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

우하 의 지리  사유와 그 문화  치 *

- ‘팔도론’과 ‘풍토론’ 사이 -

1)

김    **

1. 머리말         

2. 우하 을 다시 생각한다

3. 우하  ‘팔도론’의 특성      

4. ‘풍토론’의 새로운 가능성    

5. 맺음말

록: 우하 이 살았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기까지도 지방의 실은 우리 시 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든 부는 서울로 집 되고 지방은  피폐해져가던 시 다. “詢問政治”나 

“求 上訴”, “上 ” 등을 통해 외방에 있던 민의 사정을 알고자 하 던 정자의 극 인 의지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하 은 그의 서인 �천일록�을 정조가 구언(求 )하는 과정에서 

바쳤다. 이 같은 사실은 그의 이 갖는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요하다. 그의 ‘팔도론’과 ‘풍

토론’도 결국은 국왕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논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고는 우하 의 지리  사유를 구성하고 있는 ‘팔도론’과 ‘풍토론’이라는 두 가지 틀을 분

석하고 이를 서울과 지방 사이의 긴장 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 다. 팔도론이 지

방에 해 왕으로부터 내려다보는 분류 인 시각을 반 한 심지향 인 사유 틀이라면, 풍토론

은 지리·환경의 구체 인 상황으로부터 일종 다양하고 구체 인 지역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탈 심 인 사유 체계이다. 

우하 을 농업 련 문가나 실용 인 책을 내놓는 실학자로 치짓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넘어 오히려 그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들을 가능하게 한 근본 인 사유를 지리사상에서 구

하고자 하 다. 우하 의 팔도론은 국왕을 심으로 한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다. 사족 복거론의 

입장에서 서술한 이 환의 �택리지�와 비교해 볼 때도 그 목 이 국왕의 정치와 국방이라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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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병기를 밝히고 있다는 에서 특성을 보여 다. 그러나 그것이 서술방식에서 단지 “국가처럼 

보기”는 아니라는 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왕은 구언 과정에서 무명의 선비들에게 새

로운 지식을 요청한 것인지, 국가  에서 보는 지식의 재탕, 삼탕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의 팔도론을 구체 으로 분석한 결과, 그의 기술이 세부 인 지역에 따라 품평이 변화하며 

한 도 내에서도 곳에 따라 품평이 끊임없는 변하는 불일치를 보여 다. 팔도의 각 지역을 채우는 

내용에서 기존의 견해를 답습한 부분도 있고 일반 인 상식에 도 한 부분도 있다. 결코 부는 

아니겠지만 될 수 있다면 실제 조사에 의한 비 인 태도를 견지한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의 이런 학문  태도는 우하  자신의 말 로 성호 이익의 학문  향, 다시 말해 방법  

회의론에 의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18세기 이후 조선의 지역 사회에 한 정 한 지식을 

요구하 던 국가의 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일정 부분 당시의 순문정치나 구언정치

와의 연 성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19세기 이후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지식 형태의 변화 과정과도 

상당 부분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덧붙여 20세기 기에 양산된 수많은 단편 인 팔도론들도 우

리 시 로 이어지는 지방정책의 맥락에서 새로운 시각에서의 조망을 기다리며 이후의 과제로 남

긴다.  

이러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지방의 문제도  다른 의미에서 지식의 문제와 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 그 듯이 어느 시 , 어느 사회의 정치 권력이나 속성상 서민들

의 삶과 떨어지기 십상이다. 그 결과 정부의 료들은 그들의 삶에 해 직 으로 묻는 신

에, 단지 머리로만, 기존에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이론에 독단 으로 추측하여 재단하고 처방

할 뿐이다. 지방에게 재 긴요한 학문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18세기 이후 새로운 지식 형태를 추

구하던 시 에 우하 이 그랬듯이 책을 넘어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직  듣고 기술하는 

발견의 과 동감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어 : 우하 , 지리사상, ‘팔도론’, ‘풍토론’, 순문정치(詢問政治), 구언상소(求 上訴), 복거

론, 이 환, 성호 이익, 발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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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오늘날 지방이 서울로부터 받는 실  박탈은 상상 이상인 듯하다. 국의 부

가 서울로 집 되고, 부분의 좋은 일자리들은 서울의 몇몇 명문 학 출신들이 

거의 독 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방 도시의 곳곳에는 삼성, LG, e마트, 홈 러스 

등 서울에 본사를 둔 수많은 형 매장들이 포진하고 있고 이 매장들 앞을 지나칠 

마다  유통의 이 들을 통해 막 한 가치들이 서울로 이 되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와 같은 실  상황에 

더욱 압박을 느끼며, 그럴수록 서울로 진출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히거나 

 모를 상실감에 허우 기 일쑤다. 재 이러한 긴장이 험의 수 로 떠오른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질 거라는 기감은 우리들 모두에게 편

만해 있다.
1)1) 

이 은 서울과 지방 사이의 이 같은 긴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꽤 깊은 

연원이 있다는 제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우하 이 살았던 18세기 후반부터 19세

기 기까지도 지방의 실은 우리 시 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는 모든 부는 

서울로 집 되고 지방은 차 피폐해져가던 시 다. “詢問政治”나 “求 上訴”, 

“上 ” 등을 통해 외방에 있던 민의 사정을 알고자 하 던 정자의 극 인 의

지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백성들과 일반 지식인들

에게 그들의 실 인 지식, 다시 말해 일종 “메티스”
2)
를2)직  청취하여 국가 정

1) 마루타 하지메는 그의 책에서 도쿄가 지방의 경제를 흡수하는 문제에 해 다루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피해는 자녀들의 교육  취직 기회의 박탈에 있다고 

지 하 는데 공감되는 바 크다.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상은 근 화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는 에서 우리의 사례와는 구별된다. 마루타 하지메(박화리․이상  옮김), 2011 �장

소론: 웹상의 리얼리즘과 지역의 로멘티시즘�, 심산 참조. 

2) 기술을 뜻하는 고  그리스어인 메티스를 제임스 스콧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메티스는 

항상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 환경에 응해 온 실용  기술과 획득한 지혜의 포  역

을 의미한다. …… 메티스의 본질은 구체 인 상황 속에서 경험의 법칙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용하는지 아는 것이다. …… 메티스에 반 된 실제와 경험은 거의 항상 지역 이

다.” 그는 메티스를 효용  차원에서의 기술로 해석하고 있는 한편 구체 인 경험을 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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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반 하고자 한 것으로 당시 국왕이 무명의 지식인이나 민과의 직 인 소통

하고자 하 던 것은 매우 각별하고 독특한 일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우하 은 그의 서인 �천일록�을 정조가 求 하는 과정에서 바쳤다. 이 같은 

사실은 그의 이 갖는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요하다. 그의 ‘팔도론’
3)

3)과 ‘풍

토론’도 결국은 국왕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하

의 지리 사상은 처음부터 기존의 것과는 다른 신선한 논의로서 요청받았던 것이

다. 우하 의 지리사상은 그의 사유를 가장 근 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필수 인 부

분이지만, 기존 연구에서 이 논의가 차지하는 비 은 극히 제한 으로 활용된 것

이고 미미하게 취 되었을 뿐이다. 기존 논의에서 지 되어 온 그의 농업지식, 

실  구폐책, 역사  지식 등도 사실상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지리 사상의 말단을 

채운 것에 불과하 다. 

