樓
尹斗緖家 綠雨堂
大芚寺
石城嶺, 萬德寺
萬德寺 萬景樓, 洗心庵
大巖領, 舍人巖, 寶林寺
普照禪師碑, 浮屠庵
脩因寺, 石門庵
鎭南樓, 月南寺,
安定洞李氏亭, 無爲寺
道岬寺, 守眉碑, 道詵碑,
龍巖寺
上見性庵, 道岬寺,
國長生, 皇長生, 鳩林,
會社亭, 曹一龜家,
西湖亭, 曹潤身茅齋
雙醉亭, 對月樓, 鹿洞書院
錦城館, 柳色樓, 滄溪宅,
滄溪書院
靜庵趙先生 遺墟立碑

丈人生日, 降雨
明朝北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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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綾州-石彘領-同福縣
同福縣-潭陽-瑞石山

12월 6일

瑞石山-昌平縣

12월 7일

玉果縣-鶉子院-南原府

12월 8일

南原府-獒樹驛

12월 4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任實縣
梧院-萬馬谷-全州
全州
全州
參禮驛-礪山
狐谷-連山縣
連山縣-懷川-梧井
渼湖-文義縣-淸州
淸州
淸州-北門樓-鎭川

映碧亭
李顯慶家, 降仙臺, 赤壁,
滄浪亭, 勿染亭, 瑞峰寺
瑞峰寺, 瑞石山寺,
梁氏之園(瀟灑園)環碧堂,
息影亭, 玉泉寺
廣寒樓
廣寒樓, 萬福寺, 關帝廟,
忠烈祠, 南原府城,
蛟龍山城
碧雲樓
聞淸皇新殂
慶基殿, 會慶樓, 南門市場 聞載中得寒疾不起
開泰寺
霽月堂書院

鎭川-淸州-懷川-連山-礪山-參禮驛-全州-金溝泰仁-井邑-泉源驛-蘆領-長城-靑巖驛-羅州-康津 兵營이다. 일기가 시작
이하곤의 남행경로는

된 10월 13일이고 강진에 도착한 것은 11월 6일이니, 진천에서 강진까지의
남행이 23일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많은 시일이 소요된 것은 병으로 인해
회천과 연산에서 도합 10일 정도를 체류해야 되었고 중간에 전주, 금산사
등지에 들러 유람한 이유에서였다.
조선후기

官路 기준으로 추산된 거리에 따르면 漢陽에서 海南까지는

1천리 혹은 930리이고 11일 반이 걸린다고 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강진은 하루 혹은 하루 반이 소요되고 한양에서 청주는 3일이 걸린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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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연결된
연결된

幹線路 중 한양에서 제주까지

湖南大路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31) 당시 호남대로는 따라서 청주에

서 강진까지는 약 7일이면 남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하곤은 병으
로 인한 체류와 지역 명승을 편력하느라 일정은 지체되었다. 또한 호남지
역의 교통로의 중심지였던 삼례역까지는 연고가 있는 회천이나 연산, 여산
등을 거쳐 직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주지역을 돌아보고자 했기에 삼례역

- - -

에서 태인으로 향하는 직선 코스를 택하지 않고 삼례역 전주 금구 태인으
로 우회하여 남행시간을 더 늘렸던 것이다.
이하곤이 강진에 도착하여 강진의 송상기의

謫所에 머문 것은 11월 6

일부터 11월 27일로 액 21일간이다. 강진에 도착한 이후 강진을 거점으로
하여 현내의 명승과

長興, 天冠山, 海南, 大芚山, 脩因山 등지를 여행하였

다. 이후 강진 병영에서 출발한 것은 11월 27일이며 일기가 끝나는 12월
18일경 진천에 도착했던 것 같다. 귀로는 22일이 걸렸다. 이 역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강진에 도착한 이후로부터
귀향하기까지 유람을 본격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강진 병영에서 출발한
귀로는 다음과 같다.

康津 兵營-月出山-靈巖-扶蘓院-羅州-會津-南平-凌州-同福-潭陽-昌
平-玉果-鶉子院-南原府-獒樹驛-任實-梧院-萬馬谷-全州-參禮驛-礪山狐谷-連山縣-懷川-淸州-鎭川
상행로를 살펴보면, 전주우회를 제외하고 진천에서 강진까지 전라우도
의 직행로를 택했던 남행로와는 대조적으로, 담양, 남원 등지의 전라좌도

金井昊, 한양가던 옛길 답사 小考 , 향토사연구 7, 1995, 5～6쪽 (별표1) 漢陽日
程表 참조.
31) 조선시대 간선도로는 東國文獻備考, 道路考, 增補文獻備考, 大東地志등
에서 6大路～10大路로 분류되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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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거쳐 돌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월출산 근방에서 4일 정도
를 유람하고 하루 만에 영암 신북의 부소원을 거쳐 나주를 지났는데 이것
은 당시 영암에서 상경시

民路로 이용되던 지름길이었던 것 같다.32) 이후

회진, 남평, 능주, 동봉, 담양, 창평, 옥과를 거쳐 남원에 이르고 남원에서는
직선코스를 택하여 전주에 도착하였다. 전주에서 체류 후에는 하행시 이용
했던 길을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65일의 여행기간 동안 이용한 숙소를 살펴보자. 이하곤의 기
록에는 숙소를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던 일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표 2> 이하곤의 호남여행 중 숙소
지역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32)

金井昊,

淸州
淸州
懷川
懷川
懷川
懷川
懷川
懷川
連山
連山
連山
連山
連山
連山
礪山
全州
全州

親族家

驛

妻家
妻家
妻家
妻家(霽月堂?)
妻家
妻家
金德操家(妹)
金德操家
金德操家
金德操家
金德操家
金德操家

한양가던 옛길 답사

官舍 寺庵
近民軒
近民軒

士族家

?

朴子龍家
姜必遇家?

小考 , 5～6쪽 참조.

民家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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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溝
11월 2일 金山寺
11월 3일 井邑縣
11월 4일 長城
11월 5일 羅州
11월 6일 康津
11월 7일 康津
11월 8일 康津
11월 9일 康津
11월 10일 康津
11월 11일 康津
11월 12일 長興
11월 13일 天冠山
11월 14일 天冠山
康津
11월 15일
南唐村
11월 16일 海南
11월 17일 白浦
11월 18일 康津
11월 19일 康津
11월 20일 康津
11월 21일 康津
11월 22일 康津
11월 23일 長興
11월 24일 康津
11월 25일 康津
11월 26일 康津
11월 27일 康津
11월 28일 月出山
11월 29일 靈巖
11월 30일 羅州

金溝客舍

11월 1일

金山寺
?

