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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서론

일반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 환(1690-1756)의 �택리지�는 당 부터 

큰 인기를 끌어 재까지 수많은 필사본이 한다. 20세기에 이르러 축약되지 

않은 필사본이 활자화되었고, 뒤이어 한  번역본이 출간되면서 �택리지� 연구

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택리지� 필사본에 한 연구는 최근에 집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환이 1750년  술했을 당시의 원제목을 추정하

거나, 작 후 가까운 시기에 필사된 본을 악하고 이들을 비교분석하는 논의

도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 으로, 책이 술된 후 260여 년이 흐른 

지 까지도 밝 지지 않은 �택리지� 원본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 오클랜드 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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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택리지�의 원래 제목이 “士大夫可居處”이며, 남하행(南夏行, 1697- 

1781)이 편찬한 �臥遊 �에 수록된 이 환의 이 �택리지�의 원본내용이거나 

혹은 이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1)1)10여 년 부터 필자는 어떤 

필사본이 이 환의 작 시기에 가까운 때에 필사된 본인지 추 해 왔다. 고려

학교 소장 신암문고 �擇里誌�(이하 ‘신암’ �택리지�)는 성호 이익(李瀷, 1681

–1763)의 편지에서 말한 �택리지�로 개정되기 이  내용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발표했고 한 기 �택리지� 필사본의 정체에 주목하여 “�택리지� 기본의 특

성”을 밝혔다.2)2)이 논문은 이들 연구결과를 토 로 ‘신암’ �택리지�와 유사한 내

용이 들어 있는 단국  소장 �擇里記�(이하 �택리기�), 그리고 필사시기나 내용

이 다른 필사본들과 비교분석하여 �와유록�에 수록된 이 환 의 성격을 밝히

고자 한다. 

2. 원본 추정

이제 �택리지�의 원제가 무엇이며 어떤 필사본이 이 환의 술 당시와 보다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졌는지에 해 진행된 연구 에서 이 논문에 직 으로 

련된 논의를 추려서 살펴본다. 

1) 남하행의 �臥遊 �에 수록된 이 환의 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신 김 진 교수님과 안

회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을 평해 주신 분들과 �擇里記� 해독에 조언해 주신 신경

식 차장님, 윤희진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2) 자료의 청구기호는 “신암 B10 A3B”이다. 언 한 연구들은 학회 발표 후 아직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은 상태로서 다음의 이다. 최인실, 2008 ｢택리지 ‘성호본’의 비교 연구와 이

익의 련  재조명｣ �제4회 세계한국학 회 발표집�, 한국학 앙연구원, 337-348면; 최

인실, 2009 ｢택리지의 술, 사, 번역에 한 일고찰: 원본 추정을 한 ‘성호본’과 �동

국지리해�의 비교 연구｣ �제3회 한국어, 문학, 문화 국제학회 발표집�, 연세 학교, 204- 

215면; 최인실, 2011 ｢�택리지� 기본의 특성｣ �2011 지리학 회 발표논문요약집�, 한국

학 앙연구원, 142-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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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호 이익의 편지와 ‘성호본’ 

특정 �택리지� 필사본을 들어 서지  논의를 진행한 것은 김약슬부터일 것이

다. 그는 �택리지� 필사본 한 종을 소개하면서 이를 성호 이익이 신미년(1751)

에 직  필사한 “星湖手寫本”으로 간주하 다.3)3)해당 논문은 두 가지 에서 �택

리지� 필사본의 서지  연구에 요한 기여를 하 다. 하나는 이익의 ｢택리지서｣

가 수록되어 있는 필사본을 소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호 집�이나 �성호

선생문집�에도 수록되지 않은 이익의 편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 필사본은 바로 고려  소장 ‘신암’ �택리지�로, 소제목과 목차가 없으며 

<결론>이 없다.4)4)소제목과 목차도 없으며 본문은 <사민론>, <팔도론>, <복거론>

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조선 문회본 �擇里誌�(이하 ‘ 문회본’으로 표기)에 비해

서 분량이 다.5)5)해당 논문은 이 본의 서문 말미에 “辛未仲春星湖書” 즉, 신미

년 음력 2월에 이익이 썼다는 문구만 가지고 성호 생존 당시의 신미년인 1751년

에 쓴 것으로 단정하고, 이로써 곧바로 이 본을 “성호수사본”이라 단하 다. 

3) 金約瑟, 1968 ｢星湖手寫本 �擇里誌�에 하여｣ �국회도서 보� 5-4, 69-75면 참조.

4) Inshil C. Yoon, 1996 “A Study and Translation of T’aengniji,” PhD Thesis, University of 

Auckland, pp.21-30.

5) 필자는 �택리지� 본문의 소제목을 ‘ 문회본’의 소제목에 기 하여 써 왔다. ‘ 문회본’에

는 크게 네 부분이 뚜렷이 나뉘어져 있고 각 부분에 소제목이 명명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팔도는 여덟 도의 이름을, 복거 부분은 다시 <지리>, <생리>, <인심>, <산수>의 네 조목을 

각 내용 앞에 붙 기 때문에 각 道와 條에 붙은 이름으로 세부내용까지 지칭하는 데에 편

리한 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나뉘어진 네 부분을 <사민론>, <팔도론>, <복거론>, 

<결론>으로 일컫기로 한다. 이는 필자의 첫 �택리지� 문 번역본(1998)과 신간 �택리지�

문완역본(2018)에 쓰인 소제목과 상응하는 소제목이다[Yi Chung-hwan(Inshil C. Yoon 

translated), 1998 Yi Chung-hwan's T’aengniji: The Korean Classic for Choosing 

Settlement, Sydney: Wild Peony; Yi Chung-hwan(Inshil C. Yoon translated), 2018 A 

Place to Live: A New Translation of Yi Chung-hwan’s T’aengniji, the Korean Classic 

for Choosing Settlem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참조]. 이 논문에서 <팔

도론>, <복거론>, <산수>의 도입부는 “<팔도론> 도입부”, “<복거론> 도입부”, “<산수> 도

입부”로 불러서 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달할 것이다. ‘ 문회본’의 “목록”과 본문에 

들어 있는 “총론”이란 단어는 서론뿐 아니라 결론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쓰여 혼동을 일으

킬 수 있다. <팔도총론>, <복거총론>, <산수총론>에 들어 있는 “총론”은 제일 먼  나오는 

도입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의 소제목으로 명명된 “총론”

은 �택리지�의 결론부로서 체 내용을 매듭짓는 부분을 지칭하는 데에 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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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형태서지 측면만으

로 이 본을 이익이 수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6)6)

김약슬의 논문에 인용된 1752년 7월 27일자 이익의 편지는 �택리지� 련 

술의 창기 상황을 엿보게 해 주는 요한 정보가 들어 있다. 다음은 해당 부

분이다.

[제가] 책 몇 권을 정 히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 략) 그  한 권은 집안 사

람이 작한 것인데 지난번에 여럿이 서문을 쓰고 그 표제를 바꾸어 “擇里志”라고 

했고  착오 10여 군데를 뽑아내어 고치고 골라서 덜어내고 바로잡았는데 그가 믿

고 받아들일지 알 수 없습니다.7)7)

여기서 우리는 이익이 다음 사항을 편지에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이 환이 지은 책을 이익이 받아 두었다는 것, 2) 이 책에 해서 여러 사람들

이 서문을 썼다는 것, 3) �택리지�라는 표제는 이 환이 지은 책의 원래 이름이 

아니고 추후에 바  이름이라는 것, 4) 이 환으로부터 받은 책에 10여 군데 착

오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다는 것, 5) 이 착오들이 수정되고 산삭되어 바로잡혔다

는 것, 한 6) 이 게 수정된 것을 이 환이 받아들 는지는 이익이 이 편지를 

썼을 때까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익이 가지고 있다가 남에게 빌려 주었거나 물려주었거나 했을지도 

모르는 필사본이 ‘신암’ �택리지�말고도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범 를 확

하여 이익의 서문이 들어 있는 본을 찾아보았다. ‘신암’ �택리지� 외에도 고려

 소장 �八域要覽�(신암 B10 A3H), 연세  소장 �東國八域志�(고서 III 4294, 

이하 �동국팔역지�로 표기)에 이익의 서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팔역요

람�은 서문이 본문 뒤에 있어 일  고려 상에서 제외했는데 필사자가 이익의 

존재를 의식했더라면 이익의 서문을 이 환의  뒤에 어 넣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 이익의 편지에서 책의 표제가 “택리지”로 

바 었다고 했으니 �동국팔역지�보다는 서명이 “택리지”인 ‘신암’ �擇里誌�를 이

6) 최인실, 2008 앞의 논문, 338면.