이 에서는 우하 의 ‘팔도론’과 ‘풍토론’을 그가 세계에 근하는 원근법, 다시 

말해 세계 으로 간주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 에서 그의 사상이 차지하는 문화  치를 비정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오늘

날까지 연장 혹은 심화될 수 있는 우리 시  서울과 지방 간의 계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 하나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2. 우하 을 다시 생각한다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는 禹夏永(1741-1812)의 생가 터가 남아있다. 이 마을은 

조선 기 이황의 고제이자 남인의 수로 활약한 禹性傳(1542-1593)의 別墅가 있

던 곳이다. 우하 은 그의 7 손이다. 명문가의 후손인 우하 의 실  처지 그 

한 지역  지식이라는 도 부각하고 있다. 여기서는 후자에 더 큰 무게 심을 두고 사용

할 것이다. 제임스 스콧( 상인 옮김),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

가�, 에코리 르, 472-503면 참조.  

3) 우하 의 경우 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이 8도가 아니라, 제주도가 더해진 9도이지만 통상

인 어구를 따라 편의상 ‘팔도론’으로 지칭하 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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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그의 고향인 화성을 포함한 경기 지역 사족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 한다.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조선후기에 가난한 양반도 지 않았고,
4)

4)우하 도 이 같은 

빈한한 양반의 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명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조부터 벼슬을 놓쳤고 그 자신도 몇 차례 과거에 떨어지자 다른 사람들로

부터 받는 냉 와 모멸은 물론 경제  궁핍으로 사족으로서의 마지막 품 조차 지

키지 못할 처지로 몰렸다. 

다음은 그가 69세 때 지은 자서 의 일부다. 

옹은 丹陽 禹씨이고, 이름은 夏永, 大猷는 그의 字다. 시조로부터 21 까지는 벼슬하

여 녹 으로 생활할 수 있었지만 이후 3  동안 벼슬을 못하여서 옹에 이르러 더욱 신

세가 곤궁해졌다. …… 10살 때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뒤부터 의지할 곳이 없

었고 연이어 喪을 만났으며 설상가상으로 집에 화재가 나서 래되어 오던 서 을 홀

랑 다 태워 남은 것이 없었다. 아울러 세 집안에 자식 한명으로 아들 없이 달랑 혼자

만 남은 처지이고 스승으로부터 배운 바가 없는데다가 실하게 힘을 쏟을 수가 없어

서 학업을 그만둔 지 거의 수년이 지났다. 15살이 되어 비로소 남들처럼 과거시험에 

진력하여 그 해 가을에 監試에 나아가 시험을 치 으나 시험에 떨어지자 무리를 따라 

서울 구경만 하고 왔을 뿐이다. 이 때부터 翰墨場에 나아가 노닌지 벌써 50여년이 흘

러  더 평탄지 않고 조석으로 끼니를 잇지 못해 굶으니 죽어도 유감이 없다. …… 

한 무리 선비들이 방에 한가득 둘러앉아 좌우에서 희들끼리 희희덕 거리고 있을 때, 

나는 우두커니 인형처럼 앉아 있다가 달갑지 않은 조소를 받기도 하 다. …… 평생 

세력과 이익이 없어서 사귀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화려한데 나만 췌하 고 모두들 

의지할 바가 있는데 나만 의지할 곳이 없었다. 사람들이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이 마땅

하며 모욕하고 멸시할 만한 것이 진정 내게 있으므로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조 도 개

의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구차하게 좇아 다니기 보다는 차라리 

교유를 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경조사도 모두 그만

두었다.5)5)

우하 의 이 같은 자기 술회에서 그에 한 기존 평가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할 수 있다. 우하 의 자기 이해 방식, 다시 말해 그의 아이덴티티 형

4) 송 호, 1987 ｢1750年代  益山地方의 兩班｣, �朝鮮社 史硏究�, 일조각, 263-264면 참조.  

5) �천일록� ｢醉石室主人翁自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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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그의 술을 어떠한 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와 깊이 연 되어 있다. 에

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오히려 명문가 자손으로서의 자의식에 가득 차 있었고 자존

심에 상처를 입자 은자의 길을 택하여 방 자의 지 를 자처할 수밖에 없던 인물

이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우하 에 한 기 평가인 ‘농민의 근면을 북돋음으로

써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경제를 재건하고자 한 실학자’라는 견해는 근거 없는 평

가임에 틀림없다.
6)6) 

우하 에 한 창기 연구는 그를 농업 련 문가로 치 짓고 그런 에

서 심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큰 논란이 된 것은 소농경 과 작의 문제

다. 김용섭은 당시의 시  진 을 소농을 극복하고 작 경 으로 진 하는 것

으로 인식하 으므로 소농경 을 작 이 의 미발달된 농업 경 으로 본다. 한편 

미야지마 히로시는 소농경 을 주장하는 우하 의 작 비 을 근거로 19세기 

에 가서나 작에 집약농법이 가세한 것으로 보고 우하 의 시 에서 작은 아직 

미성숙한 것으로 인식하 다. 최근 안승택은 이러한 변화를 작에서의 농법 변화

로 보기에는 무 시기가 짧고, 오히려 작의 분포는 지역  차이와 농법의 합

성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는 한편, 소농경 에서 작경 으로

의 단선  진 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해해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소농경

의 끈질긴 명맥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을 취한다.
7)

7)어 거나 이것들은 모두 

우하 의 농법이 당시의 사회성격을 단하는 도구로 이용된 사례이다.   

이것과 거의 같은 입장에서 미야지마 히로시는 담배 생산을 반 한 우하 에 

해 그가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 생산의 메커니즘을 부정하고, 그 결과 

이윤을 추구하는 데 철 한 부르주와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8)

8)우

하 이 담배 생산을 반 하 던 것은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실용  에서 비

롯된 것뿐이다. 담배가  쓸모없고 오히려 해만 되는 물건인데도 돈이 된다는 

6) 정창렬, 1986 ｢우하 의 천일록｣, �실학연구입문�, 일조각.

7) 안승택, 2013 ｢19-20세기 한국농 의 재편과 민속문화의 향배: 경기지역 농민의 기술, 경

제, 사회 사례를 심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 임인력 자체세미나 발표문. 

8) 宮嶋博史, 1977 ｢李朝後期 農書의 硏究｣, �人文學報� 43, 京都大 人文科學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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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하나만으로 막 한 노동력을 집 한다면, 기존의 논밭을 갈아엎는 풍조로 인

해 굶주리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우하 의 우려 다.
9)9) 

미야지마 히로시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훌륭한 자본가는 

피도 물도 없는 냉 한이어서 돈 되는 일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인

가? 이것은 통 으로 자본가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차라리 고리 업자의 이미지

다. 돈벌이의 도덕성을 묻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양식 있는 기업가, 컨  유

일한 박사처럼 사회에 해악이 있는 상품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얼마든지 받아들

일 수 있다. 이것은 도덕이 경제를 억압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경제

행 를 해 오히려 도덕  선택도 함께 고려하는 ‘경제도덕’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해서는 계보  분류에 신 해야 한다.  

이러한 우하 의 도덕  태도는 사회  폐단의 개 을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얼

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  폐단을 강조할 때 조 은 도덕 지향

인 성향을 띨 수 있으며  이것이 자칫 그를 보수주의자로 몰고 갈 가능성도 충분

하다.   