靑巖驛?

九精菴
塔山寺

萬德寺

金夏龜家

金善連
家(尹春
卿 澤奴)

尹德熙家
尹德熙 海庄
東城外民家
東城外民家
東城外民家
東城外民家

寶林寺

無爲寺
龍巖寺

東城外民家
東城外民家
東城外民家
東城外民家
東城外民家
東城外民家

東城外民家
東城外民家
東城外民家
曺潤身家
軍官李厚裁家

南門外
酒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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羅州
軍官李厚裁家
南平官舍?
12월 2일 南平
12월 3일 綾州
?
12월 4일 同福縣
?
瑞峰寺
12월 5일 瑞石山
玉泉寺
12월 6일 潭陽
12월 7일 南原
?
獒樹館
12월 8일 獒樹
軍官 嚴氏
12월 9일 任實
朴子龍家
12월 10일 全州
全州
姜必遇家
12월 11일
姜必遇家?
12월 12일 全州
12월 13일 礪山
?
金德操家
12월 14일 連山
宋家(妹)
12월 15일 懷川
李壽弘
12월 16일 淸州
近民軒
12월 17일 淸州
12월 18일 鎭川
12월 1일

여행기록에서 숙소가 언급되지 않거나 추정이 불가능한 것이 6일이다.
그 나머지를 보면, 여행의 목적지였던 장인의 유배지 즉 강진

兵營의 東城

民家에서 숙식을 한 것은 13일이다. 친족의 집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14일이다.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懷川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회천에
서 체류한 곳은 장인인 송상기의 본가 즉 妻家로 추정된다. 회천은 이하곤
의 처조부인 宋奎濂의 霽月堂이 위치해 있었던 恩津 宋의 世居地였던 것
이다. 이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連山 金德操家에 있었다.33) 그런데
12월 14일 귀로에서 다시 연산에 도착한 후 ‘金姉 즉, 김씨에게 시집간 손
윗누이가 재중이 죽을 때의 상태를 상세히 말했다’(金姉祥道載中死時狀)고
밖

33)

李夏坤, ……時寓金德操家…… ‘病滯連山書懷’

남행집 , 두타초 책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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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姉’의 집으로 추정된다. 또한 12월 15일

한 것으로 보아 김덕조가는 곧 ‘
귀로 중

懷川 ‘宋妹’를 만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도 머물던 것으

로 보인다.

朴子龍, 姜必遇家, 장흥의
金夏龜家, 해남의 尹德熙家, 영암의 曺潤身家, 청주의 李壽弘家와 나주와
임실에서는 軍官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았다. 나주의 군관 李厚裁는 이하
곤과 同姓人이었다. 지방관의 배려로 관사에 머문 것은 청주 近民軒에서의
3일과 金溝客舍, 南平官舍에서 하루씩 도합 5일이다. 寺庵에서 머문 것은
9일간이다. 역에서 식사를 제외하고 숙박까지 해결한 것은 靑巖驛, 獒樹驛
2곳에 불과하고 오수역에서는 獒樹館에서 머물렀다 하였는데34) 이것은 驛
館인듯하다. 이외에 酒店에서 1일, 사족의 노비집에서 1일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본다면 장인의 適所(강진 東城 밖 民家)에서의 체류기간 13일과
현지 사족들의 집은 13일 머물렀다. 전주의

숙소를 알 수 없는 6일을 제외한 45일의 여행일수 중 친족가에 머문 것은
31%, 현지 사족가에 머문 일수도 29%이고, 관사에서 머문 것은 11%이다.
즉 이를 합한 71%는 이하곤의 친족망, 사족으로서 연망의 활용을 통해 숙
소를 마련한 수치로 볼 수 있다. 이하곤의 호남여행 중 남행로 중에는 그의
장인 송상기와 기타 친족의 세거지가 있었고 경로 중의 군현마다 지방관
들, 그리고 호남 현지의 사족들이 그의 여행에 편의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하곤이 체류한 9개소의 사암의 경우도 여행일수의 20%를 차지하는데 이
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이외에 어쩌다 머물게
된 역이나 주점, 노비집에서의 숙박은 여행일수의 9%에 불과했다.

34)

李夏坤, ……作別廣寒樓 夜宿獒樹館…… ‘滯雨書懷’

남행집 , 두타초 책10.

292 동국사학 53집

Ⅳ. 사족 緣網과 그 성격

이하곤의 기록에서는 여행 경비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35) 오
히려 숙소의 비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족와 사족가의 접대가 빈번하였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양식의 지원이 상당했을
것이다. 여행 중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는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본가에
서신이외 식량 공급을 요구한 예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하곤 여행의
경제적 기반은 사실상 친족을 포함한 사족의 연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곤은 관직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증조부터 부친까지 중앙정계의
고위직을 차지했고, 그 자신은 농연과의 학연과 교유관계, 뛰어난

文士로

京華士族인 동시에 진천에 鄕第를 두고 있었으며,
17세기후반에서 18세기 중반까지 권력의 핵심을 쥐고 있었던 恩津 宋氏와
도 인척간이었다. 한마디로 당대 세력가로서 名士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
서 이름이 높았다. 그는

의 여행은 경로 상에 있던 각 지역의 지방관과 재지사족들에게 관심과 화
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이하곤이 여행 중 교유했던 사족
들의 수와 면면이다. 65일의 여행 중 만났던 사족 중 인명이 기록되거나
인원수가 드러난 것만 100명 정도이며, 연인원으로는 200명에 달하는데 실
제로는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일평균 3명 이상의 사족들과 접했음
을 말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이 현직 지방관들이다. 필자가 조선후기의 원거리 여
35) 화폐의 사용이 드러난 것은 단 한번이다. 10월 15일. 청주에서 회천으로 가는 중간
에
을 지나다가
를
8 를 주고 샀다는 기록만이 있다.

