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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시  유배형은 정치 인 성격이 강한 형벌이었다. 조선시  형벌체계는 

 명률에 의거하여 笞杖徒流死의 5刑 체제에 근거하고 있는데, 유형은 사형

에 처해 마땅하나 차마 그럴 수 없는 죄인을 상으로 流 2천리, 2천5백리, 

3천리의 세 등 으로 용되었다. 이 流刑이 곧 유배형에 해당하는데,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왕의 특별 사면이 없으면 종신토록 유배지에서 

살아야 하는 무거운 형벌이었다.

그런데 조선시  유배형은 重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인 문제와 결부

되어 매우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었으며, 법제 인 3등  이외에도 주로 정치

범들을 상으로 도부처, 안치형, 리안치형 등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었다. 

한 종신형이었지만 정치  상황의 변동으로 유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유배지에서 풀려 앙정계에 복귀하는 경우도 허다하 다. 뿐만아니라 

17세기 이후 정치  갈등 계가 격화함에 따라 국왕의 특별 분부가 있어야 배

정되었던 極邊, 絶島 지역이 유배지로 선호되는 경향도 강해졌다.

이처럼 정치  성격이 강한 조선시  유배형은 그 실제 인 운 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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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배인의 지 , 처한 상황에 따라 유배길, 유배생활에서 천양지차를 보

다. 특히 정치  문제로 유배를 떠나는 고  료들은 하루 평균 70∼80리길

을 가야하는 규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하루 30~40리의 길을 가는데 불과하

으며, 경유지 수령들에게 후한 와 선물을 제공받으면서 며칠씩 쉬어 가

기도 하 다. 리안치 죄인인데도 압송 이 직  압송하지 않고 각자 따로 

길을 가면서 며칠에 한번씩 만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통제에 머

물 다. 유배생활 한 마찬가지여서, 북청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이항복은 

청에서 노비를 제공해주고 亭子까지 지어주는 배려를 하 다. 반면 직이 없

는 무명의 유배인들은 유배일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했으며, 경유지에서의 특

별한 배려를 기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모든 여행비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야 했다. 유배지에서의 생활 한 보수주인의 박 와 열악한 환경을 감수해야 

하 다.1)1)

이처럼 조선시  유배형은 실제 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그 역사  성격을 올바르게 악하기 해서는 유배인의 사회  지

와 향력, 그가 처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배형에 한 기 연구는 주로 법  제도사  측면에서 이루어져 형벌로

서의 성격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2)2)90년  후반 이후로는 일기, 문집, 호 , 

문학작품 등 다양한 자료를 극 활용하면서 유배형의 실제 인 운  방식과 

유배지에서의 생활상에 한 구체 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3)
3)그 결과 유

배형의 종류와 차, 형벌사  성격 등 법제 인 측면들이 어느 정도 밝 지

게 되었고, 이를 토 로 유배형의 정치사 , 사회사 , 생활사  성격에 한 

근으로 연구의 시각이 확 되고 있다.

1) 김경숙, ｢조선시  유배형의 집행과 그 사례｣사학연구55․56합집, 1998 

   정연식, ｢조선시 의 유배생활-조선후기 유배가사에 나타난 사례를 심으로｣인
문논총 9, 서울여자 학교, 2001

2)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한국법령편찬회, 1968

   지철호, ｢조선 기의 流刑｣법사학연구8, 1985
3) 김경숙, 앞의 논문, 1998; ｢조선시 의 유배길｣역사비평67, 2004
   심재우, ｢조선 기 유배형과 유배생활｣국사 논총92, 2000
   심재우, ｢조선후기 단성지역 정배인의 존재양태｣한국학보102, 2001
   정연식, 앞의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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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17세기 후반 첨 한 정치 인 

립 상황 속에서 함경도 안변지역으로 유배를 떠났던 이필익(1636∼1698)의 

北竄 을 분석하여 그의 유배생활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는 2차 송 논쟁

에서 서인계 유생들의 상소활동에 疏頭로 참여하 다가 유배되었기 때문에, 

그의 유배생활은 한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치  뜻을 함께하는 서인

계 공동의 문제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그의 유배지에서의 

생활 모습과 이를 지원하 던 서인계의 집단 인 처 방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李必益의 北竄 과 유배배경

이필익은 여주이씨 이규보의 후손으로 尼山 지역에 근거한 사족이었다. 원

래 선 의 근거지는 서울 경기 지역인데,4)4)증조부 幹에 이르러 충청도 尼山에 

입향하여 정착한 이후로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었다.
5)
5)때문에 이필익의 형과 

아우들 한 모두 이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필익은 혼인한 후 경기

도 수원에 거주하면서 수원 향교의 校任을 맡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서

인의 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지역으로, 그 한 유배를 가기 에는 서인 계

열에 속하는 무명의 한 유생이었다.

<표 1> 이필익의 가계6)6)

   李奎報 - 涵 …… 商  - 墩 - 良玉 - 幹    元榮
                                             光榮
                                             文榮 - 繼     必泰
                                                           必晉
                                                           必益
                                                           必井 

4) 분묘를 확인할 수 있는 6 조 商 부터 4 조 良玉에 이르기까지 3 의 분묘가 

모두 경기도 주 郡條里面에 치하고 있다. 

5) 이간에 이르러 분묘의 치가 論山(尼山) 魯城面으로 바 고 있어, 이 시기에 尼

山으로 거주지를 옮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여주이씨문순공 종회, 여주이씨세보, 回想社, 1989



274 韓 國 文 化 38 ․

그는 1674년 11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함경도 안변에서 유배살이를 하면서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하여 北竄 을 남겼다.7)7)북찬록은 

1책 필사본으로, 그가 유배를 떠나기 직 인 1674년 10월 29일부터 解配되어 

고향 尼山에 도착하는 1679년 12월 26일까지 총 5년 2개월 동안의 생활을 담

고 있다. 일기 뒷부분에는 유배를 떠나게 된 직 인 계기가 되었던 上疏文

과 상소에 연명했던 21인의 명단, 유배지에서 송시열  지인들에게서 받은 

편지들, 그리고 유배생활  자신을 도와  사람들의 명단과 물품 내역이 수

록되어 있다. 이 부분을 편의상 <부록>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일기 첫머리에는 

1731년에 작성된 金致垕 서문이 실려있는데, 이필익 손자의 청으로 아버지를 

신하여 자신이 서문을 썼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미루어보면 재 하는 북
찬록은 이필익의 친필 원본을 그의 손자 에 다시 정리하여 필사하고 서문

을 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부분 으로 원래의 일기를 요약 생

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의 유배생활을 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유생 이필익이 安邊으로 유배길을 떠나게 된 것은 2차 禮訟에서 송시열을 

옹호하며 정치  입장을 강하게 드러낸 데서 연유하 다. 송은 종에서 숙

종 에 걸쳐 효종과 효종비에 한 조 비(인조의 繼妃)의 복상기간을 둘러싸

고 일어난 서인과 남인간의 논쟁이었다. 이는 학문 으로 율곡학 와 퇴계학

 간의 宗法에 한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 성리학 이념 논쟁이 정치 으로 

정권 주도와 련되면서 치열하게 개되었다. 논쟁은 남인이 효종을 長子로 

우하고, 서인이 次子로 보는 데서 근본 인 차이를 보이는데, 1차 송에서

는 서인의 기년복설이 채택됨으로서 서인 정권이 들어섰다. 그 후 1674년 효

종비의 상으로 인한 2차 송에서는 남인의 기년설이 채택됨으로써 남인 정

권이 들어서 서인세력을 제거하 다. 