사실상 우하 이 주목하 던 당시의 사회  문란은 티모시 블록의 명  �쾌락

의 혼돈�에서 묘사한 명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10)

10)그것은 구체 으로 도박, 

사치, 구걸, 과거부정, 나태 등으로 표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동요의 배후조

종자는 다름 아닌 돈이었다. 발자크가 보수  귀족인 자신의 을 통해서 부르주

와 사회의 리얼리티를 제 로 바라볼 수 있었듯이 우하 의 귀족 인 규범성은 이

 9) 경제 주로 편향된 우하 에 한 연구․이해는 아마 그의 자료가 소개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용의 제약 때문은 아니었나 생각한다. 북한에서는 일 이 우하 을 “실학자”로 

규정하고 �천일록�  우하 의 농업 련이 반 되어 있는 ｢농가총람｣, ｢산천과 풍토｣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수록), ｢토지제도｣를 국역하여 간행하 고 우리 학계에서는 이 

책을 일 이 일본을 거쳐 수입 복사 유통하 다. 아마 이 국역본이야말로 우하  연구의 

출발 에서 이용된 주 본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같은 자료의 제한  이용이 연구

의 시각을 제약하 던 것은 아닌가 추정한다. 그런데 그가 농업 문제에 많은 심을 기

울인 것은 사실이고 그의 주요한 특성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의 부가 아닐 뿐더

러 얼마든지 핵심  주장에서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 

10) 티모시 블록(이정 외 옮김), 2005 �쾌락의 혼돈�,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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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부패한 실에 심을 갖게 하고 그 모순을 노출시킬 수 있게 하 다. 

사실상 돈으로 인한 이러한 국가 사회  부패는 어느 특정 시 의 사회의 특수

한 고민거리가 아니다. 고 로부터 까지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으로 겪는 보편

인 문제이고 다만 정도의 차이에 의해 그 사회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11)

11)우

하 이 돈의 문제를 고민하 던 것은 그것이 국가  공  기반을 흔들지도 모른다

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하 은 상품화폐경제의 발 을 극 정하면서도 돈으로 

족보를 사서 환부역조하는 일에 해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 다. 그 이유가 독특

하다. 신분을 세탁하는 풍조를 신분제의 붕괴를 안타까워하는 양반의 시각을 드러

낸 것이 아니라 양반을 구매한 그들이 다시 돈으로 수령 자리를 구매할 것이므로 

결국 그것이 국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 이다. 이는 족

보를 변조하고 수령 자리를 구매하면서 그들이 이미 거짓을 행하 으므로 이런 

력만으로도 료로서의 공정성을 수행하기에 부 당하다는 것이다. 

그의 실 비 은 다른 한편 실학자로서의 지 를 리게 할 수 있었다. 최홍규

는 그가 조선후기 사회의 다양한 폐단을 지 하고 그에 한 실용 인 책을 내

놓은 구폐책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에 착안하여 그를 사회의 실용 인 문제에 

근한  다른 의미의 “실학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 다.
12)

12)우하 의  다른 

측면을 부각시킨 최홍규는 그의 인물  표상을 확 시키는 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

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 역시 매우 일방 이라는 한계가 있다. 

우하 은 그의 생애 부분을 정조의 치세기에 보내다가 56세가 되던 해인 1796

년(정조 20)에 應旨上訴를 올리면서 평면 돌출하듯 세상에 나타났다. 이 상소에서

는 정조도 찬탄하 듯이 “民과 國을 한 실용”  방안을 제시하 다. 이것은 최

홍규가 지 하 던 실학자라는 평가에 걸맞는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인 1804년(순조 4)에 우하 이 다시 응지상소를 올렸는

데,
13)

13)그것은 첫 번째의 상소 내용과는  딴 이었다. 이 상소에서 다룬 주 내

11) Marcel Henaff, 2010 The price of the truth: Gift, Money, and Philosophy, Stanford 

University Press.

12) 최홍규, 1995 �우하 의 실학사상연구�, 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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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국가의 ‘공정성’ 혹은 ‘정의’의 문제 다. 여기서 그는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

를 연상시키는 心法의 문제를 거론한다. 그는 두 번째 상소에 더 무게를 두었고 

본인이 나이를 먹고 여한 없이 토로한다는 을 거듭 강조하 다. 이때 여기서 최

홍규는 우하 의 두 번째 상소에 해서  고려하지 않았고 그런 에서 그는 

우하  이해에서 요한 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하 의 두 상소에서 발견되는 이 같은 불일치는 그의 사유가 모순되기 때문

에 나온 결과는 아닌 듯싶다. 양자가 상호 보완 인 계에 있다는 데서 이해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요한 문

제 하나가 제기될 수 있다. 그의 실용성에서 공정성은 어떤 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실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문제

가 되는 것은 몫을 분배하는 비율의 문제다. 구성원들이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이

고 있는 은 자신의 몫이고 몫의 증 를 목 으로 활동하는 것을 실용이라고 부

를 수 있다. 따라서 이 몫을 마음 놓고 추구하게 하는 것과 그것을 국가의 공정성

을 통해 조 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 일 수 있다. 그런 에서 

공정성은 실용과 배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실 으로 서로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사회  실용’과 ‘공권력의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이 우하 의 사유가 갖는 특성일 수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이처럼 우하 의 사유는 얼핏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기하고 다 인 양상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하 이 서술한 것의 다기성과 다 성은 그의 

서가 왕을 한 것이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왕의 존재와 그의 자리

는 얽히고 설켜 있는 낱낱한 모든 것들을 꿰뚫는 지 로 표상된다. 에서 공권력

과 사회  실용을 모순 없이 동시에 실행하거나 종용할 수 있는 지 는 사실상 국

13) 최 의 응지상소를 올렸을 당시는 정조가 탕평책의 일환으로 채제공을 등용하면서 경기 

남인의 비조인 우성 에 해서 극 인 심을 표명하며 시호를 내린 때이기도 하다. 

우하 은 우성 의 직계 으므로 그의 상소에 정조가 보인 이 같은 극 인 심은 결

코 우연이 아니다.(김 , 2004 �화성 사람들 정조를 만나다�, 화성시․화성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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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조감되는 경 은  규범의 수

에서는 팔도론의 배치가 응되고, 다시 그 안에서 구체 인 조건을 밝히는 사회

 실용의 수 에서는 풍토론에 응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하  ‘팔도론’의 특성

비교  최근 배우성은 우하 의 소 화주의를 매우 특색 있는 사고로 주목하고 

조선후기 소 화주의 사상의 흐름이라는 시  맥락에서 검토한 바 있다.
14)

14)그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구 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中華로 일컬어진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국의 禮 文物을 본받고자 

하 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산천과 풍속 그 자체가 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국의 산천은 모두 崑崙山에서 나와 천 갈래 만 갈래로 나뉘어져 있지만 四海로 둘러싸

인 넓디넓은 륙은 애 에 강역이 나뉘어져 있지 않았다. 사방의 노래와 풍속, 物産이 

각기 달랐지만 서로 뒤섞여 있었다. 성인이 땅의 이치에 따라 구분하 고, 구분한 결과 

九州라는 이름이 생겼다. 우리나라 산천에서 백두산은 국의 곤륜산과 동일한 치다. 

우리나라 수천리 강역은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로 얽 들며 배치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동쪽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천지인 셈이다.

의 만을 놓고 보자면, 우하 이 소 화를 거론하는 것은 마치 국과 구별되

는 우리나라 국토의 독자 인 성격을 주장한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단한 

오해일 수 있다. 우하 은 조선의 소 화를 지리  단 가 별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두 지역이 구조 으로 유사하다는 데에서 찾고자 했다. 