文義縣 荊江

訥魚 銅錢 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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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대해 다수의 예를 살펴 본 결과, 원거리 여행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여행지 혹은 그 경로 상에 있는 지방관의 지원이다. 지방
관은 관사에서의 숙식의 제공, 여행경비 지원, 사찰에 대한 여행자 지원
요구 등 원거리 여행자에게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애초에
원거리 여행을 결행하는 데에는,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자신의 여행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면식 있는 지방관이 있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36)
이하곤의 경로 중에 있던 지역의 지방관들 대부분은 그의 도착 소식을
접하고 만나기를 요청했다. 이하곤은 저녁에 관사를 방문하고 접대를 받는
형식으로 교유를 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하곤을 맞이한 지방관은
모두 11인이다.37)
이중 청주목사
사인

鄭赫善은 이하곤의 남행과 상행에서 3일간이나 그의 관

近民軒을 숙소로 제공할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하였다. 전주에서 전

라도 감사는 이하곤의 숙소까지 두 차례나 찾아오고 사례를 위해 찾아온
이하곤에게 안주와 과일을 접대하였으며 귀로에서도 사람을 보내 안부를

․

金溝의 主守 林世讓은 이하곤의 금산사
유람시 동행하기까지 하였고(11월 2일), 나주 牧使 鄭覺先은 이하곤을 맞
이해 관아에서 식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였다(12월 1일). 능주 牧
使 愼汝謙, 남평 縣監 李左伯도 관사에서 官妓가 나오는 주안상을 마련하
물었다(10월 13 14일, 12월 17일).

～

였다. 남원 주수 역시 아들을 시켜 광한루에서 관기 6 7인을 대동한 연회
를 베풀었다(12월 2일, 12월 3일). 이러한 지방관의 접대는 당시 이하곤가
36) 이러한 점은 원거리 여행이 대부분인 금강산 여행에서 두드러진다. 18세기 후반
송시열의 5대손으로
의 지위에 있던
조차 지인이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서 평소 갈망하던 금강산 여행을 실행할 수 있었다고 말한바 있다.
,
, 
 권12.
37)
,
,
,
,
,
,
,
,
,
,
이 그들이다.

山林

宋煥箕

宋煥箕 東遊日
記 性潭集
淸州牧使 鄭赫善 礪山府使 申命擧 全羅道 監司 黃爾章 金溝主守 林世讓 康津
南唐村 主守 陣翼漢 羅州牧使 鄭覺先 南平縣監 李左伯 凌州牧使 愼汝謙 同福縣
主守 同福縣 主守 李顯慶 和順縣監 沈元俊 南原主守 李齊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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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세와 명성에 힘입은 것이다.
한편, 그가 청주, 회천, 연산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호서지방의 명

朴彭年의 후손인 朴敏雄(1674～1732),
月山大君의 후손인 李慶祉 등이 찾아왔고, 회천에서는 宋浚吉의 증손 宋
堯和을 비롯, 宋必勳, 必兼, 宋必熠 형제, 宋持卿, 宋必復, 宋夏明 등의 恩
津 宋氏들과 몇 차례의 교유를 가졌다. 한편, 연산에서는 金鎭玉을 찾아갔
는데 그는 金長生의 후손이자 송시열의 문인으로38) 안동부사로 재직 중
壬寅사화로 소론정권이 들어서자 관직을 그만두고 연산으로 귀향해 있었
사들이 그를 찾아왔다. 청주에서는

다. 이하곤은 병으로 며칠 동안 연산에 체류하면서 김진옥과 몇 차례 만남
을 가졌다.
그런데 이하곤은 이때의 만남을 상세히 묘사하며 김진옥의 전언을 일
기에 그대로 수록하였다. 김진옥이 이하곤에게 들려준 것은 3가지 일화였
다. 송시열과 허목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 즉 송시열은 허목에 대해 처사

機心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허목이 송시열의 처결을 주장
했다는 것, 그리고 南應敏이라는 이가 沈器遠39)의 獄과 소현세자의 죽음
을 예지했던 일화, 마지막으로 선조말년 建儲議 당시 鄭澈과 柳成龍, 李山
海, 金公亮의 충돌과 동인의 음모에 의해 정철이 유배되었다는 이야기였
다.40) 이들은 모두 전대의 중대 정치사 背面의 일화로서 김진옥의 이야기
38) 金鎭玉(1659～1736) : 김장생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萬均이고, 어머니는 李一相의
딸이다. 송시열의 제자로 1700년 이후 사헌부감찰․용담현령․파주목사․청주목
사 등을 지냈다. 1722년 임인사화가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連山으로 귀향하였다
가 1725년 이후 호조참의․동부승지․강원도관찰사를 지내다 귀향하였다. 金相定,
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金公行狀 , 石堂遺稿 권1.
39) 沈器遠(1587～1644) : 1623년 인조반정으로 靖社功臣이 되었다. 1644년 좌의정으로
로서

懷恩君을 추대해 반란을 도모하다 주살되었다.
金丈云 甲寅間有人言尤翁曰許穆主告廟之論甚力尤翁笑曰許穆在漣川戴平凉子婆
娑林下山鳥出入懷袖間不去其無機心如此何必謀殺我耶以此觀之許亦異人也……南
應敏內浦人也與沈器遠親密甞客于沈家私其婢爲妾後忽逃去不與相通一日在李尙州
남한산성 수어사를 겸임하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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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쟁과정 중 철저히 서인의 입장에서 운위된 것이었다. 특히, 정철 유배
를 논의한 것은 이하곤의 호남행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호남지역은 동서분당 당시 정철을 중심으로 한 서인과
력을 중심으로 한 동인이 대립하던 상황에서

鄭介淸세

己丑獄事(1589)를 계기로 서

인이 기세를 잡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정개청계열은 기축옥사 피해자들의

建儲議事件으로 삭탈관작을 당한 바 있
었다. 김진옥은 호남으로 향하는 이하곤에게 호남 서인-노론의 前史를 상
신원회복운동을 지속했고, 정철은

기시켜준 것이었다. 회천의 은진 송씨들이나 김진옥 등은 당대 호서 노론
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소론의 공세 속에 위축된 노론의 상황

-

에 대해 이하곤에게 위기의식을 토로하고 서인 노론의 역사적 정당성을
강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주를 떠난 이하곤은 여산을 거쳐 본격적으로 호남의 사족들과
만나게 되었다. 호남 사족의 성격을 논할 때 반드시 지적되는 것이 16세기
김굉필과 조광조의 영향이다. 김굉필은 무오사화때 순천에 유배되고 조광
조는 기묘사화에 조광조가 능주에 유배되면서 이들의 제자와, 교유한 인물
들을 통해 호남의 도학적 성격의 유학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41) 이

朴祥, 宋純, 金麟厚, 柳希春, 奇大升, 高敬命 등 16세기 호남의 사림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출현했다. 선조초 東西分黨의 과정에서 정철계열의
서인과, 李潑․정개청계열의 동인으로 세력이 나뉘고 기축옥사로 정개청
후