7) “數卷書, 謹受故留 ( 략) 其中一局, 吾家人所著, 向 諸家作序, 改其標題, 爲‘擇里志’, 又取

其錯誤十餘, 改擇有刪正, 未知渠信受否耳”(金約瑟, 앞의 논문, 7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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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살던 때나 이익의 사후 멀지 않은 시기에 필사된 본으로 볼 수 있겠다고 

여기고 이 본을 “성호본”으로 잠정 으로 명명했다. 이 ‘성호본’을 ‘ 문회본’ 그

리고 �동국지리해�와 조해 보았다.  

�동국지리해�는 유일하게 언해된 본으로 존하는데, 허웅은 본문 표기에 반

된 음운체계를 분석하여 18세기 말에 필사된 것으로 정하 다.8)8)�동국지리

해�는 <사민론>, <팔도론>, <복거론>, <결론>의 네 부분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소제목은 달리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본문이 직역되었기 때문에 번역 의 원

문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9)9) 

�동국지리해�와 비교하여 필자가 내린 결론을 요약하면 “‘성호본’은 이익이 필

사한 ‘성호수사본’이 아니고 이익의 편지에 언 된 산정, 그 이 의 필사본으로 

단”되며 “이 환이 쓴 원본 내용에 가까운” 본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핵심  이유는 “이 환이 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류를 포함한 일 성 없

는 서술”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10)10) 한 ‘성호본’은 체 분량이 ‘ 문회

본’, �동국지리해�에 비해 훨씬 은데 이는 ‘결론’ 부분이 들어 있지 않기도 하

지만 고사가 아주 고 다룬 지역이 제한 이기 때문이다.11)11)

반면, “�동국지리해�는 ‘성호본’에서 발견된 오류가 없어지고 정돈된 모습”을 

보이며 “고사가 각 도마다 들어 있는 등 흥미 유발의 면에서도 ‘성호본’보다 탁

월한 구성을 가진 필사본”으로 단했다. 그래서 �동국지리해�를 포함한 일반형 

필사본은 산정 이후 본으로 추측하는 데에 큰 오류가 없겠다고 결론지었다.12)12)

2) ‘ 기본’의 지표들

�택리지� 원본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필사본을 연구하면서 가장 우선되어

 8) 허웅, 1983 ｢국문  ‘택리지’의 언어분석｣ �애산학보� 3, 54면. �동국지리해�는 랑스 국

립 도서  소장본인데 그 본문이 �애산학보� 3, 75-163면에 게재되었다.

 9) 최인실, 2008 앞의 논문, 338면.

10) 최인실, 2009 앞의 논문, 213-214면.

11) 의 논문, 210-214면.

12) 의 논문, 214면. 여기서 ‘일반형’ 택리지 필사본이라 하면 체로 분량이 4만 자가 넘고 

‘ 문회본’과 같은 순서로 네 부분의 내용이 배열되어 있는 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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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던 것은 필사본들의 필사시기를 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했다. 필사시기에 한 정보, 특히 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의 필사 연도는 도서  목록해제 등에도 정확하게 밝 놓은 경

우가 거의 없었다.13)13)당시 필사시기가 밝 지고 본문 내용이 충실하다고 믿을 

만한 필사본은 �동국지리해�뿐이었다. 

필자는 �택리지� 필사본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 환의 발문에 쓰인 “白

羊 初夏上浣”을 1751년 음력 4월 순으로 보고 이 환이 �택리지� 작을 마친 

것은 그 이 으로 보았다.14)14)발문을 쓴 시기 이 에 이 환이 작을 마쳤다고 

본 것은 보통 자가 기획한 작을 다 마무리했다고 확신할 때 발문을 쓰는 것

이 상례이기 때문이다.15)15) 술된 1750년  부터 20세기 반까지 �택리지�는 

약 180년에 걸쳐서 필사되어 왔다.16)16)그래서 필사되어 온 시간을 60년씩 셋으로 

나 어 처음 60년간에 필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본을 ‘ 기본’으로, 마지막 

60년에 필사되었거나 그 게 추정하는 본을 ‘후기본’으로 상정하고, 필사시기를 

밝힌 기존 연구  타당한 논의에 근거하여 �동국지리해�를 기본으로 단하

다. 그 다음에 필사본에서 발견되는 서지  지표에 근거하여 기본으로 간주

될 개연성이 높은 본으로 �동국팔역지�와 �擇里誌�(동국  911.51이77ㅌ2, 이하 

동국  �택리지�)를 들었다. �동국팔역지�가 1792년에, 동국  �택리지�가 1796

년에 필사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17)17)  

한 90종의 �택리지� 필사본의 내용을 조하여 보고 필사 연  악을 할 

수 있는 내용지표에 해서도 논의하 다. 다른 어느 조항보다도 <地理>조의 水

理항에서 보이는 내용의 차이와 <함경도>에 나오는 함흥차사 박순 이야기가 있

고 없음의 차이가 필사본들의 필사시기와 기본 추정에서 요한 내용 지표로 

13) 최인실, 2011 앞의 논문, 143면.

14) Inshil C Yoon, 1996 op.cit., pp.21-24.

15) 백양을 1751년으로 단한 학자는 홍이섭을 비롯하여 부분의 한국인 학자들이다. 그러

나 1754년으로 본 학자들도 있다. Ibid., p.22.

16) �八域可居誌�(고려 학교 만송B10 A3K)는 1930년에, �朝鮮地理�(연세 학교 915.1 조

선지)는 1925년에 필사된 본으로 도서  서지사항에 명시되어 있다.

17) 최인실, 2011 앞의 논문,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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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일 수 있음에 주목했다. <지리>조는 록본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택리지�

필사본에 들어 있는데 체로 내용이 축약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리항에서 

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고 수리항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의 차이는 그 

필사본의 필사시기를 가늠하게 해 주는 변별력이 있을 것으로 단했다. 기본

으로 추정된 �동국팔역지�의 <지리>조 수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 

(ㄱ), (ㄴ), (ㄷ)으로 나뉠 수 있다.

(ㄱ) 물이 없는 지역은 살 곳이 못 된다. (ㄴ) 산은 물과 짝이 지어진 후에야 생

육의 묘를 다 하는데, 물은 오고 가는(來去) 것이 이치에 맞아야 생성과 양육의 길

함이 있다. (ㄷ) 그러므로 감여가 정론에 의하면 왼쪽으로 돌아앉은 마을터는 물이 

정오행이나 산오행으로 빠져 나가야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앉은 마을터는 물이 진오

행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집의 좌향 한 들어오는 물과 더불어 정음정양법에 맞

아야 매우 좋다.18)18)

의 세 부분은 동국  �擇里誌�도 거의 동일하다. 이로써 (ㄱ), (ㄴ), (ㄷ)은 

기에 필사된 <지리>조의 수리항 내용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연세  소장 �朝鮮八道卜居論�은 록본이고 필사시기가 확실하지 않다. 규장

각 소장 �擇里誌�(古 915.1 Y58t v. 1-2, 이하 규장각 �택리지�)는 “목록”과 소

제목이 있고 <사민론> 다음에 <결론> 부분이 오며 <팔도론>과 <복거론> 부분이 

이어진다. 필사시기 역시 확실하지 않다.19)19)이 두 본의 수리항은 의 기본 내

용과 다르다. 즉, (ㄱ)과 (ㄴ) 다음에 다른 내용이 이어진다.

(ㄹ) 이는 감여가의 책이 있으므로 갖추어 논하지 않겠다. (ㅁ) 그러나 집 터는 

묘자리와 달라 물은 재록을 장하니 큰 물가에 부유한 집과 유명한 마을이 성하다. 

18) “(ㄱ) 凡無水之地, 自不可居. (ㄴ) 山必得水配水, 然后方盡生化之妙, 然水必來去合理, 然

後乃成種毓之吉. (ㄷ) 故一依堪輿家定論, 左旋陽基, 以正五行雙山五行消水, 右旋陽氣, 

只以眞五行消水. 第 坐向, 又  來水合淨陽淨陰, 方爲純美.” 의 논문, 147면.

19) 규장각 소장 �擇里誌�(古 915.1Y58t v. 1-2)는 乾集, 坤集으로 나뉘어졌고 체 “목록”이 

乾集 앞에 들어 있으며 본문의 각 부분과 각 조에 소제목이 달려 있다. 건집은 <四民說>

로 시작하는데 이 소제목 앞에 “靑華山人著”, “磻泉逸氓矯”라 하여 자와 교열자를 표

기하 다. <사민론> 다음에 <士大夫論>이 이어진다. 필사본의 구성으로 보아 늦은 시기에 

필사된 본으로 단한 바 있다(Inshil C. Yoon, 1996 op.cit.,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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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산속이라도 역시 시냇물이 모이는 곳이라야 여러  이어 오래 살 수 있는 터

가 된다.”20)20)

이 게 다른 내용 (ㄹ), (ㅁ)은 기본의 성격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

인다. 이와 함께 필사본 90종의 <지리>조 수리항의 내용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

이 정리했다. 