배우성은 우하 의 이 같은 주장이 화를 문화 인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

니라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풍토는 같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는 있다고 주장하지

14) 배우성, 2012 ｢조선후기 화 인식의 지리  맥락｣, �韓國史硏究� 158, 한국사연구회, 

159-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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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엄 히 말해서 우하 은 국과 조선이 풍토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만 구조

인 유사성만을 가리킬 뿐이다. 이와 같이 구조 으로 유사하다는 것의 의미는 

상이 되는 두 역이 독자 으로 존재한다고 읽힐 개연성도 충분하지만 이를 통해 

문화 으로 보편 인 시각을 제공해주는 의미도 크다. 결과 으로 이 구 은 그의 

이 어디까지나 조선 내부의 지리  구조와 그에 따른 도읍과 팔도의 계를 

설명하기 한 도입부로써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하 은 이 의 앞과 뒤에는 이와 같이 여길만한 근거를 서술하여 놓았다. 이 

의 앞에는 “한나라 재상 蕭何(?-B.C.193)가 關中으로 들어오자마자 무엇보다 먼

 丞相府의 지도와 호 을 거두어 들 던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이 지도

와 호 을 통해 천하 형세의 강약과 요충지를 상세히 악하여 업을 이루었다. 

그는 이를 통해 風謠ㆍ民俗ㆍ山川ㆍ關扼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깊이 연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은 이 의 목 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지형에 이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의 에 국의 지역별 특성을 조선의 지역별 특성과 유비한 구

이 있다. 이를 통해 우하 의 의도를 더욱 분명히 악할 수 있게 한다.   

국의 서북 지방에서 무를 숭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서지방에서 장수를 많이 배

출하는 것과 유사하다. 국의 동남지방에서 文을 숭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동 지

방에서 재상을 많이 배출하는 것과 같다. 국의 冀北 지방에서 良馬를 많이 생산하는

데 우리나라의 북지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 많다. 

 다른 를 들어보자. 국의 동은 長腰米로 유명한데, 이것은 우리나라 호남지

방이 벼농사에 합한 토질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국의 東魯는 도서의 부라고 

할 만 한데, 이것은 남지방이 絃誦의 고장인 것과 같다. 국의 岱 지방에서 마와 모

시를 공납하는데, 이것은 호서에서 모시를 주업으로 하는 것과 같다. 

그 밖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풍속과 노래, 특산물, 산천의 험 함, 要地의 치가 

국과 비견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中華라는 말이 어  악과 문물만으로 부쳐진 

것이겠는가? 

의 문맥은 국과 조선이 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형의 내부 구조가 유

사하다는 뜻이다. 비는 화 인식에 이 놓여있기 보다는 조선의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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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명 주요 특성

경기도

- 토질은 모래와 돌이 뭉쳐 있고 … 이곳의 형세는 국 金陵에 세 호수가 있는 것과 흡사

하여…… 래의 五雲과 문물의 빛남, 악의 화락함이 은주 시 를 능가한다. 

- 인심은 간략함을 좋아하고 습속은 화려한 것을 숭상하고 사치를 좋아하고 근검하는 풍조

가 다.”

를 이해하기 한 제 다. 국과의 비를 활용하고 있는 구체 인 사례를 살

펴본다면 그의 소 화주의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군과 기자 이래로 로 이어 오면서 각각 다른 곳에 도읍을 정하

다. 平壤에 도읍하여 西京이라 하 고 鷄林에도 도읍을 정하여 東京이라 하 다. 이

것은 모두 上世 때이니 천 년 의 일이다. 지 에 와서 살펴보면 이 도읍들은 서쪽이

나 동쪽에 치우쳐 있어 大一統의 氣像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데 경기 지역만

은 앙에 있으며 국을 아우른다. 백제가 이곳에 도읍을 정한 이래로 兩漢 시 까지 

지속되었다. 고려 왕건이 낙동강에서 무 르고 압록강을 쳐서 통일한 뒤에 崧岳에 도

읍을 정하 다. 그 때까지 도읍은 모두 기 에 있었다. 이것은 국에서 평양ㆍ포반ㆍ

안읍의 세 도읍이 모두 기주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송악(松嶽)은 오늘날 

우리 조선에서 도읍으로 삼은 한양만은 못하다.15)15) 

   

여기서 우하 의 결론은 재 조선이 자리 잡은 서울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앙에 치한 “ 일통의 기운”이 있는 가장 좋은 땅[首善之地]이라는 것이

다. 그리고 이곳을 국의 도읍과 비견한다. 우하 이 �천일록�에서 도읍에 한 

논의를 가장 첫 번째로 앞세우고 ‘산천, 풍토, 액’을 부록으로 붙인 의도는 이해

할 만하다. 도읍이 팔도를 아우르는 구조, 다시 말해서 지방에 한 지배 구조를 

그 로 드러낸 것이다. 

그 다면 우하 은 팔도에 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은 팔

도에 한 논평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질을 심으로 간략히 언 한 것

이다.  

<표 1> 우하 의 도별 품평 

15) �천일록�, ｢도읍의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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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도 

- 모두 산세가 웅장하고 강하고 가 르며 깎아지른 듯하다. 

- 토질은 단단하고 조잡하며 약간 찰지다. 물이 차다. 후는 기 에 비해 꼭 20일이 늦는다. 

- 民俗은 부지런하면서도 검소하고 질박하면서도 인색하며, 어리석으면서도 강직하여 어떤 

일을 세세하고 교묘히 꾀하는 일이 드물다. 

- 마을에서는 사치스럽고 즐겨 노는 풍조가  없다. 그 해 농사가 큰 흉년이 아니면 행인

이 양식이 없을 때 음식을 다. 신용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래할 때에 契券을 작성

하지 않는다. 기나 천인이라도 신용과 개를 지키는 사람이 많다. 

- 함경도 사람들은 비록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노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머물

러 거처하게 한다. 이처럼 이욕은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습속이 되는 법이다.

평안도

- 평안도의 風謠와 土俗은 골짜기와 들이 다르다. 

- 산은 웅장하고 하며 개천이 범람하는 곳이 많다. 이곳 출신 사람들은 장 하고 걸출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 순후하지만 조심성 있는 사람은 다. 

- 평안도의 民俗은 농업과 잠업에 힘쓰고 근면하다. 

- 읍  사람들과 서울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사치하고 놀기 좋아하고 氣를 숭상하여 분수를 

넘어 오직 유세가를 좇는 것만 능사로 여긴다. 

- 民心은 두터운 풍조를 숭상하는 한편, 세력 있는 사람에게 붙는 세태도 많다. 

- 평안도를 賤鄕으로 보고 文官은 國子監을, 무 은 部薦을 넘지 못하게 한다. 

황해도

- 金川으로부터 黃州까지 大路의 以東은 모두 山郡이고, 以西에는 野邑이 많다. 

- 출신인들은 장 하고 둔탁한 사람이 많고 청아한 사람은 다. 땅이 결함이 많으므로 옛날

부터 맹인이 많이 나온다. 토성이 딱딱하고 비옥하며 고 검은 것이 서로 섞여 찰기가 있

고 미끄럽다. 물 맛이 담박하고 탁하다. 節候가 기 에 비해 5일 정도 약간 늦다. 

- 民俗은 大路의 동쪽 지역이 어리석지만 근검하고  매우 인색하다. 화 도 하고 水耨를 

하 으며 노동력에만 의지해서 살아간다. 무리지어 마시고 즐겁게 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 大路의 서쪽 지역은 근면하고 인색하며  어리석어 분을 넘는 습속이 많다. 비록 농사에 

힘쓰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고 하더라도 상업에 힘쓰는 부류도 많았다. 무 를 숭상하는 사람

도 많았고 볼만한 문화도 많았다. 무리지어 술을 마시고 즐겨 노는 것을 좋아하고 서울의 

가들과 인연을 맺어 세력에 의지하여 이익을 좇는 것을 좋아하 다.  

- 장은 법외의 정사로서 그 민정을 거스른다면 참으로 의외의 염려가 있을 것이다. 마땅히 

공평으로 자기를 규율하고 충실하고 두텁게 풍속을 이끌어야한다.  