계열의 동인이 많이 희생되기는 했지만42) 여전히 중앙정계와 향촌에서 호

恢家夜觀天文大笑曰受之走矣受之器遠字也數日沈之敗報果至昭顯世子喪時前一月
忽來李家索弊布袍斬其兩袖去人皆恠之成服日南指所着白笠曰此乃家弊袍袖也其前
知類此後終安興僉使……又言宣廟末年惡聞群下論建儲事諸公莫敢發松江約西崖登
對力請之至上前松江先爲發端上不應西崖終不繼之仍罷出李山海時爲首相先聞松江
有此議寅緣金公亮密通于內上固已聞之矣未幾松江有江界之命云 10월 26일.
41)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32쪽.
42) 호남의 사족을 언급할 때, 鄭汝立 모반사건 즉 기축옥사이후 호남지방이 ‘叛逆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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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邦俊, 鄭弘溟,
姜沆, 남인계의 尹善道, 羅德潤, 羅德顯, 그리고 소론계인 林泳, 林象德 등
남사림의 활약은 이어졌다. 17세기에 들어서는 서인계의

이 세력을 떨쳤다.43) 이후 17세기 후반 경에는 사족들이 문중단위로 문중
서원 설립, 문집간행, 묘역의 건립 등을 통해 세력규합에 힘쓰면서44) 사족
사회의 경쟁과 분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숙종대에는 중앙에서 노론세가 강해지면서 호남에서도
소론과 이에 결탁한 남인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노론계 사족들의
입장이 서서히 강화되었다. 특히

光州, 長城 지역은 筆巖書院, 月峰書院을

중심으로 노론계가 장악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하곤이 여행을 한 시점은
경종 즉위 후 신축옥사를 통해 소론이 정권을 잡자 호남의 남인과 소론계
가 다시 세력을 펼치려 하던 때였다.45)
이하곤은 전주에 도착하자 남문 밖에 우거하는
다. 박자룡은

朴子龍의 집에서 묵었

久堂 朴長遠의 후손으로46) 소론계 인물인데 이하곤과는 이전

鄕’으로 낙인 되어 중앙으로부터 차별받고 이후 호남 사족의 중앙정계 진출이 제한

43)
44)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설이다. 이러한 조선시대 호남 차별에 대한 인식은 근현대시
기 호남이 지녔던 독특한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굳어진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다.
실상은 그와는 달랐다는 게 최근의 지적이다. 17세기 이후 호남지역에 대한 특별한
차별조치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차별로 따지자면 평안도나 인조반정이후
의 경상도 지역이 더 심했다는 것이다. 또한 18세기 중반까지는 지방에 대한 중앙의
압도적 우위를 주장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수창, 조선시대 지역사 인식
의 지역적 성격 , 한국 지역주의의 현실과 문화적 맥락, 민속원, 2004 참조.
고영진, 60 75쪽.
이해준, 
,
, 2008, 15 16쪽. 이렇게 18세기에
들어서 향촌의 사족지배체제의 위기상황을 맞아 재지사족들이 친족 간의 결속이
강화하면서 문중활동에 몰두하게 되는 것은 여러 지역의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
,
의
과
활동 , 
 91, 2001; 김현영,
조선후기의 재지사족의 정치적 성장과 ‘전통의 창출’ , 
 68, 2002; 김기
둥, 18세기
변화 , 고려대 한국사학과 석사논문, 2008.
김기둥, 18세기
변화 , 12 20쪽 참조.
박자룡은 몇 년 후인 1728년
의 난에서 함양군수로 공을 세운
의
이었다. 박사한은 그 조카가 암행어사로 유명한
였다.

～

朝鮮後期 門中書院 硏究 景仁文化社

金盛祐 密陽朴氏 嘯皐公派 靑道 定着 宗族
湖南地域 光山金氏 宗族活動
湖南地域 光山金氏 宗族活動
45)
李麟佐
46)

～

震檀學報
史學硏究

～

朴文秀

朴師漢 從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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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 같다. 전주에서는 남행과 귀향 시 두 차례 체류하는

監司 黃爾章를 비롯, 閔向叔, 閔志洙, 僉知 李岱, 姜必遇, 慶基殿
參奉 尹世觀, 進士 李彦謙과 교유하였다. 귀로에서는 金昌緝의 아들인 金
用謙를 찾아가는데47) 김용겸은 1722년 신임사화에서 백부 金昌集이 사사
데 이때도

된 후 전주에 유배된 상태였다.
이하곤은 11월 6일 강진에 도착해서 장인과 상봉 후에 강진과 영암 등
지의 사족들과 만나게 되었다.48) 이들은 이하곤을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竹林寺에서 환영 연회를 개최하기도 하며49) 수시로 이하곤을 수행하
기도 하였다. 또한 李敏郁형제, 李成夏 등 6～7인이 왔다고 했는데 이들은
同姓人이라고 기록하였다.50) 이들은 강진 인근지역에 세거하던 경주 이씨
들이었다. 이밖에도 나주에서도 李運植이라는 동성인의 방문을 받았다.51)
이렇게 원거리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同姓人들은 사족 연망의 한축을 차
경내

지했다. 여행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면식조차 없었
던 동성인을 만나 교유하고 선물 등의 형식으로 여행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타 여행기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52)
강진에 머무는 동안 이하곤은 주변의 승경과 명소를 찾는데 그 중 해

남

白蓮洞 尹斗緖의 綠雨堂을 찾기도 하였다.53) 이하곤은 공재 윤두서와

47) 12월 12일.
48)
과 그 아들
,
,
,
,
,
,
등이
그들이다.
49) 11월 10일.
50) 11월 26일.
51) 12월 2일.
52) 1688년 경상도 지역을 유람한 정시한도 팔공산에 머물고 있을 때 대구 인근의 동성
인들의 방문을 받고 쌀, 반찬, 과일 등을 선물로 받았다. 이경순, 1688년
의
유람 , 역사와 경계, 69, 2008, 57 58쪽
53) 11월 16일.
윤두서(1668 1715)는
의 증손으로 시 서 화에 두루 능한
화가이자 박학을 추구한 남인 학자였다. 그의 그림은 특히 인물화와 말 그림에서

鄭之碩

八公山

鄭夢說 崔致完 梁漢源 金夏三 李舜佐 金得三 文德龜

恭齋

～

～

尹善道

丁時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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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유명한 윤두서의 자화상에