그 과정에서 숙종 즉  직후 송시열에게 종릉의 誌文을 짓게 하자 郭世

楗(1618∼1686)이 상소를 올려 그 부당함을 논하 다. 즉 “1차 송에서 송시

7) 이필익의 북찬록은 필사본으로 재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

다(도서번호 : 일사 고 816.5-G933b). 이에 한 자세한 서지사항은 규장각한국

본도서해제-史部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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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를 잘못 인용하여 王統을 문란시켰는데, 그에게 誌文을 짓게 함은 부

당하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서인에 한 공격이 본격화되었고 

송시열은 직 삭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인들 사이에서 송시열 구명 운

동이 일어났고, 이필익 한 경기 유생들과 함께 송시열을 옹호하고 郭世楗을 

비 하는 上疏를 올릴 때 疏頭로 참여하 던
8)
것이다.8)

일기를 통해 상소에서 유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숙종 즉 년 9월 

에 도성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경기도 廣州 王倫村에 들러 친구인 金榦

을 만나 곽세건이 상소한 일을 논의한 끝에 상소를 올리기로 결의하 다. 며

칠 후에 김간이 그의 아우와 함께 明皐書院 이름으로 통문을 돌렸고, 이필익 

한 수원 향교에서 통문을 돌려 명고서원에 모일 것을 通諭하 다. 그러나 

이 때 모인 유생들은 25명 정도에 불과하여 상소를 실행하지 못하고 재차 통

문을 돌려 9월 22일 2차 모임이 이루어졌다. 그 때의 상황을 일기에서는 다음

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2일 새벽에 中學의 都 하는 곳으로 말을 달려갔더니, 여러 고을에서 모인 사

람들이 30여명에 불과하 다. 그런데 혹은 부모님 병환을 핑계 고, 혹은 처의 병

환을 핑계 고 혹은 감기라고 하고 혹은 胸痛이라면서 단자를 올려 핑계 고 빠진 

이들이 계속 이어졌다. 뜻을 같이하는 21명만이 가까스로 상소 모임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모두들 나에게 疏頭가 되라고 청하 다. 합당하지 않음을 극히 잘 알았

지만 회피한다는 의가 있어 강하게 거 하지 못하 으니 참으로9)부끄럽다.
9)

이에 따르면 상소를 올리는 일이 정치 으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극 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주 의 권유로 그가 疏頭로 나서게 

된 것이었다. 상소문은 9월 29일 승정원에 수되었는데, ‘ 법에 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말라’는 禁令을 어겼다 하여 유배령이 내려지고,10)10)다음날 유배

지가 함경도 慶源으로 확정되었다.11)
11)

 8) 숙종실록 권1, 즉 년 10월 28일 무오

 9) 북찬록 1674년 9월 22일, “曉頭馳進中學都 之所 則諸邑所  亦不過三十餘

人 而或稱親病 或稱妻病 或云傷寒 或云胸痛 呈單 托  相續 只 同志 二十一

人 僅成疏  而皆以余請爲疏頭 極知不似 而有 避之嫌 不敢强辭 良可赧然”

10) 숙종실록 권1, 즉 년 10월 28일 무오

11) 숙종실록 권1, 즉 년 10월 29일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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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배 명령을 받은 즉시 출발하여 먼 유배길을 떠나게 되는데, 직이 

없는 유생이었기 때문에 직자의 유배길과는 달리 형조에서 장하 다. 한

밤 에 직  형조에 나가서 기하고 있다가 새벽 3시 무렵에야 압송 인 漢

江丞 文厚白을 만나 罷漏 직후에 곧바로 유배길에 올라야 했다. 문후백은 楊

州까지 압송을 담당하여 刑吏들에게 인계하고 돌아갔고, 양주에서는 다시 군

을 정해서 다음 고을까지 압송하는 등 릴 이 방식으로 유배지까지 압송하

다. 그는 함경도 永康까지 올라갔다가 도 에 유배지가 安邊으로 바 는 바

람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다. 서울에서 강을 거쳐 다시 안변까지 총 2,824

리를 23일만에 도착하 으니 하루 평균 122.8리를 달린 셈이었다.12)12)의 부노

정기의 평균 일정이 하루에 80∼90리에 불과하고, 실제로 직자들이 하루에 

30∼40리를 갔던 것과 비교하면 그의 유배길은 말 그 로 번개처럼 빨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유배길은 직없는 유생이라는 과 함께 정치 인 

문제로 유배길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조 이라도 의

를 피하기 해 스스로에게 엄격하 던 자기 의지의 표 이었다. 

3. 安邊에서의 유배생활

1) 유배인 리와 點

그가 유배지 安邊에 도착한 것은 1674년 11월 22일 밤이었는데, 안변에서는 

이미 유배인을 맞이할 비를 완료해 두고 있었다. 그가 유배지에 도착할 때

의 상황을 일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밤에 안변부에 들어갔다. 덕원에서 50리이다. 곧바로 作廳에 가서 刑吏를 불러

보니, 到配文書는 날짜를 비워놓고 이미 작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날짜를 맞추어 

기록하여 발로 보낸다고 한다. 거처할 곳도 이미 西門 밖 金禮吉 집으로 분부해

서 정해두었다고 한다. 나를 이끌어 그 집에 이르니 김 길이 하며 ‘집을 수리 

청소해 두고 기다린 지 여러 날입니다’라고 하 다.…옷을 벗고 잠자리에 드니 이

미 여러 닭들이 새벽을 알린다.
13)13)

12) 그의 유배길에 한 상세한 사항은 김경숙, ｢조선시  유배형의 집행과 그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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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에 의하면, 안변에서는 유배인을 맞이하기 하여 두 가지 측면에

서 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到配文書로 유배인이 유배지에 잘 

도착했음을 조정에 보고하는 문서이다. 作廳의 형리가 장하여 간 경유지 

 배소에 도착한 날짜를 기록하 는데, 정해진 규정을 잘 수하여 지체하지 

않고 잘 도착해서 인계받았음을 보고하기 한 것이었다. 안변에서는 문서를 

형식에 맞추어 미리 작성하고 날짜 부분만 빈 칸으로 두어, 유배인이 도착하

면 곧바로 채울 수 있도록 비해 두고 있었다. 때문에 이필익이 안변에 도착

하자마자 곧바로 경유지  안변 도착 날짜를 기록하여 발로 보고할 수 있

었다.

둘째는 保授主人  거처할 집을 미리 정하여 비해 두는 것이다. 보수주

인은 유배인을 감시하고 지키는 역할과 함께 유배인의 생활을 책임지는 역할

을 하 다.14)14)때문에 유배인의 유배생활은 구를 보수주인으로 만나는가에 

크게 좌우되었다.
15)15)안변에서는 金禮吉을 보수주인으로 정하고 그의 집에 거

처하도록 비해 두고 있었다. 

이 게 시작된 그의 유배살이는 안변부의 리와 통제 하에 2년 7개월 동

안 계속되었다. 그의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청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모습

은 보이지 않고, 재지 사족의 일상 인 생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죄인의 처지를 짐작  할 수 있는 들은 몇가지 보인다. 유배지 고을을 자유

롭게 벗어날 수 없다는 , 서원이나 향교의 행사와 같은 공식 인 사회활동

에 참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 點 를 받아야 한다는  등이 그것

이었다.

일반 으로 고는 찰사와 고을 수령이 유배인을 리하고 통제하기 

13) 북찬록 1674년 11월 22일, “夜入安邊府 距德源五十里也 直到作廳 招見刑吏 則

到配文書 空其日子 旣已成帖 今當排日 于撥上 所住下處 亦已分付定于西門外金

禮吉家云 引我而到其家 則金禮吉下庭而拜曰 修掃家 待之  多日矣 … 解衣就寢 

已聞群鷄唱曉”

14) 심재우, ｢조선 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208쪽 참조

15) 보수주인은 에서 일방 으로 정하 으며, 보수주인 스스로 유배인을 먹여 살

려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때문에 유배인을 보수주인에게 

으로 떠넘기지 않고 비용을 갹출하여 보수주인에게 지 하는 등 마을 공동의 

책임으로 해결하기도 하 다.(정연식, 앞의 논문, 1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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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행한 행정 차 다. 고을 수령의 고는 한 달에 한 두 차례씩 정기 으

로 행해졌으며, 체로는 하루와 보름에 망궐례를 치르고 난 후 모든 속

들을 고할 때 유배인에 한 고도 행해졌다. 고는 유배인의 입장에서는 

굴욕 인 차 기 때문에, 수령은 사 부 유배인에 해서는 특별히 가혹하

게 할 의도가 아니라면 생략하는 일이 많았다.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직  

불러 고하기 보다는 鄕丞과 刑吏를 보내 동정을 살피게 하라고 권하고 있

다.
16)16)이는 사 부 유배인에 한 우  는 배려에서 나온 조처로 생각된다.

이필익의 경우에도 유배지 수령이 직  불러서 고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

다. 그는 사 부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변 부사도 그와 정치  입장을 같

이하는 인물로 도성의 지인들로부터 그를 잘 보살펴달라는 요청을 받는 입장

이었기 때문에 그를 청으로 불러 엄격하게 고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형리가 보수주인을 통해 동정을 살피는 정도로 유배인에 한 최소한의 

리가 행해졌던 것이다.