강원도

- 강원도 체가 큰 골짜기이니 살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곳 출신의 사람들이 우둔한 자

가 많다. 

- 원주ㆍ춘천ㆍ강릉ㆍ철원ㆍ홍성ㆍ횡성 등의 읍들만은 산의 기운이 약간 빼어나고 부드러우

며 툭 터있고 밝아 양반 고을이라고 일컬어진다. 

- 嶺東은 모든 군들이 바닷가에 있거나 산에 있으며 그 사이에 넓은 들이 있고 땅은 일출하

는 쪽으로 해 있으므로 후는 서에 비해 보름쯤 빠르다. 서지방은 기가 기 에 비

해 거의 열흘 쯤 늦다. 

- 서의 후가 동보다 더 늦은 이유다. 土性이 딱딱하고 척박하며 물맛이 가 르고 차다. 

- 팔도 에서 오직 동만이 태고의 순박한 풍습이 있어서 로 교활하게 헤아리거나 임

기응변의 태도가 없다. 사람들을 하는 데에 질박하며 실질 인 것을 숭상하는 데에 힘쓴

다. 다만 어리석기 때문에 혹은 완악하고 혼미한 풍습이 많다.  

- 농사에만 근면하고 힘쓰며 상업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으며 무리지어 술 마시고 즐겨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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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례ㆍ상례ㆍ장례ㆍ제례 때에만 상하가 한 자리에 모여 술 한잔 먹는 것을 두터운 풍속으

로 삼고 등 을 두지 않는다. 

충청도 

- 이곳 출신 사람들은 문 가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 많으니 로 양반 고을이었다. 

- 흙의 성질은 비옥하고 단단하며 물맛은 평이하고 담박하며 경기지역에 비해 기가 5일 

빠르다. 

- 民俗은 근면하면서도 화사하여서 사치하는 사람과 검소한 사람들이 반씩이다. 

- 名色과 各分이 아주 어릴 부터 풍속이 되고 입방아 찧는 폐단이 다른 도에 비해 더 심

하며 문 를 숭상하고 무 를 숭상치 않으므로 무 의 기술이 크게 모자란다. 

- 京華에서 흘러 나와 떠돌다가 정착한 집은 본토 사족들이 서로 사치를 숭상하 으므로 여

기에 익숙해져 소박하고 야한 풍속이 없다. 

- 각 당 에 속한 문벌과 지  고하를 막론한 리들이 세력 있는 자에게 연 을 고 앞 

다투어 자리를 청탁하려는 일이 많았다. 

-  기 과 경계를 하고 있으니 수로와 육로가 모두 편리하므로 경화의 세족과 큰 집안

들이 모두 鄕庄과 墳山을 두고 차지하고 있으니 향읍의 가난하고 세력 없는 부류들은 그 사

이에서 버틸 수가 없다. 

- 世族과 마을 사람들은 태반이 놀고먹는 사람들이었고 수령이 일단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

다면 쌓인 폐단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끝내 낭패하는 데 이르 다.  

경상도

- 이곳 출신 에는 깊고 후한 사람이 많아서 신라와 고려로부터 國朝(조선)에 이르기까

지 능력 있는 인재와 큰 그릇들이 모두 남 출신이다. 

- 경상도의 민속(民俗)은 질박하고 검소하며 부지런하며 후하여 질박과 실질에 힘쓰며 화

려하고 사치한 것이 다. 

- 농사와 산업에 힘쓰는 것을 선무로 삼는다. 上道의 풍속은 더욱 근면하고 검소하며 下道

는 호남과 유사한 이 있다. 옛날부터 명분을 지키는데 단히 분명하여 비록 부라 하더

라도 선 을 존숭할  알아서 모두들 溪를 先生이라고 일컫는다. 그 밖에 명 들이 거

처하던 곳은 某先生의 遺墟라고 일컫는다. 

- 나뭇꾼이나 목부들조차 작이 높다고 사족이 아니라 大祠 의 자손만이 진짜 兩班이라고 

늘 말한다.  

- 경상도의 토질은 굳고 강하고 두텁고 비옥하므로 인분을 쓰는 밭이 많고 으며 인력의 

근면과 태만에 수확량이 달려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힘써 경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거부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본도에서 가장 많다. 

- 인심이 질박하고 솔직한 사람이 많고 교활함이 다. 

라도 

- 라도의 안에는 명산과 천이 가장 많고 온갖 물길이 나뉘어져 바다로 들어가는데 하나

로 모이는 형상은 없다. … 이 지역 출신들은 재 가 있고 한 사람들이 많지만, 충성되

고 소박한 풍조는 경상도보다 못하다.  

- 라도의 토지는 비옥하고 의식과 어염, 산해진미들이 후생의 물건이 아님이 없으므로 국

내에 거주하는 낙원으로는 본도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 衣食이 팔도에서 가장 좋으므로 백성들의 물산은 국에서 제일 풍부하다. 흉을 만나지

만 않는다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굶주리지 않는다. 

- 民俗은 근면하면서도 문기가 지나쳐서 사치와 떠벌리는 것을 좋아하며 소박한 풍조가 

고 기 로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을 하는 데 자못 은근한 태도가 있고 사람

을 헤아리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 속을 터놓고 서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 儒士들은 문 를 숭상하고 재주가 많아서 자애롭고 아량이 있으며 변화를 좋아하지만 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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俗에서 벗어난 사람이 으며 바깥에 나가 입방아 찧기를 좋아한다. 

- 鄕邑에서는 鄕戰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고 서울의 유세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다.  

- 장은 진실로 굳건하고 밝고 공 이고 염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마땅히 염치로 엄을 삼고 공으로 밝음을 삼으며 휘지도 않고 바르며 번거

롭지 없고 간단히 해야만 풍속을 바로잡아 다스릴 수 있는 도가 될 수 있다.  

제주도

- 제주도의 民俗은 우둔하면서도 간교하고 말을 잘하면서 리하고 인색하다. 

- 풍속이 쩨쩨하기도 하고 성질도 인색하므로 쟁송하기를 좋아한다. 

- 양인과 천인을 막론하고 수 하는 여자가 없다. 

- 근년 이래로 내지에 있는 陸邑도 오히려 아 들과 백성들이 령을 따르지 않는데, 수령을 

범하는 폐단이 하물며 이처럼 역의 해도로서 왕의 교화를 받는 데에 뚝 떨어진 먼 곳은 

말할 것도 없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하 은 제주도를 포함한 9도를 비 으로 평

가하고 있다.  그는 체로 자연 환경과 산업, 토질, 풍속, 방 등의 순서로 서술

하고 있다. 풍속의 평가 기 은 주로 ⅰ) ‘근면/나태’, ⅱ) ‘사치/검소’, ⅲ) ‘ /

인색’, ⅳ) ‘서울세력가와의 독립성 여부’이다. 

우하 은 “하늘이 이 백성을 낳은 것은 편안히 거주하여 배불리 먹이기 해서

가 아니라 아마 그들로 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기 해서다.”16)16)라고 할 만큼 근

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농업  근면은 근  의미의 생산성, 다시 말해 

생산물을 자연에게 얼마만큼 획득하느냐에 한 문제라기보다는 다분히 근면을 도

덕  태도와 깊이 연 시키고 있다는 에 특색이 있다. 

이와 련하여 볼 때 그가 특히 증오하 던 지역은 개성이었는데, 그 지역은 농

업은 무하고 순수한 상업 지역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매우 교활하다는 을 개탄

하며 지 하고 있다. 근면을 통한 생활은 사치나 낭비와 먼 삶이라는 뜻으로, ‘사

치를 한 근면’이라는  자본주의  개념과는 구분된다.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함경도 사람들에게 수가 후했는데, 이는 생산성이 높지는 않지만 근면하며 그 

결과 돈에 물들지 않았으므로 약삭빠르지 않아서 할 수 있다고 단하 기 때

문이다.   