尹孝彦自寫小眞贊 을

지은 바 있었고54) 공재의 그림에 대한 평론을 몇 차례 남겼다.55) 그런데
당시 이러한 교유에 대해 이하곤이 서인이라는 이유로 남인인 윤두서가
비난을 받았다는 평이 남아 있다.56) 이하곤의 해남방문은 7년 전 죽은 친
우의 집을 찾은 것이었다. 이때 녹우당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윤두서의 아
들

尹德熙였다. 윤덕희는 반갑게 이하곤을 맞이하고 부친의 화권을 보여주

었다.57) 이렇게 당색을 초월하여 이루어진 이하곤의 녹우당 방문은 호남여
행 중 매우 예외적인 행적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만덕사, 보림사, 수인사 등을 탐방하고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데

靈巖士人 曺潤身과 그 종친 曺錫恒, 錫奎, 曺一龜등과
어울렸다. 그런데 강진에서 영암까지 따라온 鄭夢說이란 인물이 있었다.
정몽설은 이하곤이 강진에 도착한 다음날 부친 鄭之石과 함께 찾아온 인
영암지방 유람에는

물로서 강진의 재지사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몽설은 이하곤과 함께
천관산, 월출산을 유산하며 30일 넘게 시중을 들었다.58) 그런데 정몽설은
이하곤과 함께 상경하려는 의사를 밝혔다.59) 정몽설은 한양의

高官에게 자

신을 천거해 달라는 요구를 내비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하곤은 자신은 그

54)
55)

뛰어났다. 그는 형제와 친구들이 당쟁으로 고초를 겪는 현실 속에 관직을 포기했고
46세 되던 1713년에는 해남 녹우당으로 거처를 옮겼고 2년 뒤 사망하였다.
두타초 책17.
, 두타초 책15
;
,
두타초 책16
;
, 두타초 책17.
윤두서는 긍지가 과하여 남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하곤,
,
에
게만은 요구대로 그림을 그려주었고 특히 이하곤에게는
를 그려주었다고 한
다.
,
(
,

제14권에서 재인용.)
이후 이하곤은 다음날 윤덕희와 함께 대둔사를 방문하고
에 있는 윤덕희의
해안별장(
)으로 안내받아 접대를 받았다.
‘
’ 남행집 ,
두타초 책10.
, 두타초 책17
.

題柳汝範所藏尹孝彦扇譜後
雜著 書尹孝彦畫馬

雜著 題崔翊漢所藏尹孝彦画帖後
李師寬 閔龍見
56)
萬馬圖
南泰膺 聽竹畵史 文藝典故 畵家 燃藜室記述 別集
白浦
57)
海庄
58) 凡我所遊者 相隨如驅蛩 枕席必躬展 茶飯亦親供 從遊浹三旬 別鄭夢說
雜著
59) 贈鄭生夢說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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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의사가 없으며 돌아가 독서에 몰두하여 뜻을 구하라고 충고하였다.60)
정몽설이나 이하곤을 극진히 접대한 이들의 행위는, 중앙의 유력세력과 교
유를 맺으면서 관계 진출의 기회를 노리거나 향촌에서 위상을 제고시키려
는 재지 사족들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상행 경로 중 나주에서는

滄溪 林泳의 滄溪宅에 들렀다. 창계는

林泳(1649～1696)을 말한다.61) 이때 이하곤이 만난
것은 창계의 후손인 林邁였다.62) 창계는 이이학파내에서 이이의 학설을
숙종대 소론계 인물인

묵수하지 않고 이황의 견해를 절충하려는 소론의 사상적 특성을 보인 인물
로서 같은 집안의

林象德과 더불어 호남지방의 소론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었다.63)
곧이어 이하곤은 담양의

瀟灑園에 들르게 되었다. 소쇄원은 河西 金麟

厚의 사위인 梁山甫(1503～1557)가 스승 조광조의 유배 후 담양에 내려와
은거한 곳이었다. 이하곤은 이곳의 유래와 당시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였

梁翼龍은 喪中이라 손님을 맞지 못하고 從弟와 梁敬
之와 梁采之가 대신 나와 양산보가 지은 孝賦, 文谷이 쓴 河西의 瀟灑園
四十八詠 과 三淵의 試紙 2장을 보여주었다. 이때 瀟灑園題詠卷에 이하곤
다. 양산보의 종손은

이 시를 지어 쓰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보고 경탄하며 “삼연을 통해

曾因三淵聞名久矣)”라고 하였다.64) 이날 소쇄원

이름을 들은 지 오래이오(

今余將歸. 生又欲從我北游京都. 以親老不果. 余窃觀生之意. 盖欲余吹噓於公卿間.
以重生. 余之權力. 又豈可以吹噓乎哉.……生歸而閉戶讀書求志焉. 則亦可以知所趣
舍矣. 贈鄭生夢說序 , 두타초 책17 雜著.
61) 창계 임영의 관향은 나주이고 중년이후 나주 會津에 초당을 짓고 머물기도 하였다.
임영은 李端相과 朴世采문하에서 수학하고 동부승지, 황해도관찰사, 성균관 대사
성, 홍문관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62) 12월 1일. 강진으로부터 동행한 송상기의 從弟인 宋相允과 임매는 高氏의 사위였다
60) ‘

고 기록하였다.
63)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71 75쪽.
64) 12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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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平縣 玉泉寺에서 쉬는데 담양의 進士 金八華 진사가 찾아왔다.
김팔화는 김창협의 族姪 金時佐의 문인이었다.
을 떠나

한편, 이하곤의 호남여행에서의 사족의 연망은 그가 방문한 서원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이하곤이 유람 중 참배한 서원은

老峰祠, 鹿洞書院,

滄溪書院, 忠烈祠, 霽月堂書院 5개소이다. 이중 12월 8일에 참배한 남원
충렬사는 우연히 들르게 된 곳이었고65) 충렬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참배
의도를 갖고 찾아간 곳이었다.
먼저, 장흥의 노봉사는

老峰 閔鼎重(1628～1692)과 屯村 閔維重(1630～

1687)이 배향된 서원이었다.66) 민정중은 송시열의 문인으로 숙종대 남인집
권기에 실각하여 1679년 장흥으로 귀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호남지역
에 민정중의 문인이 형성되었다. 또한 동생 민유중은

仁顯王后의 부친으

로 1665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바 있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들 형제
를 배향한 서원이 1698년 장흥에 건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인의 핵심이
었던 민정중가는 이하곤가와는 이하곤의 부친과 아들 대에 걸쳐 혼척관계
를 맺고 있었다.67) 따라서 노봉사는 이하곤이 빠뜨릴 수 없는 방문지였던
것이다.