(ㄱ)의 ‘凡無水之地, 自不可居’는 <지리>가 들어있는 거의 모든 필사본에서 발견되

고 (ㄴ)은 <지리>가 들어있는 모든 필사본에 있다. 그런데 (ㄷ)은 마을터가 앉은 방

향에 따라 물이 나가야하는 방 를 상술한 것인데 이 부분이 들어있는 본에는 (ㄹ), 

즉 이를 논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본문에 없다. (ㄹ)의 ‘此’는 (ㄷ) 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ㄹ)은 (ㄷ)을 체하려고 고안된 문장이고 (ㄹ)은 (ㄷ)보다 

늦게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1)21)

두 번째로 기본 추정 시 내용면에서 요한 것은 함흥차사 박순 고사가 필

사본에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함경도>에 들어 있는 이 고사는 분량이 상당

히 많아 ‘ 문회본’에 보면 <함경도> 체 분량의 3할 정도를 차지한다. �동국팔

역지�와 �동국지리해�는 축약본이 아닌데도 이 고사가 들어 있지 않은 사실에서 

이 고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 역시 필사시기를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았다. 이처럼 <지리>의 수리항의 차이와 <함경도>에서 함흥차사 박순 고사의 유

무, 이 두 가지는 필사본의 시기를 구분하는 한 내용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었고 이를 근거로 필사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단한 것

이다.22)22)�동국팔역지�의 <지리>조 수리 내용은 (ㄱ), (ㄴ), (ㄷ)인데 �동국지리

해�는 (ㄴ)와 (ㅁ)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ㅁ)부분 한 18세기 말에

는 이미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간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필사본은 극소수로서, 19세기나 그 이 에 썼

20) “(ㄹ) 此有堪輿家書, 姑不具論. (ㅁ) 然陽基異於陰 , 水管財祿, 故積水之濱, 多富厚之家, 

名村盛塢. 雖山中亦有溪澗聚 , 方爲世代久遠之居.” 최인실, 2011 앞의 논문, 148면.

21) 의 논문, 149면. 

22) 최인실, 2012 ｢�택리지� 기필사본 추정을 한 서지  고찰｣ �書誌學報� 40, 146-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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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단되는 �동국지리해�, 필자가 18세기 말에 필사된 기본으로 추정

한 �동국팔역지�와 동국  �택리지�뿐이었다. 이후 연세  소장 45冊 �稗林�에 

홍 인(1677-1752)이 록한 을 발견하면서 그때까지 거론해 온 기본의 특

성을 결정 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23)23)이 은 “擇里志”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데(이하 �패림� ｢택리지｣) 록본으로서 내용이 많이 축약되었으나 홍 인의 몰

년인 1752년 이 에 필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 환의 작 후 가장 이

른 시기에 필사된 �택리지�의 내용을 보여 주는 본으로 단할 수 있었다. 이 

필사본은 소제목과 목록이 없고 <지리>조 수리항이 (ㄱ), (ㄴ), (ㄷ)로 나타난

다. 이로써 이 두 가지 특징은 확실히 이 환의 작과 그 직후에 필사된 기

본의 특징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자신이 록했다는 것을 밝힌 홍

인의 필사기 내용에서 그가 본으로 사용한 본에 <팔도론>이 <복거론>보다 먼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입증되었다. 이로써 필사시기를 확정할 수 없었으나 

소제목과 목록이 없고 <팔도론>에 이어서 <복거론>이 오고 <지리>조 수리항이 

(ㄱ), (ㄴ), (ㄷ)로 구성된 ‘신암’ �택리지�도 기본임을 알 수 있다.24)24) 

그간 ‘ 기본’은 이 환이 작 당시와 가까운 시기에 필사된 본이라는 상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상당 수 필사본들의 필사시기가 밝 지면서, 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필자가 설정한 ‘ 기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를 들어 �택리기�는 기본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음

에도 1888년에 필사된 본이다.25)25)따라서 필사된 시기를 기 으로 ‘ 기본’, ‘후기

본’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 임무를 완수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체할 다른 용어나 방식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안 회는 재까지 확인되는 모든 �택리지� 필사본을 세 가지 계열로 나

23) 연세  소장 45冊 �稗林�의 冊28에 수록된 �擇里志�의 본문  “洪重寅著”까지는 홍 인

이 사망하기 인 1751년이나 1752년에 록한 내용으로 보인다. �패림�의 필사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확인되는 자 스물일곱 명  가장 후기의 인물은 이의철(李宜哲, 

1703-1778)이다.

24) Inshil C. Yoon, 2013 “‘Early Period’ T’aengniji Manuscripts,” Korean Studies 37, 

pp.225-249.

25) 단국  소장 �택리기�(청구기호: 912.51 이861ㅌ)에 표기된 “聖祚 二十五”는 고종 25년

으로 이 필사본의 필사 시기는 188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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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증보산림경제�에 수록된 �동국산수록� 1종을 따로 “�동국산수록� 계

열”로 구분하고, 나머지 필사본을 고본과 개정본으로 구분했다. <복거론> 지리

조, 水理에 한 내용에 “감여가의 책이 있으므로 갖추어 논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들었으면 개정본이고 그 지 않으면 고본이라는 감별기 을 제시했

다.26)26)필자는 이 문구가 들어 있지 않은 을 ‘ 기본’의 특성으로 가장 먼  내

세워 2011년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구가 없는 필사본은 모두 ‘ 고본’

이고 이 문구가 있는 본은 모두 ‘개정본’이라는 이분법  구분은 간단하기는 하

지만 내용과 구조가 매우 다양한 �택리지� 필사본의 계통을 제시하는 데에는 부

족하다고 생각한다.

안 회는 �와유록�에 실린 이 환 의 제목을 “택리지”로 수용하고 이 을 

<잠옹본>으로 명명하여 표 인 ‘ 고본’으로 소개했지만 필사시기가 1776년 이

이라고 추정한 것 외에는 왜 표 이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27)27)요컨  

이 본을 ‘ 고본’의 일종으로 간주했을 뿐, 다른 ‘ 고본’과 얼마나 심각한 차이

를 가지고 있는지는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필사본이 응당한 주목을 받지 못

했다고 보이는 은 �완역정본 택리지�에서도 발견된다. 이 책은, 선본으로 평가

하여 선택한 23종의 필사본 내용을 비교해 가며 “원 의 내용”이 정확하게 달

되도록 定本으로 확정했다고 한다.28)28)다수의 異本을 조하여 상이하거나 들어 

있지 않은 문구를 명기한 것은 막 한 인력과 시간을 들여 노력한 결과이다. 그

러나 교감 상 내용  주로 최다수 빈도를 보이는 문구를 선택하여 定本을 만

들었다는 작업의 속성 때문인지 �와유록�에 든 이 환 의 분량이 훨씬 다는 

사실은 별로 주목 받지 못했다. �와유록� 의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에

는 고사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개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 특성상 고사는 아무리 짧더라도 상당한 분량을 유한다. 그러나  

�완역정본 택리지�에는 이러한 언 이 자주 빠졌다. 한 �와유록�에 실린 이

환의 이 다른 이본과 비교하여 원래 에서 변개되었고 내용이 축약되었다는 

26) 안 회, 2018 ｢�택리지� 篇目과 이본의 구조  계통｣ �東方學志� 183, 145-169면.

27) 안 회, 2018 ｢이 환의 �택리지� 개정과 이본의 형성｣ �민족문화연구� 79, 195-222면.

28) 이 환(안 회·이승용 외 옮김), 2018 �완역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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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 을 가지고 교감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목이 있다.29)29)최근 제안된 

‘ 고본’이란 용어를 이 논문에 쓰지 않는 데에는 이러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택리지� 필사본을 분류하는 데 한 논의의 기 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 에서, 필자가 추출하여 써 온 ‘ 기본의 특성’은 이 환의 작 후 이른 

시기에 필사된 본의 성격을 일차 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유효하게 쓰일 수 

있어 보인다. 