반면, 찰사의 고는 엄격하게 행해졌다. 찰사의 순행길이 안변에 이르

게 되면, 그는 청에 나아가 기하고 있다가 點 받아야 하 으며, 안변부사

도 이를 하여 철 한 비로 처하 다. 때문에 찰사의 고는 그로서는 

무척 괴로운 차 다. 그는 1674년 11월 23일부터 1677년 7월 1일 解配될 때

까지 2년 7개월 동안의 유배 기간  點 를 하여 청에 나간 것은 모두 4

차례 정도 다. 고한 날짜와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찰사의 유배인 點  상황

點  날짜 고 사유  내용

ⓛ 1675년 4월 10일
觀察使가 府에 와서 을 해 기하 으나 만나지 못하

고 다음날 고함

② 1676년 9월 26 찰사가 교체되어 신임 찰사가 到界하여 고함

③ 1677년 3월 20일
찰사의 순행이 취소되었으나 逢點을 기하기 해 부

에 감. 

④ 1677년 4월 19일 찰사가 본부에 와서 하고 다음날 귀가

16) 정연식, 앞의 논문, 116∼1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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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를 보면 고는 정기 으로 행해지지 않고, 찰사가 안변에 순행 

올 경우에 행해지고 있다. 유배인에 한 고는 찰사의 순행 업무 의 하

나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고는 1675년 4월 9일 찰사가 안변에 왔을 때 다. 그날 刑吏는 

이필익에게 告目을 보내어 찰사가 本府에 들어왔으니 히 들어오라고 

갈하 다. 그는 녁에 히 官府에 들어가 기하 으나, 찰사의 公事가 매

우 번잡하여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다음날 다시 부에 들어가서야 

찰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찰사는 그에게 稷米 1斛, 白米 5두, 太 5두를 

선물하 다.17)
17)

두 번째 고는 1676년 9월 찰사가 교체될 때에 있었다. 9월 24일 찰사 

呂令公이 체직되어 돌아가고, 이틀 뒤인 9월 26일에 신임 찰사 閔黯이 안변 

경계에 이르 기 때문에 그는 을 해 기하 다. 그러나 민암은 軍官을 

시켜 신 點 를 행하는 바람에 찰사를 만나지도 못하 다. 그는 당시의 

상황에 하여 ‘고생스러웠으나 어 하겠는가?’라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18)18) 찰사가 직  만나 상 해주면 사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월하게 넘어가겠지만, 軍官이 고하는 바람에 원

칙 로 진행되었고, 그만큼 굴욕감을 더 느 던 것이다. 첫 번째 고에서 

찰사가 직  만나주고 선물까지 하 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고 다.

세 번째 고는 1677년 3월 찰사의 순행 때문이었는데, 간에 찰사가 

돌아가버리는 바람에 고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그는 찰사가 순행온다고 

하여 點 를 해 아에 들어가는 길에 찰사 행차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안변부사가 혹시라도 탈이 날까 염려하여 

밤에 사람을 보내 히 아로 들어올 것을 재 하 다. 그는 밤에 부모님 기

일 茶禮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 에 청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19)19)

17) 북찬록 1675년 4월 9일, “刑吏告目來報 巡使入本府 斯速入來云 余乘暮入去 而

公事甚煩 不得入見”; 10일, “入拜巡相 則賜顔相  帖惠稷米一斛白米五斗太五斗 

辭 還寓”

18) 북찬록 1676년 9월 24일, “巡相呂令公遞還 入官府 別 去留情懷 可勝 說”; 26

일, “新方伯閔黯到界 逢點次留待 午間使軍官代行點  苦哉奈何”; 27일, “還寓”

19) 북찬록 1677년 3월 20일, “聞方伯巡到本府 逢點次早向官府 路聞方伯之行 差

數日 旋卽還寓 蓋然欲參明曉茶禮也 夕時府伯走伻促之曰 方伯之行在卽 不可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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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고는 1677년 4월 19일에 있었는데 순사가 본부에 와서 들어가 

逢點하고 다음날 돌아왔다는 사실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20)
20)

이상 네 번의 고는 이필익이 유배된 죄인의 처지임을 여실히 보여 다. 

첫 번째 고 때에는 부에 들어가 기하 으나 찰사가 바빠서 만나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들어가야 했고, 두 번째 고 때에는 찰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軍官에게 엄격한 고를 받아야 했고, 세 번째 고 때에는 찰사가 

도에 돌아가서 고가 취소되었는데도 집안의 제사를 뒤로하고 한밤 에 

청에 들어가야 했다. 찰사의 點 는 횟수는 었지만 엄격하 기 때문에 

안변부에서도 철 하게 비하여 찰사가 간에 돌아가버린 경우에도 만약

의 경우에 비하여 유배인을 기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유배인의 사 인 상

황은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러나 찰사 고는 2년 7개월 동안의 유배기간 에 4차례에 불과하

으며, 안변부에서 별도로 고를 행한 은 없었다. 때문에 그는 찰사 고

를 제외하면 청에서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냈던 것으로 확

인된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친지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기존의 사회  계

를 유지하는 한편, 유배지의 사족들  다른 유배인들과 새로운 교유 계를 

형성하여 서로 왕래하며 담화를 나 고 가끔 國島, 釋王寺 등 인근의 명승지

를 유람하면서 날을 보냈다. 이는 직에 진출하지 않고 향 에 거주하는 일

반 사족들의 일상생활과 크게 다름없는 생활이었다. 

2) 가족과의 동거

유배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가족과의 계이다. 유배살이

는 자신의 근거지에서 이탈되어 강제 으로 먼 곳으로 옮겨가 살아야했기 때

문에 가족과의 생이별을 감수해야했다. 

국가에서는 家屬들이 유배인을 따라가 함께 거주하는 것을 법으로 하지

來待候 而尙無形影 故慮或生事 如是走通云 不得已乘昏經踰杜牧洞 入府 則府伯寒

暄後哂之曰 冒夜踰嶺 得無困乎 巡使則到文川 聞厥子喪 急還于營 之徒勞莫甚

云”

20) 북찬록 1677년 4월 19일, “巡使來到于本府 入往逢點”; 20일, “還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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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다. 조선시  형률의 근간을 이루었던 大明律에서는 “流刑을 범한 

자는 처첩이 따라가고, 父祖子孫 에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

다. 遷徙, 安置人의 家口도 이에 한다”21)고21)하 고, 1449년(세종 31)에는 
명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명하 다.

22)22)이에 따라 유배인들은 조선

기부터 家屬들이 유배지에 따라와서 거주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었으며, 실

제로 유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23)23)

그 다면 17세기 후반에 유배생활을 한 이필익의 경우에는 어떠하 을까? 

그는 유배형이 내리자 히 출발하 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100리 이상씩을 

달리는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에 家屬들을 동반할 형편이 못되었다. 때문에 그

는 유배지에서 정해  보수주인 김 길의 집에서 단신으로 유배살이를 

시작하 으나, 3개월 후인 1675년 2월 22일 처와 아들이 유배지로 찾아왔다. 

일기에서는 유배지에서 가족과의 상 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낮에 거처에 돌아오니 鄭大任이 家人을 데리고 와있었다. 극히 놀랍고 기뻐서 

당황스러워 어 할  몰랐다. 묻기를 “지난번 편지에서는 상의해서 천천히 오겠

다고 하더니, 어  이 게 히 길을 나섰으며 奴馬와 양식을 어떻게 마련하 습

니까?” 하 더니, 처가 “갑산의 조세환씨가 를 보러 와서 빨리 길을 떠나라고 

몹시 재 하므로  한 그 다고 생각해서 다시 소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단을 

내려 왔습니다” 하 다.
24)24) 

의 기록에 따르면 이 부터 이미 이필익과 처 사이에 가족이 모여사는 

21)  명률 名例律, 流囚家屬, “凡犯流  妻妾從之 父祖․子孫欲隨 聽 遷徙․安置

人家口亦准此”

22) 세종실록권125, 세종 31년 7월 20일 무술, “徽旨刑曹 外方安置 及凡沒爲官奴

婢  其妻及未婚嫁子女 悉令完聚 其父母及已昏嫁子女 亦令往來相見 徒流及付處

人父母妻子 竝令往來相見 已曾立法 而今 律文 亦曰 犯流  妻妾從之 父祖子孫 

欲隨 聽 遷徙安置人家口 亦準此 今令流配人妻妾及未婚嫁子女 竝皆完聚 其祖父

母父母及已婚嫁子女 亦聽往來相見 且定徒  役年有限 付處人輕於流配 遠離妻子 

憶之情無異 其家口完聚及往來相見 一依上  竝從情願”

23) 을사사화로 성주에 유배된 이문건의 경우에도 妻子들이 그를 따라 유배지에 와

서 거주하 음을 그의 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북찬록 1675년 2월 22일, “日午歸到所寓 則鄭弟大任率家人來到 驚喜至極 惝怳

難狀 仍問曰 前書示以相議徐來矣 何如是急急作行 而人馬糧資 亦何以周旋耶 家人

曰 趙甲山(世煥氏也)來見兒 極勸速行 故吾亦然之 不待更報 決爲入來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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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족이 모여살기 해서는 

수원집의 가산을 정리하고 유배지에서의 생계 책이 마련되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처가 정보다 일  서둘

러서 유배지에 도착하 던 것이다. 