烟村 崔德之(1384～1455)68)을 배
향하는 存養祠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던 서원이다. 이후 金宏弼의 문인인
다음으로 영암의 녹동서원은 1630년

李福男

65) 1612년 창건된 충렬사는 1653년 사액된 곳으로 전라도 병마절도사
, 접반사
등 이하곤 당시에는 정유재란 때 순절한 인물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으로
7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었다.
66) 이하곤의 방문 이후, 1726년(영조 2) ‘
’으로 사액되었다.
67) 주5) 참조.
68) 연촌은 본관은
로, 국초에
의
을 거친 후 전라도 지역의 외관직에
있다가 남원부사를 사퇴하고 영암
에서 학문연구에 몰두한 인물이다. 문종
이 즉위하자 그를 불러 예문관직제학에 임명, 그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연로
함을 이유로 사직하고 귀향하자 조정 안팎의 칭송이 있었다. 그의 아들 산당옹은
관직은 없었지만 순천에 귀양 왔던
의 문인으로 알려졌다.

鄭期遠

全州

淵谷書院
三司 淸要職
永保村
金宏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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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山堂翁 崔忠誠(1458～1491)이 배향되었고 1695년 김수항이 1711년 김

창협이 추가로 배향된 후 1713년 사액되었다. 최덕지와 최충성은 모두 호
남의 유학사에서 보자면 15세기 중앙과 연결고리를 가짐으로서 향촌내 유
학의 활성화와 도학의 전래에 기여를 한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서원에 문곡 김수항과 농암 김창협이 배향된 것은 김수항이 1676년 2차
예송논쟁으로 영암에 유배되고 김창협이 그 이후 호남을 자주 방문했다는
배경이 있었다. 이에 최덕지의 후손인 전주 최씨들도 이때 문곡, 농암과 유
대를 가지게 되었다. 전주 최씨들은 수차례 청액 상소를 올렸으나 성과가
없었다. 그러다 1695년 문곡이 이어 1711년 농암의 추배를 단행한 이후인
1713년, 비로소 사액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노론세력을 추배하는 과정
은 영암지역에 노론세력이 부식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는 지방 사족이
향촌 사회내의 거점으로 문중서원을 운영하면서 중앙의 정파와 연결을 맺
고 사회적 성장을 이루고자 했던 전형적 예였다.69)

父子가 같은 서원에서 제향 되는 성대
함을 칭송하고 이곳에 안치된 진용이 名手의 작품이라 상찬하였다. 특히
이하곤은 녹동서원이 두 가문의

이하곤이 관심을 보인 것은 문곡의 41세 때 초상이었다. 이하곤은 1689년
문곡이

己巳換局으로 유배되어 사사될 때 자신이 너무 어릴 때여서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서70) 이 영정을 인상 깊게 관찰하면서 추모하였다.71)
이어 나주에서 회진에 이르러서는

滄溪宅을 방문하고 창계서원을 배알

하였다. 창계서원은 임영을 제향한 서원으로 1710년 건립되었다. 이하곤의

朝鮮後期 門中書院 硏究, 128～134쪽, 162～164쪽 참조.
月山之北朗州東 父子同躋一廟宮 梁木已摧懷往日 畫啚今幸識春風 家聲獨紹千年
遠 人事空悲廿載中 回首三洲何處在 暮雲寒雪意無窮 文谷之受禍在己巳 而余時幼
少 未及瞻拜顔色 世傳文谷儀容極端麗 今拜遺像果然 第四句及之李夏坤, ‘謁鹿洞書
院有感’ 남행집 , 두타초 책10.

69) 이해준, 
70)

71) 문곡은 노소분쟁 중 윤증을 배척하여 소론측의 비판이 집중되었는데 이하곤은 그
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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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계서원 방문은 소론계 서원으로서 유일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제월당서원은 12월 16일 귀로에서 방문하였는데

懷德 渼

湖에 위치한 서원으로 1718년 건립되어 宋奎濂을 배향하였다. 송규렴은 송
시열과 송준길의 문인으로서 기호지방의 은진 송씨의 ‘三宋’으로 일컬어지
는 인물인데 바로 이하곤의 장인 송상기의 부친이었다. 이하곤은 남행 당
시 회천의 처가에서 뇌절을 이유로 오래 머물고 처가의 인척들과 교유하는
가운데 귀로에서 반드시 제월당서원을 참배해야 했다.
이하곤은 위와 같이 다섯 곳의 서원을 찾았는데 이하곤의 경로로만 고
려하자면 더 많은 서원을 방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하곤의 노정에 포
함된 나주, 장흥, 장성, 영암, 담양 등에는 당시 다수의 서원이 건립되어 있었
다. 예를 들어 나주지역만 하더라도 1722년 기준으로 김굉필 등
을 제향하는

道學儒賢

景賢書院을 비롯하여 11곳의 서원이 있었다.72) 장기간의 여정

을 돌아보면 서원 방문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하곤이
호남여행에서 방문한

寺菴이 27개소에 달한 것과 비교해서도 서원방문은

제한적이며 선택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곤이 방문한 서원들은 우연히
들르게 된 충렬사를 제외하고는 이하곤이 참배의 명분으로 찾았던 곳이며
모두 자신의 학연, 인척, 가문적 배경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곳이었다. 모
두 17세기말에서 18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서 당파적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있는 서원들이라는 것이 공통적이다. 소론계인 창계서원을 제외하고
는 모두 노론계와 그들과 연결된 지방 문중세력에 의해 건립된 서원이었
다. 이에 대비된 남인계통의 서원은 한곳도 방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러한 선택적 서원방문, 또는 경로 상에 있었던 다수 서원의 배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朝鮮後期 門中書院 硏究, 249～255쪽 참조.