우하 은 권력을 얻고자 서울의 권세가에게 뇌물 쓰는 행 에 해 매우 증오

16) �천일록�,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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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평안도와 황해도, 충청도에 그와 같은 이유로 낮게 평가하 고, 그 지 않

을 수 있었던 경상도에게 그 지조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은 주목된다. 이는 특

히 우하  개인의 호오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서울사람의 일반 인 통념이 반 된 

듯싶다. 

우하 에 따르면 자연 환경은 산업과 깊은 연 이 있지만 자연환경을 타고나서 

농사짓기에 편하다고 해서 꼭 풍속이 훌륭하거나( 라도), 그 다고 좋지 않은 자

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타고 났다고 반드시 좋지 않은 풍속인 것은 아니다(함경도․ 

강원도). 그리고 좋지 않은 자연환경에서 좋지 않은 풍속이 나온다는 도 지 하

고 있다(제주도). 라도에 한 악평은 풍수의 념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우하 은 에서 볼 수 있듯 도별 평가의 경우 당시의 고형 인 통념을 따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특히 제주도나 라도, 경상도 등 그의 거주지로부터 먼 지

역인 경우 직  가보았을 리 만무하고 통념에 의한 서술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자기 고향이 속해 있는 경기나 인근인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에 한 정보는 매우 

자세하고 실제에 기반하고 있는 듯 하며, 도내의 고을 평가는 답사에 의해 채록된 

정보를 실은 경우가 부분인 듯 보인다.  

라도에 한 부정  평가 여부가 사실인지 여부와는 무 하게 라도에 한 

와 같은 편견이 갖는 역사 인 의미가 더 크다.  한국에서 선거 때마다 나

타나는 지역색 망령 뿐 아니라, 조선후기조차 황윤석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라도 사람에게는 매우 충격 이고 폭력 이었다.
17)

17)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경

래의 난은 앙의 지역 차별과 와 같은 차별의 담론화가 원인이 된 사건이었다. 

도 단 에서의 담론 형성은 매우 이념 이다. 우하 은  지방 사람들에 한 서울 

사람들의 논평을 폭넓게 반 하여 집 성하고 있다. 그 편견 에 서울 유세가에 

한 의존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사람들이 형성하 던 자기 심 인 

사고방식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 단 의 논평이 고형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도의 하부인 여

17) 배우성, 2006 ｢18세기 지방 지식인 황윤석과 지방 의식｣, �韓國史硏究�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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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고을에 한 우하 의 평가는 해당 도에 한 평가와 배리될 정도로 유연하며 

반드시 서울 심 인 것도 아니다. 이 을 살펴보기 해서 경기도를 분석 상

으로 삼아서 그 서술 구조와 방식에 해 더욱 면 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다

음의 <표 2>는 분석을 한 도구로서 내용을 분류한 것이다. 

<표 2> 경기도의 서술구조 

1. 경기도 체에 한 평가  

  1-1. 경기도의 치, 1-2. 자연 지리  특성, 1-3. 경기도의 인심, 1-4. 생계

2. 도성(都城)의 동북쪽 지역

  2-1. 자연 지리  특성, 2-2. 민속과 속, 2-3. 산업과 생리

3. 도성의 서쪽 지역 

  3-1. 자연 지리  특성, 3-2. 민속과 생리, 3-3. 산업

4. 도성의 이남 지역  

  4-1. 자연 지리  특성, 4-2. 산업, 4-3. 민속, 4-4. 생리

5. 화성부

  5-1. 자연 지리  특성, 5-2. 민속, 5-3. 농업, 5-4. 생리

6. 강화부

  6-1. 자연 지리  특성, 6-2. 민속, 6-3. 산업, 6-4. 생리

7. 개성부

  7-1. 자연 지리  특성, 7-2. 민속, 7-3. 생리 

8. 한강 이북

   8-1. 자연 지리  특성, 8-2. 풍속, 8-3. 산업, 8-4. 생리

9. 한강 이남

   9-1. 자연 지리  특성, 9-2. 산업, 9-3. 생리와 풍속  

10. 경기도의 총  평가

  10-1 자연 지리  특성과 농사, 10-2. 농민들의 상황, 10-3. 농사, 10-4. 풍속 

11. 경기도의 액과 형편

  11-1. 자연 지리와 로정, 11-2. 병 과 산성을 설치할 치 비정   

 

의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우하 의 서술 방식은 체로 지리, 산업, 민속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지만, 그 기술 방식은 결코 도식 이지 않다. 지리  조건은 

산업과 하게 연 되어 있다. 그러나 민속이나 풍습, 백성들의 성격은  다른 

원리로 설명된다. 앞서 도의 성격을 따질 때에도 거론하 듯이 결코 기계 으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분류의 기  상 복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에 한 체 평가를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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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경기도의 읍 별로 나 어 품평하고 있다. 화성부․강화부․개성부는 留守府

이므로 각 고을로 취 될 수 있는 것은 독립 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나

머지는 기 이 모호하다. 한편으로 도성을 기 으로 동북쪽, 서쪽, 남쪽으로 분

류하고, 다른 한편은 한강의 남쪽과 북쪽으로 나 어 분류하고 있다. 분석의 단

는 어디까지나 규모에 계없이 개 고을이고 의 분류는 고을이 치하고 있는 

비교  역 인 범주이다.

이에 하여 경기도 지역  도성 이남의 여러 읍들을 품평한 것을 로 들어

보자.
18)18)

도성 이남의 여러 읍들 에서 安山만은 산과 들이 서로 섞여있다. 토질이 비교  

비옥하다. 목면과 삼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지만 보리ㆍ ㆍ콩ㆍ팥ㆍ ㆍ기장을 심기에 

합하며 어염과 땔나무ㆍ감나무에서 이익을 본다. 사람들은 많지만 선비는 드물다. 농

업은 작하지 않으니 풍년이 들더라도  한 톨도 낭비하지 않으므로 흉년을 만나도 

유리 도산하는 사람이 다. 呂州ㆍ利川ㆍ安城ㆍ竹山ㆍ陽城ㆍ振  등의 읍들은 모두 

들이다. 토질이 비교  비옥하며 체로 논이 많고 밭이 다. 용인과 주는 산과 들

을 모두 겸하고 있지만 모래와 돌이 많다. 민속은 서울 가까이의 여러 읍들은 게으르

고 무리지어 놀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며 잡기를 즐긴다. 여러 읍들은 체로 부지런하

고 재산을 모으기를 좋아한다. 비록 모여 술 먹고 노는 것을 능사로 여기지만 일에 방

해가 될 정도는 아니다. 社 에서 활쏘기 하는 풍속이 있는 데 풍속 때문에 그런 것이

지 으로 숭상하는 것은 아니다.19)19)  

안산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죽산ㆍ양성ㆍ진 의 를 들고 있는데 토질로부터 시

작하여 농산물과 산업의 상황, 인구, 농경 방식, 풍속을 논한다. 그  “서울 가까

이의 여러 읍들은 게으르고 무리지어 놀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며 잡기를 즐긴다.”

고 하며 풍속이 순후하지 못한 원인  하나를 서울에 가깝기 때문인 듯이 이야기

하고 있는 이 주목된다. 이는 도별 평가에서 서울 심의 논평과는 구별되는  

다른 품평기 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의 <표 2>에서 4번.  