3. �와유록�에 수록된 ｢사 부가거처｣

남하행이 手寫한 �와유록�에 이 환의 작이 들어 있는 것이 처음 발표되었

을 당시 이 작물은 “擇里志”로 명명되었고 <사민총론>에 ‘士大夫可居處’라는 

소제목이 붙은 것으로 소개되었다.30)30)그러나 이 필사본을 입수하여 읽기 시작하

면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환의 인 본문에 택리지라는 제목

이 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擇里志”는 이익의 서 앞에 붙은 이름일 뿐, 이 환

의 이 시작하기 바로 에 달린 제목은 “士大夫可居處”이다. 이 제목 외에는 

아무런 제목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으니 “士大夫可居處”는 소제목이 아니고 이

환이 술한 본문 체에 붙여진 제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1)31)

�와유록�에서 남하행은 이익의 서를 “擇里志序”로, 자의 발문을 “擇里志後

跋”을 써서 표기했는데 왜 이 환이 작한 본문의 제목으로 구태여 “士大夫可

居處”를 달았을까? 남하행은 이익과 이익의 셋째 형인 이서(李漵, 1662~1723)

에게서 배운 문인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익 가문에서 수학한 그는 이 환이 

완성한 술 “사 부가거처”를 기에 했고 그 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이익의 편지에서 자기 집안 사람이 술한 책을 받아서 두었다고 

했는데 남하행이 그 책을 읽어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29) “ 라도 체가 축약, 변개”되었다 등의 표 이 그러하다. 의 책, 428면 참조.

30) 李度勳·金世鎬·林映吉, 2016 ｢�擇里志� 異本 ｣ �大東文化硏究� 93, 110-113면.

31) Yi Chung-hwan(Inshil C. Yoon translated), 2018 op.cit.,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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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유록�은 1766년 무렵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32)32)이때는 이 환이 

자신의 작에 발문을 쓴 지 15년 후이고 이익이 사망한 지는 3년이 되었을 때

이다. 당시 이 환의 작은 “택리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고 다른 이름

으로도 유포되었을 수 있다. 직에 오르지 않고 국과 조선의 여러 서 을 

리 읽은 남하행은 이 환의 원작이 무엇인지 드러내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가 수사한 “사 부가거처”는 이러한 의지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33)33)이미 이 환의 술이 여러 이름으로, 다양한 이본

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사 부가거처”를 본문의 제목으로 넣은 것은 자의 원 

작을 보존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일 이 고이시 아키코( 石晶子)는 �택리지�  <사민론> 끝머리에 나오는 

“이러므로 사 부가 살 만한 곳을 짓는다[是以作士大夫可居處]”와 <결론>의 마

지막 문구, “이에 사 부가 살 만한 곳에 한 을 지었다[於是乎作士大夫可居

處記]”를 이 환 주장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으로 포착하여 원명이 “士大夫可居

處記” 을 것으로 추정했다.34)34)본문에 들어 있는 문구에 근거하여 원명에 해 

논의를 진행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사민론>과 <결론> 끝머리에 반복해

서 나오는 문구는 “士大夫可居處記”가 아니라 “記”字가 들지 않은 “士大夫可居

處”라는 과 필자가 당시 구해서 볼 수 있었던 필사본 10종  2종에서 原名은 

“士大夫可居處” 라고 표기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필자는 “士大夫可居

處記”가 아니라 “士大夫可居處”가 이 환이 부여한 원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

다.35)35)그 후로 100여 종의 필사본을 보았으나 “士大夫可居處”에 “記”자가 추

가된 “士大夫可居處記”는 어느 필사본의 서명이나 권수제에 보이지 않았다.36)36) 

반면에 “士大夫可居處”는 여러 필사본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士大夫可居處”

(국립 古 2700-105)처럼 표제와 권수제로 쓰 을 뿐 아니라 소제목이 없는 필사

본에서 권수제로 사용됨으로써 체 본문의 제목이 되기도 한다.37)37)본문에 소제

32) 김 진, 2015 ｢조선 후기 �와유록� 이본 연구｣ �고 문학연구� 48, 243면.

33) Yi Chung-hwan(Inshil C. Yoon translated), 2018 op.cit., pp.27-28.

34) 石晶子, 1985 ｢李重煥と�択理誌�｣ �朝鮮學報� 105, 85면.

35) Inshil C. Yoon, 1996 op.cit., pp.29-31.

36) Yi Chung-hwan(Inshil C. Yoon translated), 2018 op.cit.,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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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만 달렸거나 목차까지 달린 필사본도 “사 부가거처”가 원제목임을 드러내고 

있다.38)38)가장 주목되는 것은 �鵝洲雜 �에 수록된 이 환 의 제목이다. “士大

夫可居處”를 표제로 하여 록된 내용이 실려있는 것이다. �아주잡록�은 1762년 

이 에 편집이 완료되었다고 한다.39)39)�아주잡록�에 수록된 ｢사 부가거처｣는 홍

인이 생 에 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이른 시기에 필사된 내용으로 받아

들일 수 있고 “사 부가거처”는 이 환이 원 작에 붙인 표제 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남하행이 직  필사하여 편찬한 �와유록�  이 환 의 제목을 “사

부가거처”로 보아야 한다고 단했고, 이를 신간 택리지 문완역본에 반 했

다.40)40) 한 “사 부가거처”에 이어 개되는 본문은 이 환이 발문을 쓰기 에 

완성한 작 내용으로, 존하는 필사본 에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본으로 추

정했다.41)41)이러한 추정의 타당성을 이 의 형태,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보기로 한다. 지 부터 이 은 �와유록� ｢사 부가거처｣로 부를 것이다. 

 

1) 축약본일 가능성  

�택리지� 필사본 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필사본은 <사민론>, <팔도론>, 

<복거론>, <결론>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 본문의 분량이 사만 자 이상인 본이

다.42)42)�와유록� ｢사 부가거처｣는 본문 네 부분이 의 순서 로 배열되었고 

37) “士大夫可居處”(국립 古 2700-105), “擇里志”(고려  학원 B10 A3), “八域誌”(연세  

고서 III 3779), “擇里志”(와세다  ル04 2488 2), “朝鮮地理”[연세  고서(묵용실) 915.1 

조선지]가 여기 속한다.

38) “八域誌 可覽”(고려  아연 B10 A3M)은 목차가 있지만 권수제는 “사 부가거처”이다.

39) 안 회, 앞의 논문, 208면.

40) Yi Chung-hwan(Inshil C. Yoon translated), 2018, op.cit., p.26.

41) Ibid., pp.26-27.

42) �택리지� 필사본 70종 에서 네 부분과 조항이 모두 들어 있고 <사민론>, <팔도론>, <복

거론>, <결론>의 순서로 배열된 필사본이 31종으로 가장 많았다. 그래서 이들 필사본을 

일반형으로 불 다. 나머지 39종은 다양한 형태를 보 는데 배열순서가 다르거나 한두 

부분이나 조항이 락되고 내용이 심하게 축약되기도 했다(최인실, 2009 앞의 논문, 

204-215면). 추후에 필사본 92종을 분석했을 때 축약되거나 결항되지 않고 네 부분이 

<사민론>에서 시작하여 <결론>으로 끝나고 4만 자 이상의 분량을 가진 필사본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악하 다(최인실, 2012 앞의 논문, 1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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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조의 수리항이 (ㄱ), (ㄴ), (ㄷ) 내용이며 함흥차사 고사가 없다. 더욱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 부분이나 조항에 소제목이 붙어있지 않아 목차가 없

다. 필자가 제시한 기본의 기본 조건들을 모두 갖춘 필사본이다. 그러나 분량

이 3만 자 정도이니 축약된 록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완역 정본(定本) 택리지�에서도 이러한 선입 을 가지고 �와

유록� ｢사 부가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축약된 록본은 주종을 이루는 

필사본에 비해 분량이 기 때문에 자 수가 은 본을 축약본으로 간주한 것

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와유록� ｢사 부가거처｣는 과연 축약된 본인가? 

축약된 필사본은 개 표지나 서명에 “抄”라고 명기되어 있다. 를 들어 �擇

里誌抄�(국립 古 2700-90)는 표제에서 이 필사본이 록된 것임을 드러낸다. �八

域誌�(규장 상백 古915 Y 58c)는 표제에는 이런 표지가 없으나 권수제를 “靑華

山人八域誌抄”로 하여 록되었음을 표시했는데 <복거론>과 <결론>이 없고 <산

수>는 “白頭山”으로 시작한다. �擇里誌�(성  존경각 B16 AB 0007a)도 권수제

를 “靑華山人八域誌抄”로 하 고 �東輿彙覽�(장서 B15AB 9)은 권수제에 “擇里

誌抄”를 넣어 록했음을 드러냈다. �擇里誌�(동국  911.51 이77ㅌ2)에는 본문 

끝에 “靑華山人著 紅荳山人抄”라 하여 홍두산인이 록한 것을 표기했다. �패림�

｢택리지｣에는 팔도  필사자가 록한 범 를 京畿와 三南으로 국한하 음을 

밝혔다.43)43)�아주잡록� ｢사 부가거처｣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이들 필

사본 본문은 <경상도>를 시작으로 하여 < 라도>, <충청도>, <경기도>와 <복거

론>의 도입부, <지리>, <인심>, <산수>의 계거 내용 순서로 구성 되어 있고 심하

게 축약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록된 필사본의 표제나 권수제에 “抄” 표시가 있거나 록했음

을 드러내는 필사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八域誌�(국립 古 2107-165)에는 이런 

표시가 없는데도 <복거론> 도입부와 <결론> 부분이 없고 <산수>가 도입부 없이 

“白頭山”부터 시작한다. �八域誌�(국립 한古 朝60-17)에는 <복거론> 도입부와 

<결론>부분이 없고 <산수>가 도입부 없이 “白頭山”부터 시작하고 <인심>도 없다. 