이필익의 처는 왜 이 게 하게 유배지로 뒤따라 왔을까? 앞의 인용문에 

따르면 조세환의 권유와 자신의 의지가 결합된 결과 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기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앞서서 여러 친구들이 내가 힘들 것을 염려하여 모두들 첩을 얻으라고 권

하면서 아무개의 딸과 매를 드는 사람이 있어 某日을 기일로 하 는데, 겨우 6, 

7일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처가 이 때에 왔기 때문에 형세상 미칠 수가 없어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 으니 참으로 배를 잡고 웃을 만하다. 말 5필과 노비 

6명이 한꺼번에 오니 당장 입에 풀칠할 양식이 심히 걱정스럽다. 그러나 산사람 

입에 거미 이야 치겠는가?
25)25)

이필익은 단신으로 유배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 보살펴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주  친구들이 첩을 들일 것을 권하 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첩을 얻기 6, 7일 에 처가 유배지에 도착함

으로써, 계획은 취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세환이 재 하고 처가 히 유배

지에 도착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염려한 때문이 아니었을까? 결국 이필익은 

유배지에서의 불편한 생활을 첩을 통해 해결할 것을 계획하 는데, 처가 유배

지에 도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었던 것이다. 

이처럼 유배 기부터 처자식이 유배지에 따라오는 문제를 논의하고, 한 

실제 으로 처가 주 의 권유에 의하여 정보다 일  실행에 옮길 수 있었

던 상황은 조선 기 여성의 생활과 활동 범 가 후기에 비하여 상 으로 

극 이고 활동 이었던 모습을 반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리학  질서

가 고착화하고 가문을 시하는 18, 19세기로 갈수록 사족 부녀자가 근거지를 

떠나 유배지로 남편을 따라가는 이와같은 모습은 사회 분 기상 쉽게 용납되

25) 북찬록 1675년 2월 22일, “先是 諸益悶余艱苦 而皆權卜妾 某人女子 有行媒

 以某日爲期 只隔六七日矣 家人此時入來 木麥餠二長鼓勢所不及 好事不成 眞堪

奉腹 五馬六奴 一時入來 卽今糊口之資 亦心悶切 而生人之口 豈患蛛絲乎”



․ 17세기후반 儒生 李必益의 유배생활 283

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이 유배지에 도착하게 되자 그는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즉 

가속의 규모가 자신을 포함하여 처와 아들, 노비 6명까지 모두 9명으로 늘어

났고,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할 과제를 안게 된 것이었다. 무엇보다 식구가 

거처할 집을 구하는 것이 선무 다. 그는 주변의 집들을 물색한 끝에 鶴浦

에 치한 黃榻 소유의 가집 5間을 구하여26)26)4월 2일 그곳으로 이사를 하

다.
27)27)

그러나 황탑의 집은 하게 이사하 기 때문에 안정 인 거처는 못되었다.  

집의 규모도 넓지 않았고, ‘借屋’이라는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린28)집이었

다.
28) 

때문에 이필익은 유배기간이 장기화될 것을 비하여 보다 안정 인 거

처를 확보해야 하 으며, 새로운 가옥을 건축하고자 하 다. 그러나 유배지에

서 가옥을 신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이필익은 지역주민들을 동원

하여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일기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달에 가 한 채를 짓고자 하 다. … 동네 頭頭人
29)

을29)불러 곡 을 말하니, 

모두 “술 몇 말을 빚어 마을 은이들에 돌려 먹이고 목재를 收取하면 되는데, 이

것이 이른바 調軍이라는 것입니다. 조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고 하 다. 

그 계책에 따라 이미 조군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 다.
30)30)

이에 따르면 그는 집짓는 일을 동네 표자들와 상의하 는데, 술 몇 말을 

제공하면 마을 은이들을 調軍(調發軍人)으로 동원하여 목재를 확보해 주기

26) 북찬록 1675년 3월 25일, “余 携家出居鶴浦 元進士同行 求得黃榻之家五間

草屋而來”

27) 북찬록 1675년 4월 2일, “盡室而出鶴浦 則花登里黃榻家也 借奴借馬 艱苦移徙 

新寓荒凉 四顧無親 客中爲容 疲敝莫甚 生理焉足說乎”

28) 북찬록 1675년 8월 18일, “是月也 欲構成一茅屋 以爲容膝之所 情亦戚矣 他

人借屋 形勢非便 顧瞻時事 放還無期 經營之計 誠出於不獲已也”

29) 頭頭人은 행정이나 군사조직의 정식직 은 아니지만 락의 우두머리를 지칭하

는 말로, 향 의 부세를 납부할 때에도 位, 有司, 色掌과 함께 두두인이 모여 

상의하여 결정하 다.(숙종실록 50, 37년 12월 경진;한국고 용어사  참조) 

30) 북찬록 1675년 8월 18일, “是月也 欲構成一茅屋…乃招洞內頭頭人 陳其曲折 

皆曰 若釀數斗酒 遍飮里中年  收取材木 則此所 調軍 也 調軍之外 更無他策 

從其計 已飮調軍之酒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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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의하 던 것이다. 

그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었다. 즉, 집짓는 

일이 한창 추진되는 때에 高山察訪이 학포 마을 사람들을 驛人으로 10일 동안 

調發 즉 징발하 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필익은 고산찰방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집짓는 사정을 알리면서 驛役의 調發을 정지해  것을 청하 다. 찰

방은 이를 허락하 을 뿐 아니라 驛吏에게 집짓는 일을 도와주도록 명을 내

렸다.
31)31)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10일 동안의 驛役에 동원되는 신 이필익

의 집을 지어주는 것으로 역을 신하 다.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10일 

동안 驛役과 왕래하는 날짜를 계산하면, 이필익의 집을 지어주는 쪽이 덜 부

담되었기 때문에 실제 으로 役의 부담을 감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흔쾌히 그의 집짓는 일에 참여하 다.

이와 같이 이필익은 유배지에서 지방 의 도움으로 지역 주민을 동원하여 

가옥을 신축하여 9월 8일 새집으로 이사함으로써 가족들과 안정 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4. 유배지에서의 생계 책과 후원

1) 유배지의 지원과 답 경

유배인이 혼자의 몸일 때는 保授主人 집에 얹 살면 최소한의 생계는 해결

되었지만, 家屬들이 유배지에 따라와서 동거할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한 자

구책이 필요하 다. 따라서 이필익은 처와 아들이 노비 6명을 거느리고 유배

지로 찾아오자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으로서 생계 책을 

고민해야 했다. 

그는 가속이 도착한 다음날 곧바로 안변 아에 所志를 올려  1斛, 콩 1

斛, 馬草 1駄를 얻어 奴馬가 돌아갈 때 필요한 양식과 가속들의 4, 5일 양식을 

31) 북찬록 1675년 8월 18일, “一日獨坐松亭 適有一人 持官牌來見曰 此何牌耶 閱

之則乃高山察訪調發驛人 爲十日之役于楚原 也 余以書通于察訪 陳吾調軍之由 

請停此驛十日之役 察訪快許之 且分付驛吏 俾助吾家之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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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 다.
32)32)다음날인 24일에는 안변에 살고 있는 五里村 奴子 厚發과 婢子 

不禮를 使喚하기 하여 官 를 빌어 잡아왔다. 이 게 그는 청의 도움으로 

노비 2구과 4, 5일 양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일회 인 시혜 기 

때문에, 가족들과 거주하기 한 장구 인 책으로는 부족하 다.

이에 그는 가속들과 함께 살 집을 鶴浦에 마련하면서 본격 으로 생계 책

을 추진하 고, 그 과정에서 유배지 고을에서도 극 으로 지원하 다. 다음

의 기록은 이러한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3월) 29일. 府伯이 처음에 屯田 數日耕을 허락하 다가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

식을 듣고는 앞서 허락하고 뒤에 후회하 다. 계란유골이라고 할 만하다.
33)33)

이에 따르면 안변부사 徐文尙(1630∼1699)34)이34)그에게 둔  수일경을 지

하 는데, 암행어사 행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둔  지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35)35)결국 지 되었던 둔 은 다시 

회수되었던 듯, 그는 학포로 이사간 직후에 다시 경작지를 확보하게 된다. 