19) �천일록�, ｢부록: 山川, 風土, 關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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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와 품평의 기 은 우리에게 매우 모호하고 자의 으로 보인다. 더욱

이 경기도에 한 체 평가 기 과 그 안에 속한 작은 지역들에 한 평가 기

이 별도로 놓여져 있다. 경기도에 한 체 평가는 백두 간에서의 치 비정으

로부터 산천의 특색과 그것으로부터 연유한 풍속과 인심을 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지역 인 분포에 한 결정론에 의한 것이라기보

다는 우리나라 산천의 흐름만큼이나 구불구불하고 세부 이다. 사실상 지역을 실

제 답사하지 않고는 얻기 어려운 지식이 많으며 이러한 개별 인 지식은 팔도에 

의거한 각 도에 한 평가와는 별도의 원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그는 학문 방법 뿐 아니라 내용에서 조선시 사 연구자들에게 새롭게 상기시킬 

수 있는 면이 매우 많다. 에서 볼 수 있는 세부 인 생생한 지식도 그 겠지만 

조선사회에 반 인 근 방식에 해서도 돌아볼 많은 참고 을 다. 그 한 

로 조선의 양반을 동일한 표상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기  

한다. 이 문제는 경기도 양반과 경상도 양반의 차이를 분석한 우하 의 다음과 같

은 서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 사 부의 생계는 오직 벼슬살이에 달려있을 뿐이다. 반면에 마을 사람들

은 雜技, 祿窠로부터 여러 가지 料 , 邸人, 貢人, 좌 을 벌이는 시정의 행상, 시 드

는 비장의 일에 의존하여 생활한다. …… 사족이 일단 록을 잃으면 알거지가 되어 

자칫 여항의 평민만도 못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20)20) 

경기도의 상민들이 다른 도에 비해 상 으로 살아갈 거리가 많은 반면, 이곳

의 양반은 자신의 생활을 사환의 녹 에 상당 부분 의지하다보니 몇 만 벼슬을 

못해도 곧바로 생활이 곤궁해졌다. 우하 의 농서로 알려진 ｢農家總攬｣만 하더라

도 일반 농민을 한 책이 아니라 바로 빈궁한 처지에 빠져 생계가 막연했던 우하

과 같은 몰락 양반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한 것이었다. 이러한 책이 작성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 양반들의 실  처지를 노골 으로 드러낸다.      

20) �천일록�, ｢부록: 山川, 風土, 關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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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의 처지가 지역 으로 다르다는 것은 우하 이 같은 책에서 묘사한 경상도 

양반의 처지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士族 에서 儒業을 하는 사람들은 구나 무엇보다 먼  治産에 힘쓰고 그런 뒤에 

문 를 닦으니 가업을 보존할 수 있고 과거나 벼슬에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상도

의 풍속은 그 집안에 일컬을 만한 한 조상이 있다면 비록 세토록 집안이 기울어 

벼슬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를 쉽게 모욕할 수는 없다.21)21) 

의 기록 로라면 경상도 양반들이 경기도 양반에 비해 자신의 가업을 유지하

는 데 훨씬 략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일단 치산에 힘썼고 그런 다음 문

를 닦았다. 그 때문에 과거나 벼슬에 나아가는 데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상도 양반의 처지는 벼슬을 하지 않으면 양반으로서의 신도 유지하기 

힘든 경기도 양반의 처지와는  딴 이었다. 를 들어 성호 李瀷이 경상도의 

양반 문화를 선망하여 안동으로 이주하려하 던 것도 이러한 사정이 한 이유 을 

것으로 본다.  

아마 우하 과 같은 양반이 경상도에 살았더라면 그에 한 지역사회의 우나 

그것과 직  맞닿아있는 그의 자의식도 크게 달랐을 것이다. 사실상 그의 딱한 처

지가 이 지역사회의 사회  특색을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양

반에 한 사유가 경상도 양반을 이상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 가

지로 흥미로운 연구거리다. 지역  차이에 한 고려 없는 역사  표상 만들기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이다. 따라서 우하 의 지리  

인식은 조선이 하나의 동질 인 조선이 아니라 다기하고 다 인 이질성이 첩

되어 있는 복합체로서의 조선이 존재하 음을 보여 다. 이것은 에서 로 든 

사족 사회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과 으로 풍속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풍속을 결정하는 요인은 인심인데, 인심은 다만 자연환경이나 그들의 생업

이 갖는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다양한 층  요인에 

21) �천일록�, ｢부록: 山川, 風土, 關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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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된다고 우하 은 보았다. 이것은 이미 팔도에 한 당시의 편견을 벗어

난 ‘ 찰’에 의한 구체 인 인식체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천일록�에 한 기존 연구들은 지 까지 팔도론을 통해 지역  생산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을 지 해왔다. 이것은 산수[토질, 교통, 소비지(서울)과의 거리 

등을 포함한 환경]의 차이 때문에 내린 결론이다. 그런데 조선시  연구자들은 이 

논의를 좀 더 확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산 방식의 차이를 조선사회의 특성에 

한 단순한 유형론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역에 의거한 

복합 인 융합체로서의 조선에 주목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천개의 고원’처

럼 수많은 특수성이 얽  있는 장소들의 복합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자 한다.

다음에서 우하 의 팔도론을 이 환의 팔도론과 비해 볼 것이다. 이러한 비

는 우하  팔도론이 갖는 특성을 밝히는 데 여러 가지로 유의미할 것이다. 조선후

기에 팔도론이 상당히 퍼졌을 것이라는 일반 인 상과는 달리, 우하 의 �천일

록�이나 이 환의 �택리지� 외에 팔도론에 한 본격 인 논의는 찾기 힘들다. 이 

두 사람이 간 으로 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두 사람의 매개자는 성호 이익이었을 것이

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환은 성호에게 직 으로 크게 향을 받았다. 한편 우

하 과 이익의 계도 매우 긴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증거가 여기 기 있다. 우

하  당시에 증시를 받은 우성 의 신도비문을 찬술한 사람이 바로 이익이었고, 

우하 의 거주지는 이익의 원 거주지와 이웃해 있었으며, 무엇보다 우하 이 성호 

이익의 �疾書�를 책 의 스승으로 여겼다고 한다.
22)22) 

우하 과 이 환의 팔도론은 서술 상 유사한 표 이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으로 술 의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환이 �택리

지�를 지었던 까닭은 자신의 발문에 잘 나타나 있다. 

22) 뒤의 주석 42)에 해당하는 인용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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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이 ‘ 악이 어  옥백이나 종고만을 말한 것이랴’ 했다. 나의 이 도 살 만

한 곳을 고르려고 해도 살만한 곳이 없음을 탄식한 것이다.23)23)  

이 환은 당시 사족들의 卜居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작성하 다.24)24)다시 말

해 그의 팔도론은 사족의 복거를 한 비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에서 

그 지역의 역사  사실을 많이 도입하며 문화  소개에 치 하고 있으며 앙의 

정치 세계를 떠나 거주할 사족의 거처에 심을 집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풍토에 한 우하 의 심은 국가의 에서 활용될 만한 

정책  실용성이었다. 그의 팔도론의 이상 인 모델은 �서경�의 ｢禹貢｣이었다.

만일 禹貢에 실린 九州의 각 땅에는 각각의 공부 등이 동일하지 않으니 三都와 八

路, 山川, 民俗, 農業, 生利는 것은 같은 데 이것이 다른 것을 風謠를 보고 채집하니 

실제로 풍속에 따라 가르치고 다스리는 교화와 계가 있다.25)25) 

   

이 지 에서 �천일록�이 왕에게 바쳐졌던 건의문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황

을 이해하는 데 매우 요하다. 