일반 으로 축약된 록본은 결항본(缺 本)이다.44)44)앞에서 든 �아주잡록� ｢사

43) 의 논문,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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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거처｣, �패림� ｢택리지｣가 그러하다. 네 부분  한두 부분을 빼고 록한 

본도 있다. 결항본  유 림이 편찬한 �증보산림경제� 제16권에 들어 있는 ｢동

국산수록｣도 에 띄는 필사본이다. <사민론>과 <결론>이 빠진 것은 물론이고 

<복거론>에서 복거의 조건  <인심>을 빼고 지리, 생리, 산수 세 가지만으로 규

정하여 축약된 것이다. <산수>는 강거와 계거 련 내용뿐이고 그 다음에 <평안

도>로 시작해서 팔도의 자연환경만을 심히 축약하여 넣었다. 

축약된 본에는 체로 형식 인 문구가 생략된다. <사민론>과 <결론>의 앞머

리에 나오는 “李子曰”이나 <복거론>의 “何以論地理” 식의 도입구가 쓰이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축약된 록본은 보통 “何以論生利”, “何以論人心”, “何以論山

水”가 생략되고 본론으로 직  시작한다. 

�와유록� ｢사 부가거처｣는 주종을 이루는 필사본의 분량보다는 만여 자가 

으나 6천 자 미만으로 록된 �아주잡록� ｢사 부가거처｣와 �패림� ｢택리지｣에 

비하면 분량이 다섯 배를 넘는다. 네 부분과 조항이 다 들어 있어 결항본도 아

니며 의 형식  문구가 모두 들어 있어 축약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와유

록� ｢사 부가거처｣는 온 한 형태로 필사된 기본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2) 착오  특이  

우선, �와유록� ｢사 부가거처｣와 조하여 검증할 필사본으로 이미 비교해 

보았던 ‘신암’ �택리지�, �동국지리해�와 ‘ 문회본’을 들어 살펴보겠다.45)45)�동국

팔역지�와 �소화지�, �팔역가거지�도 조본으로 든다. 규장각 �택리지�는 <지

리>의 수리 내용이 기본의 내용과 다르나 다른 ‘ 기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다른 규장각 소장본 �擇里志�(일사 古 915.1 Y58t, 이하 ‘일사’ �택리지�

44) 앞에서 논의한 <복거론>의 지리조에는 6개의 항목이 있고 수리내용은 그  한 가지 항

목이다. <복거론>의 산수조도 몇 개의 항목으로 나뉠 수 있다. 상당수의 필사본은 조나 

항이 갖추어 있지 않은데 이런 본은 합쳐서 결항본으로 일컫기로 한다.

45) 여기서 비교하는 �동국지리해�의 해당 부분은 언해된 로 표기하지 않고 문이나 다

른 필사본의 한문 표기로 신한다. �와유록� ｢사 부가거처｣의 내용이 ‘신암’ �택리지�

와 같은 내용일 경우, 이미 �동국지리해�, ‘ 문회본’과 조된 부분은 필자의 발표문의 

면수를 주에 표기한다. 



290·한국문화 86

로 표기)는 네 부분이 기본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만 <지리>의 수리 내용이 

기 내용과 다르고 함흥차사 고사도 들어 있다. 이상 9종을 �와유록� ｢사 부

가거처｣와 조하겠다. 기본으로 추정된 본 외의 필사본까지 넣어 조의 폭

을 넓혔으며 활자화되어 그 내용이 잘 알려진 본도 조본에 포함시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와유록� ｢사 부가거처｣에서 명확한 오류로 단되거나 일 성 없이 서술되

었거나 혹은 마땅히 들어가야 할 내용이 없어 착오로 보이는 부분을 먼  열거

하고 다른 필사본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서술을 살펴보겠다.  

(1) <팔도론> 도입부는 조선땅이 곤륜산에서 뻗은 산맥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시작하여 백두산이 조선산맥의 머리가 된다고 서술했다. 팔도의 상  

치와 역사를 약술한 후 다음 문장이 이어진다.    

나라가 체로 일본과 국과 평안도 사이에 있다.46)46)

평안도는 조선의 일부로 일본과 국 양국과 걸맞은 수 이 될 수 없으니 “平

安”을 넣지 않았어야 했다. 이 필사본 외의 모든 본, 즉 ‘신암’ �택리지�, �택리

기�, �동국지리해�, �동국팔역지�, �소화지�, �팔역가거지�, ‘일사’ �택리지�, 규장

각 �택리지�, ‘ 문회본’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나라가 체로 일본과 국 사이에 있다.47)47)

모든 조본에는 “평안”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와유록� ｢사 부가거처｣

의 오류가 추후 고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팔도론> 도입부에서 “평안도는 심양과 이웃으로 닿아있고 함경도는 여진

46) “國大抵在日本中國平安之間.” �와유록� ｢사 부가거처｣.

47) “國大抵在日本中國之間.” ‘ 문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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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웃하고 (후략)”으로 소개하여 평안도는 심양에, 함경도는 여진에 짝을 지

어 설명했다. 그런데 <평안도>에서는 풍속을 언 하기 에 全道를 여진과 연계

시켜 설명했다.

도 체가 북쪽으로 여진에 한다.48)48)

‘신암’ �택리지�, �택리기�에도 와 같은 문장이 쓰 다.49)49)그러나 �동국지리

해�, �동국팔역지�, �팔역가거지�, �소화지�, ‘일사’ �택리지�, 규장각 �택리지�, 

‘ 문회본’은 여진에 한다고 서술하지 않았다.50)50)

(3) <경기도>에 나오는 고사  고려가 망한 후 정도 이 꾀를 내어 왕씨 종

실을 제거했다는 일화가 있다. 자연도에 귀양 보낸다는 핑계를 고 여러 왕씨

를 큰 배에 태우고 바다로 떠나 보내고 나서 배에 구멍을 게 하여 배가 가라

앉게 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때 읊었다는 시도 들어 있다. �와유록� ｢사

부가거처｣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왕씨와 친하게 지내던 산승이 언덕에서 이를 내려다보고 시를 한 수 읊었다.

천천히 노 젓는 소리, 푸른 물결 머 들리는데

왕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들 어이하리?51)51)

‘신암’ �택리지�와 �택리기�에는 滄이 蒼으로 표기된 것만 다를 뿐 그 외 표기

는 같다. �소화지�에는 滄波가 滄海로 표기되었고 나머지는 같다. 

이 부분이 ‘ 문회본’에는 다음과 같이 들어 있다. 

48) “一道北連女眞.” �와유록� ｢사 부가거처｣.

49) 최인실, 2008 앞의 논문, 343면 참조.

50) 의 논문, 346면; 최인실, 2009 앞의 논문, 213-214면 참조.

51) “時有一山僧, 王氏相親 , 臨岸見之, 昑一句曰: ‘一聲柔櫓滄波外, 縱有王孫奈若何.’” �와

유록� ｢사 부가거처｣. 이 환(안 회․이승용 외 옮김), 앞의 책 456면에 시를 읊은 자

를 따로 명기하지 않은 것과 시의 후반에 ‘왕손’이 든 것을 언 했다.



292·한국문화 86

왕씨와 친하게 지내던 본 산승이 언덕에서 이를 내려다 봤다. 왕씨 한 명이 시를 

한 수 읊었다.

천천히 노 젓는 소리 푸른 물결 머 들리는데

산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들 어이하리?52)52)

‘ 문회본’이 앞서 든 4종의 필사본과 다른 은 이 시를 읊은 사람이 王氏로 

표기되었고 시에는 왕손 자리에 산승이 있으며 ‘山僧’에 이어 ‘奈爾何’로 끝나는 

것이다.

이 시는 남효온(1454-1492)의 �추강집�에 “一聲柔櫓滄波外, 縱有山僧柰爾何”

로 실려 있다.53)53)이는 ‘ 문회본’ 표기와 동일하다. �海東野 �에도 �추강집�에 

든 텍스트가 그 로 실려 있다.54)54)이것으로 보아 시 바로 앞에 읊은 사람이 따

로 명기되지 않고 시에 山僧 신에 王孫이 들어 있는 �와유록� ｢사 부가거처｣, 

‘신암’ �택리지�, �택리기�, �소화지�의 표기는 오류로 보인다. 여타 조본에서

도 시를 지은 이는 왕씨로, 시 안에 언 된 이는 산승으로 표기되었다.