(4월) 3일. 화등리는 驛村이다. 驛吏 이태복, 평민 황 해 김립 등 3,4인이 찾아

왔다. 농사짓는 일에 해 언 하고  竝作할 길에 해 물었다. 이태복이 나를 

해 劃策해 주어 우연히 驛畓 25마지기, 田 1일경을 얻었다. 다행이다.
36)36)

그가 학포 花登里로 이사한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집에 방문하 는데, 마침 

32) 북찬록 1675년 2월 23일, “書呈所志 得米太各一斛 且得馬草一駄 以此可給奴馬

回粮 亦可爲四五日朝暮之資 幸矣”

33) 북찬록 1675년 3월 29일, “府伯初許屯田數日耕 聞有暗行之報 先諾後悔 可 雞

卵有骨” 

34) 일기에서는 안변부사가 徐令公으로 나오는데, 그는 徐宗泰(1652∼1719)의 부친 

徐文尙으로 확인된다. 서종태가 지은 묘지명에 의하면, 그는 1674년 通政大夫 兵

曹參知의 직에 있다가 外職인 안변부사로 부임하여 1675년에 체직되었다(서종

태, 晩靜 集권15, ｢先 贈領議政行兵曹參議府君墓誌｣ 참조)

35) 안변부사는 그 때의 암행어사 행차로 결국 체직되고 5월 5일 安縝이 후임 부사

로 부임한다.

36) 북찬록 1675년 4월 3일, “花登卽驛村也 驛吏李太福平人黃大海金立三四人來見 

及作農之事 且問竝作之路 李太福爲我劃策 偶得驛畓二十五斗落只田一日耕 幸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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驛吏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들에게 생계를 하여 농사일에 해 문의하

는데, 마침 함께 왔던 驛吏의 주선으로 驛畓 25마지기와 驛田 1일경을 확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如愚洞에 사는 李子誾이란 사람에게

서 粟苗가 심어져 있는 큰 밭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37)37)

이 게 확보한 답에 종한 농작물은 黍粟豆太 등으로 7월에 수확하 다. 

마을 사람은 지난해에 비해서 반도 못된다고 하 으나,38)38)그는 여덟 식구가 

한해를 지내기에 족하다며 매우 흡족해 하 다.
39)39)그 해에 이들 답에서 얻

은 수입은

ⓛ 역 에서 획 받은 馬位畓에서 800穧(볏단), 馬位田에서 粟 6車

② 이자은이 제공한 밭에서 3車

등으로 총 합계가 50斛(경국  1 斛=15斗) 가까이 되었다. 그는 1677

년 1월에는 농사일을 하여 農牛까지 구입하고 있다.40)40)이로써 그는 유배지

에서 가옥을 신축하고 역 에서 馬位田畓을 획 받아 경작하고 農牛까지 갖

추는 등 생활의 터 을 확보하 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한해 50斛 정도의 수

입을 토 로 가족들과 함께 유배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이외에도 그는 안변부에서 還穀을 지 받았다. 일기에 의하면 1677년 3월 

15일 奴子 厚發의 이름으로 所志를 올려 鶴倉에서 환자로 稷 2斛, 太 2斛, 耳

麥 3斛 등 총 7斛을 받았고,41)41)4월 14일에도 奴子 후발의 이름으로 本倉에서 

還上로 租米太 6斛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직 인 생계책 마련 외에도 안변부사( 청)는 新曆, 술, 곡물, 

찬물 등 각종 생활 물품을 수시로 제공하 다. 일기에 보이는 기록을 심으

로 안변 청에서 제공된 물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7) 북찬록 1675년 4월 15일, “十五日 往見如愚洞李子誾 及作農事 子誾引余迤向

一處 指一甫田曰 此乃吾田也 粟苗已立 兄其耘穫 以資萬一 可乎 余辭不得 多見其

不遐情義也”

38) 북찬록 1675년 6월 2일, “大雨 農事稍豊 頗有西城之望”; 7월 15일, “亦雨 黍粟

豆太皆得其實 而老農金立曰 半不如上年”

39) 북찬록 1675년 10월 1일, “收入馬位畓 其穧八百 田之粟 其車六 李友之田 其車

三 合而計之 則幾至半百斛 八口之足以卒歲 幸幸”

40) 북찬록 1677년 1월 21일, “李友公綽來訪 而五禾雄牛 還上次賣之 余以作農次買

之 厥直五十斗米也”

41) 북찬록 1677년 3월 15일, “奴厚發名呈所志 鶴倉糶受來 稷二斛太二斛耳麥三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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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안변 수령( 청)의 물품 제공 상황

날  짜 내  용 물  품

1674.12.2 문안 술 1壺

     12.3 부사가 보냄 油 1升

     12.15 찾아옴 술, 新曆

     12.23 各種

     12.24 안부 술 1壺, 詩

     12.27 석왕사 유람길에 보냄 닭 2首, 太 2두, 술 1壺

1675.1.1 설날 歲酒盛饌, 시

     1.15 藥飯大饌

     1.18 술, 시

     1.20 방문 술

     2.3 본부에서 보냄 藥物, 饌物

     2.23 본부에 소지를 올려 요청함 米太 各1斛, 馬草 1駄

     3.5 罷榜 후에 본부에서 보냄 食鼎 1坐, 把子 2浮

     3.15 본부에서 보냄 書院稷 1斛, 醬 1두

1676.3.17 본부에서 받아옴 租 1斛

     8.18 집짓는 데 보내옴 窓戶樞鐵

     9.20 부사가 帖으로 보냄 魚饌數種, 휴지 3권, 盤子 2立, 소주 3선

     10.29 본부에서 帖으로 보냄 大米 5두

1677.1.30 본부에서 보냄 淸 2승, 진말 3두, 어물 4종, 秋露 3膳

합계
미 1곡, 미 5두, 조 1곡, 직 1곡, 태 1곡 2두

술, 찬물, 마 , 각종 잡물

안변부사가 보낸 물품들은 체로 술과 음식물이 심을 이루었다. 이는 생

계유지를 한 粮資라기보다는 변방에서 유배살이를 하는 그를 로하기 

한 정표로서의 성격이 강하 다고 할 수 있다. 한 이필익이 요청할 경우에

는 생계에 필요한 벼, , 콩 등의 곡물을 곧바로 보내주고 있다. 그가 유배기

간 동안 안변부사로부터 제공받은 粮資는  10두, 大米 5두, 조 10두, 稷 10

두, 콩 12두에 달하 다.

안변부사는 유배 반에는 徐文尙이었다가 1675년 5월 安縝으로 교체되어 

유배가 끝날 때까지 재임하 다. 이들 두 사람 모두 당색이 서인계열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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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그의 유배생활을 극 으로 지원하 다. 특히 서문상은 그를 처

음 만났을 때부터 時事를 개탄하며 술잔을 기울 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섭섭해할 정도 다. 그들은 빈번하게 왕래하며 친근한 계

를 유지하 는데, 朝報를 보내주어 조정의 소식을 하도록 배려하 고, 서로 

詩를 화답하며 마음을 통하 으며, 함께 國島 유람을 하기도 하 다. 후임으로 

온 안진 한 서인계열 인물로 그와 함께 송시열의 유배길을 찾아갈 정도로 

친근한 계를 유지하 다. 이필익은 유배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그들에게 상

당부분을 의지하 고, 그들의 존재는 큰 안과 힘이 되었을 것이다.

2) 서원․향교  각 고을의 지원

이필익의 유배는 정치 인 성격이 매우 강하 기 때문에 그는 직이 없는 

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당색을 같이하는 국의 서원․향교들이 극

이고 조직 이고 집단 으로 나서서 그의 유배살이를 지원하고 있는 이 

매우 특징 이다. 그는 유배기간 동안 자신을 도와  이들을 일기 뒷부분에 

별도로 기록해 두었는데, 이에 근거하면 그의 유배생활 후원자들을 ⓛ 서원․

향교, ② 고을 수령, ③ 개인 등 세 부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서원․향교의 지원>

그는 유배되기 에 경기도 수원 향교의 校任을 맡고 있었고, 상소를 올릴 

때 경기유생을 표하는 疏頭로 참여하 다. 때문에 그가 표자로서 유배를 

떠나자 경기 유생들은 조직 인 지원 활동에 착수하 다. 구체 인 방법은 도

내 서원, 향교에 通文을 돌려 모 운동을 하 는데, 그 결과 金潭, 徐文徵, 安

相萬 등 127명의 유림들이 과 목면을 수합하고, 은 수송하기 편리한 中木

으로 바꾸어 총 37疋을 마련하 다. 이 가운데 22필은 이필익의 본 으로 보

내고 나머지 15疋과 紙筆墨, 新曆 등을 유배지로 보내주었다. 이들 물품은 그

가 유배지에 도착한지 두달이 채 되지 않은 1675년 1월 17일 편지, 통문과 함

께 도착하 다. 