72) 이해준, 

18세기 전반 李夏坤의 호남여행과 士族 緣網 303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은 중앙의 정치에 대한 향촌사림의 공론
수렴의 매개체이자 붕당정치의 재지적 실현기반으로서 서원의 당파적 성
격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였다.73) 더욱이 호남의 서원은 사족들간의 갈
등과 당파적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힌 지점이었다. 호남의 일부 서원에서는

毁撤과 復設이 당파의 浮沈에 따라 반복되어 일어났다. 정개청을 奉祀
하는 紫山書院이나, 羅州의 대표적 남인계 서원인 眉泉書院이 서인계 인
그

사들에 의해 훼철되었다가 현지의 남인계 유생들에 의해 복설이 시도되었
던 것이 대표적 예이다.74)
이러한 분위기에서 외지로부터 건너온 사족의 서원 참배는 방문자의
당색을 공표하고, 같은 당색을 지닌 현지 사족들의 위세를 과시할 수 있는
이벤트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서원방문이나 참배는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치열한 정쟁이 끊이질 않았던 시점에서, 이하곤
의 입장에서는 제향된 인물이

前代의 儒賢이라도 당색을 고려하지 않은 서

원의 출입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현달에는 뜻이 없었던 인물이
지만 그의 입지는 이미

學緣과 婚緣으로 엮어진 權門들의 촘촘한 그물망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하곤의 호남유람 중 접촉한 사족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지방관들은 관리이기에 앞서, 이하곤가를 익히 알고 있고, 이미 친교를 맺
고 있거나 어떻게든 연결되고자 하는 사족가의 출신이었다. 그의 친족들은
호남행의 경로인 회천 등지에 포진해 있었고, 강진, 나주지방에도

同姓人

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외 지방의 사족들은 이하곤에게 긴 여행 동안

朝鮮後期 門中書院 硏究

73) 이해준, 
, 61쪽.
74) 자산서원은 다섯 차례 훼철과 복설과정을 겪은 바 있었고, 미천서원은 1724년
에
의해 훼철된 후 나주 유생들이 부당함을
하였지만 서인계
의 계책으로 그대
로 시행되었다. 정승모, 조선후기 지역사회 구조 연구, 민속원, 2010, 156 158쪽.

呈訴

監司

朝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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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을 제공하고 명승지에 대한 안내를 기꺼이 하였다. 이러한 사족의 연
망은 그의 65일에 걸친 장기간의 여행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의 호남 사족 연망은 주로 노, 소론계

士人들에 집중

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측면은 특히 해당 서원의 방문으로 드러난다는 점이
다. 물론 남인인 윤두서가를 찾기도 했지만 당색을 초월해

書畵를 매개로

연결되었던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호남에서의 그의 교유관계나 명성의 상당 부분은 그가

農淵의 문

도라는 바탕 위에 성립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호남에

-

서 문곡, 농암, 삼연은 유배와 유람의 계기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고, 서인

노론 세력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현지인들이 이하곤의 배경으로서
농연을 언급한 것은 그 만큼 호남에서 농연이 구축한 노론의 저변이 넓고
두터웠음을 말해준다.
이하곤 역시 호남유람을 통해 문곡, 농연이 자신과 연결된 인물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관련서원을 배알한 것은 물론이고 호남의 명승을
찾으면서 문곡, 농연의 자취와 그들과 얽힌 기억을 수차례 언급하였던 점에
서도 드러난다. 그들이 호남에서의 행적과 그들의 시를 떠올리고 여행의 지
침으로 삼는다던지75), 삼연과 함께 여행을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하고76),

同福의 赤壁, 勿染亭 등에서 농암시를 차운하면서77) 그들에 대한 그리움

과 숭모를 거듭 표현하였다. 이러한 장동 김문에 대한 추종은 이하곤이 정
치와 도학보다는 문예를 중시했던 것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문곡, 농연은
당대 문예를 이끈 인물들이었고 이하곤의 문예사상의 기초는 농연의 영향
75) 주 29)참조.
76) 11월 14일. 바로 전 해 삼연이 함께 제주도 유람을 가자고 권했던 것을 거절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후회한 것을 말한다. 이하곤이 호남여행에 나서기 전인
2월에 삼연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77) ‘
’ ‘
’ 남행집 , 두타초 책10.

赤壁奉次農巖先生韻 勿染亭敬次農巖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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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다져졌다. 또한 소론가문의 이하곤이 노소분기 이전에 학통으로 이어
진 농연을 따른 것은

處義의 측면에서도 어긋난 것이 아니었다.78)

더 나아가 이하곤의 교유는 상당 부분 유배된 장인 송상기를 비롯해
당쟁에서 피해를 입은 노론측 인사들을 위로하는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
다. 1710년 부친 이인엽의 사후 장인 송상기는 이하곤의 후견인을 자처하
고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상기는 이전부터 몇 차례 출
사를 권유한 듯하고 이에 대해 이하곤은 간곡히 거절의 뜻을 밝힌바 있었
다.79)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이하곤이 송상기와 그와 연결된 노론 인사들
과 깊은 교유를 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처가인 회천의 은진
송씨들에 대한 위로와 송시열의 문인인 김진옥과의 만남과 대화를 중요하
게 기록하고 있는 점, 유배 상태였던

金昌緝의 아들, 金用謙을 방문하고,

호남의 노론계 서원들을 참배하였던 행적들은 그러한 정황을 보여준다. 즉

․

이하곤의 여행은 당시 중앙의 신축옥사, 신임사화로 타격을 입은 호서 호
남의 노론계 인사들을 위로하고 그 위세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하곤이 소론의 당론에 반대하여 노론 측에 기울었다
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것은 이하곤이 적극적으로 의도한 바라기
보다는 이하곤의 교유와 언행이 미친 영향과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
이다. 이하곤은 어느 한쪽에 기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고 오히
려 정치에 거리를 두고 당시

士人들의 풍조를 비판했던80) 인물이었다. 그
處義

78) 이하곤이 1723년 김창협의 변무소에 연명하였을 때, 실록의 기사는 이하곤이
하는데 실수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3년(1723) 5월 25일(
).
79)
, 두타초 책13.
80) 이하곤은 출사를 권유하는 장인 송상기에게 벼슬에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자신이
벼슬을 한다는 것은 원숭이를 묶어놓고 옷을 입히고 기러기의 날개를 꺾고 가두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
, 두타초 책 13) 또한 군자와 선비의
에는 도가 있어야

答聘丈玉吾齋書

養 答聘丈玉吾齋書

景宗實錄

癸卯

譬猶縶猿狙而襲之以衣冠之飾 鎩鴻鵠而困之以樊籠之
出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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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노소분기가 오래 지 않은 시점에서 학연, 혼반, 가문의 당색이 일치되
지 않은 미묘한 입장에 서 있던 이하곤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정치, 당색의 한계로부터 자유를 원했고 실제 삶에서 실현하고자 하
였지만 당시의 정국에서 그의 언행은 당색의 한계 내에서 해석되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Ⅴ. 맺음말