 

(4) <산수>에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군이 청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다고 

하는 일화  청황제가 한 말을 丙子(1636)년에 한 것으로 표기했는데 이는 

착오이다. 평양의 연 정에서 보이는 경치에 연 된 고사는 다음과 같이 표 되

어 있다.

 

명 사신 주지번이 연 정에 올라 감탄하여 부르짖고 “천하제일강산” 여섯 자를 써서 

을 걸었다. 丙子年에 이르러 청나라 임 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던 날 이 을 

보고 “ 원에 릉과 강이 있는데 이곳이 어  천하제일이 될 것이랴”하 다.55)55)

52) “時有一山僧, 王氏相親 , 臨岸見之, 王氏遂昑一句曰: ‘一聲柔櫓滄波外, 縱有山僧奈爾

何.’” ‘ 문회본’.

53) 남효온, �추강집� 권7, <잡 , 冷話>(한국고 종합DB). 

54) �海東野 �에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텍스트와 시문이 �추강냉화�에 든 그 로 실려 있고 

“出南孝溫秋江冷話”를 붙여 출처를 밝혔다. 허 , �해동야언�(한국고 종합DB).

55) “朱天使之蕃, 登亭上呌號稱快, 寫‘天下第一江山’六字, 揭額. 及丙子, 清主回軍日見之, 以爲

‘中原有金陵淅江, 此安得爲天下第一江山?’ (후략)” �와유록� ｢사 부가거처｣ <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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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군은 병자년에 침입했으나 회군했을 때는 그 다음 해인 丁丑(1637)년에 해

당한다. ‘신암’ �택리지�, �택리기�도 丙子로 되어 있으니 이는 오류이다. �동국

지리해�, �동국팔역지�, �팔역가거지�, �소화지�, ‘일사’ �택리지�, 규장각 �택리

지�, ‘ 문회본’의 해당 고사에서 청황제가 청나라로 돌아간 해는 丁丑으로 표기

되어 있다.56)56)

한 이 고사는 7종의 조본에는 <산수>에 들어 있지 않고 <평안도>에서 발

견된다. �와유록� ｢사 부가거처｣ 등 3종에서는 <평안도>에 없고 <산수>에 들어 

있으니 고사가 든 치도 다른 것이다.

(5) <결론>에서 고구려 왕조 姓氏를 명기하지 않았다. 국에서 성을 주던 때

에 해서 서술한 후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성씨를 新羅의 朴, 昔, 金, 三姓으로 

시작하여 고려조의 王씨까지 나열했는데 고구려는 시조나 왕조의 성씨를 언 하

지 않은 것이다. 

첫 번째로 신라 박, , 김, 세 가지 성이고, ( 략) 고려의 왕씨이다.57)57)

‘신암’ �택리지�, �택리기�에서도 고구려 왕조의 성씨는 언 하지 않았다. �동

국지리해�, �동국팔역지�, �팔역가거지�, �소화지�, ‘일사’ �택리지�, 규장각 �택

리지�, ‘ 문회본’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기자의 후손이 선우씨가 되었고 고구려는 고씨가 되었다. 신라 여러 임 인 박, 

석, 김 세 가지 성과 가락국 임  김씨 (후략)58)58)

기자의 후손으로 시작하여 고구려 왕조의 성씨를 말한 후에 신라와 가락국까

56) “朱之蕃奉使至, 登亭呌呼稱快, 手寫‘天下第一江山’六字, 揭額. 及丁丑, 清皇帝回軍日見之, 

以爲‘中原有金陵淅江, 此安得爲第一?’ 令人打破而已, 惜其善寫, 只令鋸去‘天下’二字.” ‘

문회본’ <평안도>.

57) “一次則新羅朴昔金三姓. ( 략) 高麗王氏耳.” ‘ 문회본’.

58) “箕子之後爲鮮于氏, 高句麗爲高氏, 新羅諸王朴昔金三姓, 及駕洛國君金氏. (후략)” ‘ 문

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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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왕족들의 성씨를 열거한 것이다.

이상 �와유록� ｢사 부가거처｣에서 착오이거나 오류나 어색한 표 으로 단

되는 내용을 들었다. 다음으로 필사본의 여러 특성을 짚어보겠다.  

(6) ‘ 기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와유록� ｢사 부가거처｣는 본문이 <사민론>으로 시작하고 소제목이나 목록이 

없으며 <함경도>에 함흥차사 고사가 없고 <복거론, 지리>의 수리내용이 에서 

설명한 (ㄱ), (ㄴ), (ㄷ)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는 감여가의 책이 있으므로 

갖추어 논하지 않겠다[此有堪輿家書 姑不具論]” 구 이 들어있지 않다. 이 본 

외에 소  “ 기본의 특성”으로 필자가 든 네 가지 지표를 모두 지니고 있는 필

사본은 ‘신암’ �택리지�, �택리기�, �동국팔역지�, 그리고 �팔역가거지�이다. 

(7) 이익의 ｢택리지서｣가 본문 앞에 들어 있다.

�와유록� ｢사 부가거처｣와 ‘신암’ �택리지�, �택리기�, �동국팔역지�, �소화지�

는 본문이 시작하기 에 성호 이익의 ｢택리지서｣가 들어 있다. 여타의 조본

에서는 이익의 서가 발견 되지 않는다.

(8) <팔도론>과 <복거론, 산수>에 이 환 특유의 순서로 각 道를 배열하 다. 

�택리지� 연구자들이 이 환 술의 특징으로 빠짐없이 언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팔도론>에 쓰인 각 도의 배열방식이다. <평안도>에서 시작하여 체로 시

계방향으로 돌아 <경기도>를 마지막으로 나열한 이 방식은 �동국여지승람� 등 

종래의 도를 단 로 다룬 어느 작에서도 보이지 않고 이 환의 작 후에도 

발견할 수 없다. 이 환 특유의 팔도 배열 방식이다. 이러한 배열 순서는 “이

환 표”, 말하자면 이 환의 “트 이드 마크”라고 부를 수 있다.

<팔도론>에 팔도가 모두 들어 있는 �택리지� 필사본은 거의 다 각 도의 내용

이 이 환 특유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아주잡록� ｢사 부가거처｣와 �패림�

｢택리지｣에 들어 있는 4개 도, 즉 <경상도>, < 라도>, <충청도>, <경기도>도 이 

순서로 록되어 있다. 본문 앞에 달린 필사기에서 “경기  三南을 뽑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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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밝히고 나서도 본문을 <경상도>로 시작하여 < 라도>, <충청도>, <경기

도>의 내용을 이어서 넣었다. 필사기에서는 “경기”를 먼  언 했으나 본문에는 

<경기도>보다는 <경상도>, < 라도>, <충청도>를 먼  놓은 것이다. 홍 인은 

본 내용  일부분만을 뽑았으나 그 내용을 이 환의 특이한 팔도 배열 형식을 

따라 록한 것이겠다. �패림� ｢택리지｣에는 홍 인의 “향거소지” 다음에 서북4

도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평안도>로 시작하여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의 

순서로 축약되어 있다. 이 서북 4도의 내용을 록하여 넣은 필사자가 구인지

는 모른다. 확실한 것은 애 에 홍 인이 넣겠다고 말하지 않은 서북 4도의 배

열에서조차 “이 환 표”가 지켜지고 있는 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특이하다고 지 하려는 것은 “이 환 표”는 �와유록�

｢사 부가거처｣에는 <팔도론>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복거론>의 <산수>에서

도 보인다는 것이다. <산수> 도입부 다음에 자 자신이 가본 道를 “이 환 표” 

순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체로 라도, 평안도는 내가 가보지 못했으나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상

도, 충청도, 경기도는 내가 가보았다.59)59)

평안도는 가보지 못했으니 다음 차례에 놓 던 함경도를 맨 처음 넣고 경기도

를 맨 나 에 넣어 <팔도론>의 팔도 배열 규칙을 <복거론>의 <산수>에서 자가 

가본 도를 표기하는 데에도 쓴 것이다. “이 환 표”는 ‘신암’ �택리지�, �택리기�, 

�팔역가거지� <산수>의 같은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소화지�, �동국지리

해�, �동국팔역지�, ‘일사’ �택리지�, 규장각 �택리지�, ‘ 문회본’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9) 3만자 이하의 분량  

�와유록� ｢사 부가거처｣와 �택리기�는 네 부분 구성에 분량은 총 3만 자 가

까이 된다. ‘신암’ �택리지�는 결론이 없어 분량이 �와유록� ｢사 부가거처｣와  

�택리기�보다 더 다. 다른 7종의 조본은 그 분량이 4만 자 이상 4만 5천 자 

59) “大抵全羅平安道, 余所不見, 而咸鏡黃海江原慶尙忠淸京圻, 余見之矣.” �와유록� ｢사 부

가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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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에 걸쳐 있다. �와유록� ｢사 부가거처｣류와 조본의 분량 차이는 주로 다

음 네 가지 에서 생기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번호를 이어서 매겨 열거한다. 