이후 5월 27일에는 충청도 각지에서 지원물품이 도착하 다. 淸州 유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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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忠州 유림 10인 등 27인이 救活 물품을 보냈고, 연산의 돈암서원에서 白紙 

2속과 먹 3笏을 보내왔다. 뿐만 아니라 유배지역의 향교 서원에서도 지원 활

동이 이루어져 永 鄕校에서 물품을 보내왔고, 함흥향교와 문회서원, 신덕 서

원에서도 각각 4승포 1필씩을 보내왔다.

이들 서원 향교의 지원활동은 유배 기에 집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족과 

함께 유배지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서원, 향교의 지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가 유

배된 지 1년쯤 지난 후인 1675년 12월 유배지역의 향교, 서원을 심으로 다

시 모  활동이 추진되었다. 즉, 함흥향교와 문회서원, 선덕서원에서 극 으

로 나서서 남도의 각읍 향교, 서원에 통문을 돌려 그를 도와  것을 요청하고 

나섰던 것이다. 통문을 주도한 사람은 고산찰방을 지낸 李益泰라는 사람인데 

주 출신으로 남도 유림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심이 되어 남

도에 통문을 돌리게 되었다. 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변에 유배와 있는 이진사는 천리타향에서 사고무친으로 주머니가 텅빈지 오

래인데 한해가 물어가는 때에 묶인 몸으로 살아갈 길이 참으로 난감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림으로서 그를 구제할 길이 없어서는 안되겠는데, 우리 고을은 學宮이 

어렵기 그지없어 다만  세필을 人에게 맡겨 정평향교로 遞 하니, 각 고을의 

學宮에서는 차례차례로 소로 轉 해 주시오. 우리 열읍 사림들의 뜻은 다 같아

서 사람을 히 구제할 의리에 힘쓸 것이니, 고르게 疋을 내어서 이에 의거해 

시행한 후에 통문이 도착한 날짜와 遞 한 연유를 答通해 주기를 바랍니다.
42)42)

의 통문에서는 향교 서원 한 곳마다 베 3필씩을 출연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때의 모  결과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 인 성

과는 악할 수 없지만, 그의 유배생활을 지원하기 하여 각지의 향교, 서원

들이 극 으로 나서고 있는 은 확인할 수 있다.

유배기간 동안 서원, 향교의 지원 내역을 부록부분의 기록과 일기 본문에 

42) 북찬록 1675년 12월 13일, “安邊謫來李進士 千里異鄕 四顧無親 囊橐久罄 歲律

又暮 羈旅中 生理想必有難堪  其在士林 不可無相濟之道 而鄙邑學宮艱乏莫甚 只

咸 三疋 人遞 于定平鄕校 以爲各邑學宮 次次傳 于謫所之地 惟我列邑士林

之意 想無異同 各礪急人之義 均出 疋 依此施行後 到文日時及遞 緣由 答通 幸

甚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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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보낸사람 부록 일기 본문

1675.1 洛中 유림 125명 單子

<1675.1.17> 127인이 米

斗木丁을 수합하여 37丁, 

紙筆墨新曆 보냄

     4월
淸州유림 17인, 忠

州 유림 10인
편지, 선물

<1675.5.27> 救活之資를 

보냄

     5.20 遯巖書院 유림 6인 편지, 선물

<1675.5.27> 돈암서원에

서 白紙 2속, 玄丁 3笏을 

보냄

     5월
永 鄕校 유림 2인, 

서원 유림 2인
<1675.5.27> 선물약간

1677.5월 魯崗書院 齋任 2인 편지, 선물 <1677.5.19> 정목 1정

德源書院 細木 2필, 상목 3필

公州書院 세목 2필

錦山書院 세목 2필

玉川書院 세목 1필

安邊校院中 田米 1斛

鶴浦洞中 백미 1곡

德源校中 백미 1두, 미 2두, 태 2두

咸 校中 3승포 2필, 4승포 3필

<1675.1.5>咸 鄕校, 兩書

院에서 4승포 각 1필 보

냄

高原鄕校 포 2필 <1676.11.26> 포 1정

水原校中
校生 米 20두, 訓下生 미 15

두, 上齋 미 9두, 儒生 미 8두

定平鄕校 포 2필 <1676.11.26> 포 1정

列名儒生 세목 3필, 常木 11필

합계

15개 향교서원

洛中유림 125인

청주충주유림 27인

열명유생

세목 10필, 상목 14필, 3승포 

2필, 4승포 3필, 포 4필

백미 1곡1두, 미 1곡2두, 미

52두, 태 2두

木 38丁, (4승포 3필,  

2丁)

백지 2속, 먹 3홀

紙筆墨新曆, 救活之資, 

선물약간

의거하여 정리하면 체로 다음과 같다. 

<표 4> 서원, 향교의 지원 상황

의 표에 의하면 15개 향교, 서원과 수백명의 유림들이 지원활동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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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보낸사람 부록 일기 본문

라방백 이동직 정목 3필

덕원부사 이섬
미 4두, 미 4두, 太 5두, 은

어 2동, 연어 5미, 임 3두

임실 감 신계징
백미 3두, 건시 2 , 眞梳 10개, 

壯紙 1속, 백지 3속

수원부사 김익훈 편지, 어찬

고산찰방 송최 포 2필, 필 1병

단천군수 김두명 철물 각종

문화 령 최석 여러번 記問

문천군수 이명빈 미, 태, 어물 각종, 여러번 記問
<1675.2.19> 魚物

<1675.3.2> 선물

남병사 변국한
소미 6곡, 직 2곡, 태 2곡, 포 

7정

길주목사 정시성 포 1정, 지 6권, 필묵, 어물 각종

남병사 민섬 미 1곡, 미 1곡
<1677.10.17>大 米 

各1斛

함흥  권시경 오승포 4필

1674.12.23 巡相 新曆, 粮饌優數

1675.3.2
정평부사 정, 사문  

한기백, 년
각각 선물

     3.12 고산찰방

米 2두, 太 2두, 

甘藿, 加魚, 銀魚

를 보냄

으며, 지역 으로는 그가 거주하는 수원  경기지역, 충청지역, 유배지역 

등에 집 되는 경향을 보 다. 반면 경상도 지역은 보이지 않은 으로 보아 

이는 그의 당색과 하게 련되어 있는 것으로 악된다. 지원 규모는 목

면과 베 수십 필, 米太 수십 두에 달하 다. 이는 상당한 규모로 그가 유배생

활을 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고을 수령들의 지원>

그의 유배생활을 지원한 이들은 서원 향교 외에 각 고을 수령들도 요한 

비 을 차지하 다. 각 고을에서 지원한 내역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각 고을의 지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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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정평부사가 主人에게 

부쳐보냄

백미 3두, 미 2

두, 태 3두

구 5미, 명태 60

미, 감태 3속

     3.18 정평찰방 망건 1부

     4.10 찰사가 帖으로 보냄
稷米 1곡, 백미 5

두, 태 5두

1676.1.10

營帖을 가지고 鶴浦

社倉에서 받아옴(

찰사)

米 5두, 太 5두

     3.17
營帖을 가지고 府倉

에서 받아옴( 찰사)
米 10두

합계
별록: 12고을

일기: 3고을

정목 3필, 포 2필, 8정, 5승포 4

필

백미 3두, 미 1곡 4두, 미 1

곡 4두, 태 2곡 5두, 소미 6곡, 

직 2곡,

지필묵, 각종찬물 등

백미 8두, 미 2

두, 직미 1곡, 미 

17두, 태 15두, 

소미 2곡

어물, 찬물, 각종

물품 

의 표에 의하면, 고을 수령의 지원은 주로 유배지 인근 지역에 집 됨을 

알 수 있다. 이들 한 그와 정치 인 입장을 같이하고 개인 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 부록과 일기내용을 종합하면 15고을 수령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함경도 찰사는 매년 물품을 보내주고 있다. 유배 직후인 1674년 12월

에는 新曆과 식량, 음식물을 히 보내주었고, 1675년 4월에는 稷米 1곡, 백

미 5두, 태 5두, 1676년 1월에는 米 5두, 태 5두, 3월에는 米 10두를 보내주었

다. 함경도 찰사가 제공하는 물품은 체로 곡물이 심을 이루며 규모 

한 지 않기 때문에 유배지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밖에도 북

청의 남병 을 비롯하여 길주, 고산, 정평, 문천, 함흥 등도 모두 유배지역 인

근 고을들이었다.