이하곤은 1722년 65일간의 호남여행을 하면서 다양하고 생생한 기록을
남겼다. 이하곤의 남유록 은 18세기의 대표적 산수 문예로서, 혹은 18세
기 전반 지방사의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장기간, 원거리 여행의 한 예로서 이하곤의 호남여행을 주목하
여, 이하곤의 여행기록이 지닌 특징, 여행의 경로, 숙소와 관련된 실제 양
태와 여행 중 활용한 사족 연망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하곤의 호남여행은 강진에 유배된 장인을 방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
어진 여행이었지만 실제로는 호남의 명승과 물정을 살피고 육유의 입촉
기에 필적할 문학적 성취를 이루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호남의
산수와 인물에 대한 핍진한 관찰과 본인의 학식과 감식안이 드러난 문장을
남기는데 주력하였다. 여행경로는 진천을 출발하여 호남우도와 좌도를 편

한다고 하면서, 선비들이 세력가에게 달려가 벼슬을 구하고 서로 자리를 얻으려고
반목하고 을 무시하고 를 취하는 행태를 비판하였다.(

公
私
士節之喪久矣 扳援乎形
勢之塗 伺候乎權要之門 逐逐營營 穿穴萬端 請托如雲 躁競成風 甚至大官爲子求仕
名流以書薦弟 衆目睽睽 以得爲幸 背公徇私 不知其非. 喩或 , 두타초 책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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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도록 짜여 있었고, 숙소는 친족과 사족가, 지방관의 관사 위주로 이용
하였다. 명문가 출신인 그는 가는 곳마다 극진한 접대를 받고 여행상의 편
의를 제공받았다.
이 글에서 살핀 이하곤의 사족 연망은 그의 장거리 여행을 가능하게
한 필수적 조건이었다. 조선전기에도 연망의 활용은 여행에서 중요한 기능
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遠遊가 드물지 않게 된 것은 조선전기보

다 사족들의 연망과 그 활용이 더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원유는 사족의 연
망이 원거리에 미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누대에 걸쳐 광역적
세력을 형성한 유력 사족일수록 원유가 수월했다. 이하곤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하곤은 그 자신의 연망이 혼척관계와 학통을 매개로 호서, 호남
지역에 뻗혀있었다. 호남은 중앙에서 활약하던 학자관료의 유배를 계기로
지역의 학풍을 일으켰던 사례가 많았던 관계로 중앙 사족과의 연계가 중시
되었다. 더욱이 17세기 후반 이래 중앙 관직 진출이 어려웠던 향촌사족의
입장에서 중앙의 사족과의 연결은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향촌 사족들에
게 유력사족의 유람은 권력과의 연결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여
행을 적극 지원하면서 위세를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후기 당쟁의 격화는 서원 등의 지방 사족사회를 붕당적 성격으로
변모시켰다. 붕당의 지방화, 전국화는 유력사족의 연망이 전국적으로 확장
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이하곤의 예로서 본다면, 조선후기 사족간의
교유와 연망은 당색의 한계 안에서 고착화되고 활력을 잃게 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점은 18세기 이후 사족내의 사회경제적 분화, 문중간의
쟁투, 향권을 둘러싼 대립 등으로 표출된 사족지배체제의 균열이 안고 있
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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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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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8세기 전반 李夏坤의 호남여행과 士族 緣網
이 경 순

조선후기 사족사회에서 산수 유람은 대유행을 이루었다. 그런데 17세
기 후반 이래 사족의 유람 기록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遠遊,

즉 거주지에서 먼 거리의 지역에 대한 유람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조선
후기 원거리 여행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배경과 조건에

李夏坤의 南遊錄 을 통해 원거리
여행의 양태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조건으로서 士族 緣網을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遠遊가 드물지 않게 된 배경에는 조선전기보다 사족들의 연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망과 그 활용이 더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누대에 걸쳐 광역적 세력을 형성
한 유력 사족일수록 원유가 수월했다. 이하곤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하
곤은 그 자신의 연망이 혼척관계와 학통을 매개로

湖西, 湖南지역에 뻗혀

있었다. 호남은 중앙에서 활약하던 학자관료의 유배를 계기로 지역의 학풍
을 일으켰던 사례가 많았던 관계로 중앙 사족과의 연계가 중시되었다. 더
욱이 17세기 후반 이래 점차 중앙 관직 진출이 어려웠던 향촌사족의 입장
에서 중앙의 사족과의 연결은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유력사족의 유람
은, 향촌 사족의 입장에서는 권력과의 연결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
고 여행을 적극 지원하고 위세를 나누는 입장에 서길 원했다.
조선후기 붕당정치의 심화는 서원 등의 지방 사족사회를 붕당적 성격
으로 변모시켰다. 붕당의 지방화, 전국화는 유력사족의 연망이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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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이하곤의 예로서 본다면, 18세기이후 사족
간의 교유와 연망의 성격과 범위는 당색의 한계 안에서 고착화되고 활력을
잃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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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distance travel and a strategy as a traveller in the late
Chosun period
Lee, Kyung-soon

士族) in the late Chosun
period. One feature of their travels was long-term and long-distance travel(遠遊).
Sightseeing travels were all the rage among Sajok(

It is needed to explanation of the background and the condition that could make
extended trip for Sajok. This study examines a route and lodgings of a case of

李夏坤)

long term trips and explores a social network of Sajok, Yi, Hagon(

南遊錄).

revealed in a travel record, Namyurok(

湖南) region through Hoseo(湖西) region for 65

Yi, Hagon traveled Honam(

days. Yi, Hagon met with a warm reception by many regional Sajok and could
enjoyed his long-term trip. He used his social network as a traveler strategy and
could not faced with economic troubles during his travel. Regional Sajok served
and guided Yi, Hagon around the tourist attractions in their region. They wanted
to share Yi, Hagon’s authority and power and showed off their social intercourse
because Yi, Hagon was a member of the power elite family of the time that had
been connected with other elite families through their overlapping wedding and
school ties.
However, Yi, Hagons’ social networks were limited by the faction of politics

南人)’s families or their

of the time. In the places of his destination, N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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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院) were excluded. As the faction politics of the late Chosun period

Seowons(

had been deepening, the factional influence spread to several regional societies.
Accordingly, the Sajok networks were widespread all over the country but they
were fixed and limited by the partisan col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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