(10) 이 환이 가본 지역과 그 지 않은 지역 간의 서술 분량 차이 

이 환은 <산수>에서 라도와 평안도는 가보지 않았고 그 외의 여섯 도는 가

봤다고 말했다. �와유록� ｢사 부가거처｣, ‘신암’ �택리지�, �택리기�와 다른 

조본을 체 으로 비교해 보면 < 라도>, <평안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분량이 

히 다. <충청도>는 <팔도론>의 도입부를 제외한 팔도를 모두 합친 분량의 

30% 가까이 차지한다. 이에 비해서 <평안도>는 모두 277자로 팔도 체분량의 

2.2%에 불과하다. 

 

(11) 고사가 들어있지 않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와유록� ｢사 부가거처｣, ‘신암’ �택리지�, �택리기�는 여타 조본에 비해서 

고사의 수가 훨씬 다. 고사가 다수 들어가면 분량이 하게 늘게 되는데 이

들 세 본은 그 지 않은 것이다. 보통 축약되지 않은 �택리지� 필사본에는 여덟 

개 도에 어도 한 가지 고사는 다 들어있다. 그러나 �와유록� ｢사 부가거처｣, 

‘신암’ �택리지�, �택리기�의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에는 고사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산수>에도 고사는 매우 게 들어 있다.

 

(12) 다룬 지역의 제한성

�와유록� ｢사 부가거처｣, ‘신암’ �택리지�, �택리기�는 다룬 지역이 다른 조

본에 비해서 다. 한 지역을 설명할 때 자주 치, 내력, 물산에 한 경제  

서술, 연 된 인물, 고사 등을 포함하게 되니 분량이 늘게 되는데 이 세 필사본

에서는 서술한 지역의 수부터가 한정되어 있어 분량이 어진 것이다. 자신이 

직  가봤다고 하는 도일지라도 다룬 지역이 극히 제한된 경우도 있다. 를 들

어 <함경도>에 안변이 서술되지 않았고 그 주변 지역에 한 설명도 없다. 반면 

‘ 문회본’, �동국지리해� 등에서는 안변을 다루면서 안변 심으로 각 방향으로 

여러 지역의 경제  요성과 뛰어난 경치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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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유록� ｢사 부가거처｣, ‘신암’ �택리지�, �택리기�에서는 <생리>에서 김해 

칠성포를 서술하지 않았지만, ‘ 문회본’과 �동국지리해� 등에서는 칠성포 지역

의 경제활동을 구체 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13) 개  설명 

�와유록� ｢사 부가거처｣는 체 으로 “개 이고 단순한 수 의 서술”을 

보인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신암’ �택리지�의 비교 연구에서 언 된 바 있다. 

<평안도> 패수 유역을 가리켜 “개울과 못이 어 ( 략) 기장이 많이 난다”하여 

밭농사로 나는 곡식  기장 정도를 언 하 다. <평안도>의 끝 부분에서는 

반 으로 도 체 산물의 특징을 “산읍에서 담비와 인삼이 나고 해읍에서는 생

선과 소 이 난다”60)60)정도로 약술하 다. �택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짧다. 

‘ 문회본’ 등에서 패수 유역을 를 들면 “( 략) 제방과 개울이 어 밭농사

만 일삼는다. 하류에 있는 벽지도는 강 복 에 자리하여 강물이 면 진흙 땅이 

드러나는데 지방 사람들이 그 안에 논을 만들어 1묘에 1종을 거둔다.”하여 논농

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서술했다.61)61)패수의 한 부분에서는 도 생산한다는 사실

을 기록하여 다양한 소출에 심을 보 다. 여타의 조본도 거의 같은 내용이다.

(14) 단선  서술 

�와유록� ｢사 부가거처｣에서는 나열하기 주로 서술한 내용이 자주 보인다. 

<인심>에서 계미년(1583)과 갑신년(1584) 사이에 ‘동인’, ‘서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언 하고 각 당에서 추 된 사람을 열거할 때 동인

이 추 한 인물로 김효원, 유성룡, 이우옹, 허 , 이산해, 정지연을, 서인이 추

한 인물로 심의겸, 박순, 정철, 이이, 성혼, 윤두수를 들었다.62)62)‘신암’ �택리지�, 

�택리기�도 양당에서 추 한 인물이 와 같다. 다른 필사본에서 서인이 추 한 

60) “山邑出貂蔘, 海邑饒 塩.” �와유록� ｢사 부가거처｣.

61) 최인실, 2008 앞의 논문, 343면 참조.

62) “至癸未甲申間, 東西名號始分. 東人推金孝元, 柳成龍, 金宇顒, 許篈, 李山海, 鄭芝衍. 西人

推沈義謙, 朴淳, 鄭澈, 李珥, 成渾, 尹斗壽.” �와유록� ｢사 부가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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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을 찾아보면 <소화지> 외에는 李珥와 成渾이 들어 있지 않다.63)63)이이가 사

망한 때는 1584년 1월이니까 이는 ‘동인’, ‘서인’으로 처음 불리어 갈라졌다는 계

미년(1583)과 갑신년(1584) 사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이이를 서인의 명

단에 넣었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은 것이다. 

이어지는 설명, “이것이 붕당의 시작이다[此乃朋黨之始]”는 모든 필사본에 공

통 으로 들어있다. 그 다음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와유록� ｢사 부가거처｣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인이 고 동인이 많았다. 서로 다투고 삐걱거리던 것이 8,9년

이었다. 壬辰亂 후에는 당론이 잠시 멎고 동인과 서인이 조정에서 함께 벼슬했다.64)64)

거리를 시간이 흐름에 맞추어 짧게 서술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 문회본’ 등에서는 “이것이 붕당의 시작이다[此乃朋黨之始]” 다

음에 붕당이 시작되기 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이가 극 으로 붕당의 발단

에 맞서 처신했음을 강조했다. 붕당이 생길 조짐이 있다는 이 경의 유소에 반

박했고 붕당이 발생한 후에 열심히 재한 일련의 일화를 넣었다. 東西 붕당의 

발단 후의 경 를 자세히 심도 있게 설명한 것이다. 한 이이 자신이 서인이

라고 말한 바가 없다는 것을 언 하고 추후 서인의 수장으로 된 심의겸을 탄핵

한 것을 서술함으로써 립성을 지키려 했던 이이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 게 

이이를 따로 떼어내서 시기 으로 소 하여 그의 행동을 깊이 있게 다룬 ‘ 문

회본’ 등의 서술은 서인이 추 한 인물에 이이를 같이 넣어 짧게 매듭지은 �와

유록� ｢사 부가거처｣의 단선 인 서술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63) ‘ 문회본’은 다음과 같다. “至癸未甲申間, 東西名號始分. 以孝元家在東, 故 之東人, 義謙

家在西, 故 之西人. 東人推金孝元, 柳成龍, 金宇顒, 李山海, 鄭芝衍, 鄭惟吉, 許篈, 李潑 

等, 西人推沈義謙, 朴淳, 鄭澈, 尹斗壽, 尹根壽, 具思孟 等.” �동국팔역지�는 동인에 李敬

中이, 서인에 金繼輝, 辛應時, 李海壽, 洪聖民이 더 있다.

64) “( 략) 而始則西人 而東人多, 互相傾軋 , 八九年, 壬辰亂後, 黨論 止, 東西合仕于朝.” 

�와유록� ｢사 부가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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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정된 지역에서 쓰 을 지명 사용

<충청도>에서 유궁포 부근의 지형을 �와유록� ｢사 부가거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유궁포 하류의 물이 북쪽으로 흘러와서 소사하와 합쳐 공해로 된다. 두 가닥 물

이 만나는 그 사이가 아산[ ]이다.65)65)

 ‘신암’ �택리지�와 �택리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다. 

�소화지�, �동국지리해�, �동국팔역지�, �팔역가거지�, ‘일사’ �택리지�, 규장각 

�택리지�, ‘ 문회본’에는 ‘爲令公海’가 없다.