이들 고을수령들이 제공하는 물품은 면포와 곡물, 그리고 각종 饌物이 심

을 이루었다. 서원 향교의 제공물품이 면포와 곡물이 심을 이룬데 비하여, 

고을 수령들이 보내는 물품은 생계를 한 면포 곡물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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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보낸사람 부록 일기 본문

김간, 김재 겹의 각 1령

洪州 황도, 報

恩 박상호
정목 2필

조시정 유의 1령

이무, 이도 목 1필

유회일 정목 1필

윤희좌 백지 10장, 玄丁 1홀

윤제민 먹 1정

이정길 먹 1정

조인수, 조 수 장지 1(속), 황필, 정 1홀

조시건 장지 1속

조태개 미 1두

박재 목화 2(근)

박규 목화 2근

박재희, 박재령 柴草 각 1(태)

임흥망 尼魚 1미

최무석 미 2두

박륜 靑梨

한윤창 미 2두, 유의 1

이수징 목화 1근

1674.12.16 김극명, 김만 柴 1태, 酒肴

     12.20 동흘 周米太

     12.25 友 정필주 華蟲 1首, 淸蜜 3승

     12.25 本府士人 박륜 靑梨 30개

     12.28 永 居 장문형 편지, 雉

     12.30 이정 白紙 4속

1675.1.2 석왕사 승인 靑梨 10개

<개인의 지원  선물>

그에게 물품을 보내  사람으로 부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24인

이 등장하는데, 제공한 물품은 주로 목면, , 종이, 먹, 옷 등물이었다. 이들 

외에도 부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기 본문 에서 확인되는 사람들이 31

인에 달하는데, 이들은 체로 유배지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 마을사람들이 해

당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물품은 주로 술, 종이, 과일, 어물, 찬물 등물로 정표

로서의 성격이 크다. 이들의 물품 내역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개인의 지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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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김덕신, 정언임

흥망
白糖, 民魚 1尾

     1.11 서 익 新曆 1部

     1.16
본부인 한방례, 

박승
柿, 梨, 酒

     1.25 이, 조 편지, 四種珍味

     1.26 박일개, 박징 평지, 선물

     2.4 조시정 衣, 粮資, 饌物

     2.6 淮陽牧 애일 山梁 1首

     2.14 좌수 이두성 柴 3태

     2.15 손후경 酒 1壺, 雉 2首

     2.20 여순 酒 1壺

     2.27 배 성 粮饌

     3.6 李, 진덕신 稷 1斛, 盤子 3立

     3.15 평강 박일개 田米 2두, 赤斗 2두

     8.18 이지필, 김천원 가옥신축에 蓋草, 藩籬

1676.11.26 함흥 한기천 2丁

     12.10 최석 석어 2속

1677. 6.10 조세환 扇 7柄

합계

별록: 24인

일기: 31인

정목 3필, 목 1필, 목화 5근

 5두

백지 10장, 장지 2속, 먹 2정2홀

옷 4령, 시  2태, 어물, 과일등

미 2두, 직 1곡, 두 

2두

포 2정, 柴 3태

각종 찬물  잡물 등

이상에서 부록의 기록과 일기 본문의 내용에 의거하여 그의 유배 생활을 

후원한 각계각층의 지원내역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그의 유배생활은 

유배지 수령( 청), 각지의 향교  서원, 각 고을의 수령, 개인 등 네 집단의 

후원  지원에 의하여 유지되었다. 그는 2년 7개월 동안의 유배 기간 동안 

15개 향교 서원, 수백명의 유림, 15개 고을 수령, 개인 55명에 달하는 단체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후원자들의 성향은 기본

으로 당색을 같이하는 정치  집단, 출신지역  거주지역, 유배지역의 인물들

과 개인 인 친분이 바탕이 되었다. 

이들이 제공한 물품은 면포, 곡물, 지필묵, 시 , 어물, 과일, 각종 찬물, 각

종 잡물 등 매우 다양하여 정확한 규모를 헤아리기 힘들다. 때문에 면포와 곡

물류에 한정하여 체 인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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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유배생활 의 면포  곡물류 지원 상황

구분 부록 일기 본문 합계

유배지

면포

곡물

미 1곡, 미 5두

조 1곡, 직 1곡, 태 

1곡2두

미 15두, 미 5두, 조 

15두, 직 15두, 태 17

두

향교, 서원

( 1 5校院+ 

洛中忠淸儒

林 152인)

면포

세목 10필, 상목 14필, 

3승포 2필, 4승포 3필, 

포 4필

목 38정

세목 10필, 상목 14필, 

목 38정, 3승포 2필, 4

승포 3필, 포 4필

곡물
백미 1곡1두, 미 1곡2

두, 미 52두, 태 2두

백미 16두, 미 17두, 

미 52두, 태 2두

각고을수령

(15고을)

면포
정목 3필, 포 2필, 포 8

정, 5승포 4필

정목 3필, 포 2필, 포 

8정, 5승포 4필

곡물

백미 3두, 미 1곡4두, 

미 1곡4두, 태 2곡5

두, 소미 6곡, 직 2곡

백미 8두, 미 2두, 

직미 1곡, 미 17두, 

태 15두, 소미 2곡

백미 11두, 미 21두, 

미 19두, 직미 15두, 

미 17두, 태 50두, 

소미 120두, 직 30두

개인

(55인)

면포
정목 3필, 목 1필, 목화 

5근
포 2정

정목 3필, 목 1필, 목

화 5근, 포 2정

곡물 미 5두
미 2두, 직 1곡, 

두 2두

미 2두, 미 5두, 직 

15두, 두 2두

총계

면포
세목 10필, 정목 6필, 상목 14필, 목 1필, 목 38정, 목화 5근

3승포 2필, 4승포 3필, 5승포 4필, 포 6필, 포 10정

곡물
백미 27두, 미 24두, 미 40두, 직미 15두, 소미 120두, 미 89두

조 15두, 직 60두, 태 69두, 두 2두

* 1 斛 = 15斗로 환산(경국  工典 度量衡條의 斛을 기 으로 함)   

의 표에 의하면, 그가 유배기간 동안 지원받은 면포는 목면 31필, 38정, 

목화 5근, 포 15필, 10정에 달하 고, 곡물은 米 140두, 미 40두, 직미 14두, 

소미 120두, 조 15두, 직 60두, 태 69두, 두 2두 등 상당한 규모에 달하

다. 이 게 각지로부터 지원받은 수십필의 목면, 베, 수백두에 달하는 곡물들

은 답을 경 하여 한해에 수확하는 50여 곡의 곡식과 함께 그가 유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데 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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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還穀과 해배 후 귀향 지체

이필익은 각계각층의 후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2년 7개월 동안의 유배 생활 

끝에 1677년 7월 해배되어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유배기간 

의 후원과 지원이 해배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의 귀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

용하 다. 즉, 그는 유배 이던 1677년 3월과 4월에 청의 배려에 의하여 환

곡을 받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굴 가 되어 해배되고서도 한동안 유배지를 떠

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일기 기사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 다.

12월 1일 계묘.  콩 등 환자곡을 남김없이 모두 납부하고 가솔을 이끌고 남쪽

으로 돌아가려 하 다. 그런데 남방의 흉년이 에 없이 심하여 나서더라도 먹을 

것이 없고 人馬 한 없으니 거느리고 돌아갈 도리가 없다.
43)43)

의 기사를 통해서, 그는 해배된 지 5개월 후에야 還上 곡식을 완납하고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세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마

침 남방에 에 없이 심한 흉년이 들어 가솔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날 수가 

없었다. 결국 이틀 후인 12월 3일 가솔들은 유배지에 남겨둔 채 혼자서 고향

으로 향하 다. 그는 龍仁에 들러 妻母를 만나고 그 로 고향 尼山으로 가서 

두 형, 이와 조카들을 만나고, 다음해 1월 11일에 이산에서 다시 출발하여 

수원을 거쳐 유배지 안변으로 돌아왔다.
44)44)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유배지

로 향해야 하는 그의 심정은 참담하 으나, 그래도 가솔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에 길을 재 하여 다시 유배지로 향하 다. 

그는 다시 유배지로 돌아온 후에 가을 추수가 끝나면 돌아가겠다고 결심하

으나, 다시 흉년이 드는 바람에 그 해 한 유배지에서 보내야 하 다. 그는 

평소에 고향을 떠나 流落하는 사람들을 괴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이 직

 경험하고 보니 형세상 자연히 그 게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을 이해하게 

43) 북찬록 1677년 12월 1일, “十二月一日癸卯 米太糶穀 無遺輸納 欲携家南還 而

南方凶歉 前古所無 出無所食 且無人馬 無以捲還”

44) 북찬록 1677년 12월 3일, “余獨出來 過銅雀見 弟 入龍仁拜妻母 仍下尼山 

伯仲兩兄及寡妹諸從諸姪 團聚談笑”; 1678년 1월 11일, “余自尼山復還水原 是月

之晦日辛丑 復向安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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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일기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 다.
45)45)

그런데 그는 해배 이후에도 다시 유배지에서 환곡을 받았으며, 그 때문에 

귀향은 더욱 지체되었다. 마침내 1679년 가을에야 남병사의 도움으로 환곡을 

완납하고 유배지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일기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

이 기록하고 있다.  

가을 추수한 후에 받아먹은 환곡 15석을 다행히 남병사 변국한 공이 다방면

으로 돌보아  덕택으로 남김없이 畢納하고 비로소 가족들을 이끌고 유배지에서 

나오려고 크게 마음먹었는데, 어려운 것이 人馬와 식량이었다. 흡곡 령 김성최 

형이 찾아와서 나와함께 본부에 가서, … 나오기가 어려운 형편을 언 하니, (府

伯)이 명주 1필, 식량 등의 물품을 지 하는 帖을 써주었다. 다음날 거처에 돌아오

니 12월 2일이었다. 흡곡 수령 김모가 行資 등물을 말 한 마리에 가득 실어 보내

왔다. 6일 아침에 비로소 화등리 학포를 출발함에 여러 벗들이 모두 와서 별하

다.
46)46)

이 때 남병사 변국한의 도움으로 완납한 환곡 15석은 그가 해배된 이후인 

1678년부터 1679년  사이에 새롭게 받은 것이었다. 유배기간 동안의 환곡은 

해배된 해인 1677년 12월에 이미 완납하 기 때문이다. 그 사이 계속 흉년이 

들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하여 에서 환곡을 

계속 받아먹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는 유배에서 풀린 자유의 몸이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환곡에 매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다가, 결국 지인의 도움

으로 환곡을 畢納한 후인 1679년 12월 6일에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

다. 결과 으로 그는 1677년 7월 해배된 후 유배지를 떠날 때까지 2년 5개월

이 걸렸다.

45) 북찬록 1678년 1월 11일, “戊午正月十一日癸未 余自尼山 復還水原 是月之晦日

辛丑 復向安邊 窮人拘於形勢 旣放之後 又有此行 良可痛傷 而一家未還 所親在彼 

歸思搖搖 促鞭而行 始知地無遠近 親愛之所牽  卽爲吾鄕人情 良可笑也 還到所寓 

一家無恙 經過春夏 意以秋成大歸矣 又逢凶年 秋亦未還 又過三冬 每怪人流落他鄕 

久不還歸 矣 乃今身親歷過 然後始知形勢之難 自然如此也”

46) 북찬록 己未 春, “秋成之後 所受糶糴十有五石 幸賴南兵使國翰令公之多般眷顧 

無遺畢納 始携室家 大擬出來 而所難  人馬粮太 歙谷縣令金盛 良兄來訪 偕余

往本府… 及出來之艱勢 則紬一疋及粮太等物帖 惠之矣 翌日還寓 乃是十二月二日

也 歙谷倅金友行資等物 滿一駄載  六日朝始發花登鶴浦 諸友皆來餞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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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그가 유배지에서 가속들과 함께 거주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

다. 단신으로 유배생활하는 경우와는 달리 가족들과 함께 살기 해서 생

계 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청의 도움으로 환곡을 받았는데, 이

것이 해배 이후에는 오히려 귀향길을 지체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 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17세기 후반 함경도 안변에 유배된 유생 이필익 북찬록을 심

으로 그의 유배생활의 실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의 유배생활은 정치 인 

문제로 유배를 갔다는 과 가족이 유배지에 따라와서 함께 거주하 다는 

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먼  그는 2차 송이라는 정치 으로 첨 한 립 상황에서 송시열을 옹

호하다 유배되었다. 때문에 그는 이름없는 유생이었지만, 송시열을 따르고 그

와 당색을 같이하는 서원․향교  유림, 그리고 고을 수령들이 심이 되어 

그의 유배생활을 극 으로 지원하고 조직 인 후원 활동을 개하 다. 유

배지 안변 부사 한 그와 정치  성향을 같이하는 동지의 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성의 지인들로부터 그를 잘 보살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안변부사의 지원과 보살핌도 상당하여 수시로 물품을 보내고 답과 

환곡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처럼 유배지 수령  각

지의 후원으로 그는 2년 7개월 동안의 유배기간 에 상당량의 물품을 지원받

았으며, 이는 유배지에 정착하여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요한 기반이 되

었다.

그의 유배생활의  다른 특징은 처와 아들이 유배지로 뒤따라와서 가족들

과 함께 거주하 다는 이다. 그 과정에서 주 의 권유와 사 부 부녀자 던 

妻의 극 인 행동이 주목되는데, 이는 성리학 이념이 고착화하기 이 의 사

회 분 기를 반 한다고 생각된다. 그는 유배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됨

에 따라 가옥을 신축하고 답을 확보하는 등 자체 인 생계 책을 마련해야 

했으며, 유배지 청에서도 이를 극 으로 지원하 다. 그러나 해배된 이후

에는 오히려 에서 제공한 환곡 문제와 흉년이 겹쳐 몇 년 동안 유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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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 다.

한편, 그의 안변 유배길은 정치  립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치

 지 와 역량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하 다. 그는 유배를 떠나

기 에는 수원 향교의 교임으로 무명의 유생이었으나, 송시열을 옹호하다가 

유배길에 올랐기 때문에 서인들 사이에서 의리와 용기로 호평을 받고 조직

인 지원을 받을 정도로 입지가 강화되었으며, 유배지에서도 안변부사 등 지방

들과 동지의 입장으로 교유 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2년 7개월의 유배생

활은 그에게 있어서 개인 으로는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이를 통하여 정치

으로 성장하고 역량이 강화된 은 그의 해배 후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향

을 끼쳤을 것이다.

(필자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주제어 : 流配, 點 , 儒生, 疏頭, 禮訟, 書院, 鄕校, 還穀

투고일(2006.11.7), 심사시작일(2006.11.7), 심사종료일(2006.11.22)



300 韓 國 文 化 38 ․

<Abstract>

Yusaeng/儒生 Lee Pil Ik/李必益's life in exile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17th century

Kim, Kyeong-Sook *

47)

In this article, the life of a Yusaeng/儒生 figure named Lee PIl Ik/李必

益, when he was in a political exile in the Anbyeon area of the Hamgyeong 

-do province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17th century, is examined, 

through his memoir Pukchan-rok/北竄 (Exile diary in North).
During the Second Yaesong/禮訟 Controversy(Fiery debates and conflicts 

over ceremonial protocol issues), Lee Pil Ik prepared an appeal supporting 

Song Shi Yeol and presented it to the King, and was summarily sent to 

exile. But this incident managed to change his life. Although he had been a 

nameless Yusaeng/儒生 figure only engaged in Confucian studies, the cause 

of his exile took him out of obscurity, and the Seoin/西人 party Seoweon/

書院 and Hyanggyo/鄕校 schools aligned with Song Shi Yeol/송시열, the 

Yurim/儒林 society and other influential social figures actively organized a 

major supporting campaign for him. With their support, Lee Pil Ik was able 

to maintain a stable living even in his exile, and was elevated to the status 

of a national figure, with significant political influence. 

His wife and son came to his place of exile and lived there together. To 

support his own family, he had to make plans for a living, including the 

renovation of the residence he was living in, and securing some land for 

agricultural cultivation. The local authorities also actively helped him. But 

even when he was officially freed from his exile(解配), the Hwangok grains 

*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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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received from the local affairs office became an issue, and along with 

certain agricultural problems caused by a streak of bad years, he was 

forced to remain at the place of his exile for a few more years.

Key Words : Exile(流配), Monitoring(Jeomgo/點 ), Yusaeng/儒生(person 

engaged in Confucian studies), Leader in arranging an 

appeal to the King(Sodu/疏頭), Yaesong/禮訟(Conflicts 

over ceremonial protocol issues), Seoweon/書院 schools, 

Hyanggyo/鄕校 schools, Hwangok/還穀 loan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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