유궁포의 물이 북쪽으로 흘러와서 소사하와 합치며 두 가닥 물이 만나는 그 사이

가 아산 이다.66)66)

의 두 가지 텍스트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爲令公海”의 유무이다. �와유

록� ｢사 부가거처｣의 “由宮浦下流至北, 素沙河合, 爲令公海”는 북쪽으로 흐르

는 유궁포 하류가 소사하와 합쳐 어떠한 바다가 된다는 것이다. “爲令公海”에서 

“公海”를 보면 특정 국가에서 떨어져 있어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

는 바다를 뜻한다. 이 필사본에서 “공해”가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면 잘못

이다. 왜냐하면 유궁포 하류 물과 소사하가 합쳐서 바다로 들어가는 어구에 있

는, 즉 조선 땅에 닿은 바다를 “공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환 

생존시 그런 뜻으로 公海를 따로 떼어 쓴 것 같지는 않다. 

이보다는 조본 가운데 국의 갈석산과 비교하며 배처럼 생겼다고 표 한 

令公山이 발견되는데 �와유록� ｢사 부가거처｣에서는 이 주 의 물을 “令公海”

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令公山은 진 앞 바다의 令公巖이라

고 한다.67)67)“ 공해”가 쓰인 지도나 서책을 아직 찾지 못했는데 이는 아마도 이 

65) “由宮浦下流至北, 素沙河合, 爲令公海. 兩水交 間爲牙山.” �와유록� ｢사 부가거처｣.

66) “由宮浦至北, 素沙河合, 兩水處 間, 爲牙山縣.” ‘ 문회본’.

67) 이 환(노도양 옮김), 1969 �택리지�, 자유교양사, 125면; 이 환(안 회·이승용 외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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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쓰 으나 공식 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상 �와유록� ｢사 부가거처｣를 형태  측면과 내용면에서 다른 본들과 검

해 보고 착오로 보이는 부분과 특이한 을 뽑아 보았다. 이들 조본과 비교한 

결과를 표로 만들어 넣는다.

<표 1> �와유록� ｢사 부가거처｣의 착오  특성 조표 

김), 앞의 책, 179면.

오류, 특성  문, 치

와

유

록

사

부

가

거

처

신

암

택

리

지

택

리

기

동

국

팔

역

지 

팔

역

가

거

지

소

화

지

동

국

지

리

해

규

장

각

택

리

지

일

사

택

리

지

문

회

본

<팔도론> 도입부: 나라가 체로 일본, 국, 평안도  

 사이에 있다 “國大抵在日本中國平安之間”
ㅇ

<평안도>: 도 체가 북으로 여진에 한다.

“一道北連女眞”
ㅇ ㅇ ㅇ

<경기도>: 시 읊은 ‘王氏’를 명기하지 않음.

시에 山僧 신에 王孫이 듦    
ㅇ ㅇ ㅇ ㅇ

<산수>: 연 정 고사에 ”靑主回軍…丙子”(1636) ㅇ ㅇ ㅇ

<결론>: 고구려 왕조의 姓씨를 명기하지 않음 ㅇ * ㅇ

<사민론>으로 시작 + 소제목, 목록 없음 + ‘ 기본’ 

<지리> 수리내용 + <함경도>에 함흥차사 고사 없음
ㅇ ㅇ ㅇ ㅇ ㅇ

본문 에 이익의 ｢擇里志序｣가 듦 ㅇ ㅇ ㅇ ㅇ ㅇ

<산수>에서 이 환 특유방식으로 가본 道 나열 + 

<팔도론>에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八道 배열
ㅇ ㅇ ㅇ ㅇ

본문의 분량: 3만 자 이하 ㅇ ㅇ ㅇ

<팔도론>: 가본 道, 안 가본 道의 극심한 분량 차이.  

 특히 <충청도> 비 <평안도>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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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표가 들지 않은 빈칸은 왼쪽 에 표기된 오류나 특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신암’ �택리지�는 결론 부분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표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은 ‘신암’ �택리지�와 �택리기�가 <팔도론> 도

입부에 나오는 오류를 제외하고는 �와유록� ｢사 부가거처｣와 같은 오류  특

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이성은 이들 필사본을 제외한 존하는 거

의 모든 �택리지� 필사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필자는 ‘신암’ �택리지�와 �택리기�에 필사 오류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요한 내용은 �와유록� ｢사 부가거처｣와 거의 같

은 것도 확인했다. 이 3종의 필사본은 표제와 필사시기가 다르고 지엽  수 에

서는 차이가 나지만 형태, 내용, 서술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한 계열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먼 , 남하행이 1766년경에 수사하여 편찬한 �와유록�에 수록

된 이 환 의 원제가 “사 부가거처”임을 밝혔다. �와유록�의 이 환의  앞

에는 이익의 서문이 들어 있는데 이 서문의 제목이 “擇里志”로 들어 있어서 이

환 의 제목도 “택리지”로 최근 발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환의 

 앞에는 “擇里志”가 아니고 “士大夫可居處”로 제목이 달려 있다. 제목을 “사

부가거처”로 바로잡아야 한다. 

한 �와유록� ｢사 부가거처｣가 축약본이 아니라는 을 밝혔다. 분량이 3만 

<평안>, <함경>, <황해>: 고사 없음.

이 외의 부분에 고사 수가 아주 음
ㅇ ㅇ ㅇ

제한된 지역 포함: <함경도> 안변 언 하지 않음. 

<생리> 칠성포 언 하지 않음
ㅇ ㅇ ㅇ

개  설명: <평안도> ㅇ ㅇ ㅇ

단선  서술: <인심> ㅇ ㅇ ㅇ

국지 으로 쓰 을 지명: <충청도> ‘令公海’ ㅇ ㅇ ㅇ



302·한국문화 86

자 정도로 �택리지� 필사본의 주류를 이루는 4만 자 이상의 자수가 들어 있는 

필사본들보다는 만 자 이상 지만, 기의 온 한 형태와 형식  문구를 모두 

갖추고 있다.

�와유록� ｢사 부가거처｣를 9종의 조본과 비교한 결과 ‘신암’ �택리지�와 �택

리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필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오류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릇된 연  표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

거나 마땅히 언 되어야 할 것이 빠져있는 경우 등 명백한 오류로 단되는 부

분은 당시 지식인들로부터 착오로 지  받았을 것에 틀림이 없다. 

이익은 자신이 받아서 가지고 있던 필사본에 10여 군데 착오가 들어 있다고 

밝히고 사람들이 그 필사본의 표제를 “택리지”로 바꾸었다고 편지에 고백했다. 

제목, 형태, 내용, 서술방식을 아울러 통 으로 검한 결과를 이익의 편지 내

용에 비추어 볼 때 오류가 상당수 들어 있고, 제목이 “택리지”가 아닌, �와유록�

에 실린 ｢사 부가거처｣는 이익이 이 환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필사본의 내용에 

아주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환이 완성한 원본의 내용이거나 존하는 

�택리지� 필사본 에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환이 직  필사했다거나, 이 논문에서 제시한 특성을 갖추면서 더 이른 

시기에 필사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결정 인 필사본이 등장하기 까지는, �와유

록�에 수록된 ｢사 부가거처｣는 이 환이 완성한 원본 텍스트를 필사한 것이거

나 어도 원본에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어 : 이 환, 사 부가거처, 원제목, 택리지, 이익 편지, 남하행, 와유록,  

 원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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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 “Sadaebu kagŏch’ŏ” (Habitable places for the scholar-gentry) in 

Wayurok (Records for scenic travel) the original text of the 

T’aengniji?
68)

Inshil Choe Yoon *

Yi Chung-hwan’s (1690-1756) T’aengniji has been read by Koreans over the centuries 

without knowledge of the original title or original content. Recently, Yi’s text in Nam 

Ha-haeng’s collection of scholars’ works on travel was announced to have the title of 

“T’aengniji.” After a close examination of Yi’s work in Wayurok, however, I find an 

evidence that the original title is not “T’aengniji” but rather “Sadaebu kagŏch’ŏ.”

I also find “Sadaebu kagŏch’ŏ” in Wayurok not to be an abridged manuscript. It also 

has errors as well as unique features not found in most manuscripts. The errors in 

“Sadaebu kagŏch’ŏ” include the incorrect return date of a Qing emperor to China after 

waging a war in Korea “in 1636.”

Yi Ik, Yi Chung-hwan’s grand-uncle, revealed in his letter in 1752 that the 

manuscript he received from his “family member” contained over ten errors and that the 

readers changed the title to “T’aengniji.” Based on Yi Ik’s letter and my 

cross-examination of “Sadaebu kagŏch’ŏ” with other manuscripts, this study concludes 

that “Sadaebu kagŏch’ŏ” in Wayurok, copied around 1766 must be either the original 

content or at least the closest to the original text of Yi Chung-hwan’s work, known as 

the T’aengniji. 

Key Words : Yi Chung-hwan, Sadaebu kagŏch’ŏ, original title, T’aengniji, Yi Ik’s 

letter, Nam Ha-haeng, Wayurok, origin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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