풍속에 따라 백성들을 교화하고, 지형에 따라 군 를 배치하는 것은 본디 왕의 정치

에 있어 차 한 일이다. 내가 보고 들은 일을 략 으로나마 제시하여 정부가 찰

하고 채집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26)26)

의 단락에서 우하  팔도론의 목 은 분명히 드러난다. ⅰ) “풍속에 따라 백

성들을 교화하고”, ⅱ) “지형에 따라 군 를 배치”함으로써 궁극 으로 “왕의 정

치”에 사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왕을 한 책이었던 우하 의 �천일록�은 소수

의 필사본만이 해질 뿐인 반면,27)27)이 환의 �택리지�는 사족들 사이에서 필사본

23) �택리지�, ｢발문｣.

24) 성호 이익도 이와 동일한 지 을 한다. (�성호선생문집� 권49 ｢팔역지서｣)

25) �천일록�, ｢총론｣.

26) �천일록�, ｢부록: 山川, 風土, 關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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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상당수 유통되었다.
28)28)   

같은 팔도론을 두고 작성된 두 책의 술 목 에서 차이가 난다면 구성이나 서

술 방식, 내용상 어떠한 구체 인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 차이  두드러진 것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술 체계에 차이가 있다. �택리지�에서는 사민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총론으로 나 어 서술하고 있는 반면, �천일록�에서는 산천, 풍토, 액을 9도의 

하부에 두어 통합 으로 서술하고 마지막에 총론을 덧붙인다. 이것은 �천일록�이 

서로 연 된 종합 인 설명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 다.  

둘째, 도의 순서에 차이가 있다. �택리지�에서는 8도를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 라도, 충청도, 경기의 순서를 따라 서술되고 있는 반면, �천일록�

에서는 제주도를 포함시켜 경기,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라도, 제주도의 순으로 서술되어 있다. �택리지�에서는 지리지의 통상 인 순서

를 따르고 있는 반면, �천일록�은 매우 독특한 순서를 보여 다. 이것은 <도읍을 

세움[建都]>에 반 되어 있듯이 도읍, 4유수부, 8도 순의 수직  구조를 통한 서울 

심의 서술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각 도의 풍속을 평가하는 기 이 다르다. �택리지�에서의 지리 평가는 좋은 

地理․生利․人心․山水를 모두 갖추어야 거주하기에 합한 곳으로 여긴다. 반면  

�천일록�에서 이 기 들이 갖는 의미가 각각 다르다. �천일록�에 지리를 설명하는 

부분은 국방과 련되어 설정되어 있다. 산업과 생리는 공납 수취를 한 정보로 활

용되며 그 지역의 인심은 그 지역 수령이 자기 고을을 통치하기 한 정보와 충고

27) �千一 �의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想白古 951.053-C421)은 재 남아있

는 가장 좋은 선본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의 련 본은 다음과 같다. ① �천일록� 동일

책명의 규장각 소장본(1책, 44장, 奎1566)[순조 의 구언상소 때 올려진 원본으로 추정

됨]. ② 북한본(남한본에는 결락된 11책이 포함됨): 소재 악 안됨. 제11책은 도로(程

道)에 한 것으로 추정됨. ③ � 수만록�(奎 5049): 천일록에 수록된 수만록과 다른 

본임. ④ �수원유생우하 경륜�(奎 3202). ⑤ �천일록�(  개인 소장본)[정조 의 구언

상소 때 동본된 요약본으로 추정됨].

28) 배우성, 2004 ｢택리지에 한 역사학  독법｣, �한국문화� 33.



96 奎 章 閣 43  ․

를 제공하기 한 것이며 이는 �목민심서�를 포함한 수령심득서의 통 인 주제이

기도 하다. 우하 은 수령이 법에서 벗어난 정사로써 그곳 백성들의 마음을 거스른

다면 반발을 살 수가 있으니 풍속을 통한 통치를 강조하 다.

<표 3> 천일록과 택리지의 비교 

기 �천일록� �택리지�

서술 체계

산천, 풍토, 액을 9도의 하부에 두어 

통합 으로 서술하고 마지막에 총론을 

덧부친다

사민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총론으로 

나 어 서술

서술 순서
경기,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라도, 제주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 

라도, 충청도, 경기

유통 사본이 거의 남아있지 않음  수많은 필사본의 존으로 범한 유통 

서술 목  수령의 통치와 국방 정보
서울을 떠나려는 사족이 거주할 지역 탐

색 

품평 기
 근면, 검소, , 서울세력가와의 독

립성 
地理․生利․人心․山水

이러한 에서 조명된 팔도에 한 평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 않다. 

그 에서도 함경도에 한 평가는 극단 으로 차이가 난다. 앞서 정 으로 언

한 �천일록�과는 사뭇 다르게,(<표 1>) �택리지�에서 함경도에 해 부정 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함흥 이북은 산천이 험악하고 풍속이 사나우며 날씨가 춥고 땅이 메마르다.……따라

서 서북의 함경도와 평안도는 사 부가 살만한 곳이 못된다.29)29)

�택리지�에서는 “산천이 험악하고 풍속이 사나”운 것으로 가볍게 규정하고, 배

출된 사 부들이 거의 없으므로 “사 부가 살만한 곳이 못된다.”고 단언한다. 이것

은 �택리지�의 기 인 사족의 복거론이 심이 되기 때문이다. 

29) �택리지�, ｢팔도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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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  팔도론의 특성은 이 환의 택리지와는 달리 사족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한 것이라는 이 두드러진다. 도별 평가에서는 당시의 고형 인 

평가가 많이 반 되어 있지만, 세부 인 읍별 평가에서는 오히려 서울로부터 벗어

난, 오히려 서울의 사치 풍조에 해서는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에

서 그의 지역 품평이 완 히 서울 심 이라고 말하기에는 지 않은 문제 이 

있다. 우하 의 품평 기 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까닭이 무엇인제에 해서는 

다음 장의 과제로 남긴다.  

4. ‘풍토론’의 새로운 가능성

우하 이 일반 인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그의 서를 지리에 한 학설로부터 

시작하 다는 것은 매우 주목된다. 이것은 흔한 일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 듯하다. 

고 의 성 들이 지리에 한 학설을 밝힌 바 없다고 하면서도 우하 이 오히려 

이 을 견지하 던 까닭을 돌이켜보면 그가 일반 인 성리학자들과는 다른 인

간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그의 �천일록� 체를 통

독해 본 사람이라면 구라도 세계와 인간에 한 그의 제가 남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지리를 심으로 한 그의 세계 은 넓게 보면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

이며 만물(사람을 포함)은 그들의 자식’이라는 동양의 통 인 ‘유기체’  념

(특히 성리학에서는 장횡거가 �서명�에서 정식화한 바로 그 념)에 닿아 있다. 

주자학에서 이런 념이 아버지인 하늘이 인간에 명령한 이치인 본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개되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지리로부터 인간을 설명해내려는 은 

확실히 독특한 면이 있다. 그래서인지 그는 여타의 성리학자들처럼 ‘인간이란 무엇

인가’와 같은 형이상학  제목의 에세이를 쓴 은 없다. 

거칠게 말해서 하늘의 명령으로부터 인간을 설명하는 방식이 인간을 동일성의 

에서 이해한 것이라면, 땅의 에서 인간을 설명하는 방식은 인간을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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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의 결과 형성된 각각의 개별 이고 차별화된 자리에서 바라본다는 데 특성이 

있다. 땅의 에서 이해 가능한 이 같은 차별화된 자리는 선택하여 얻을 수 있

는 것이 아니라는 에서 마치 타고난 신분과 같다. 일단 우연히 그곳에 던져진 

그 사람은 자기장 속에 놓인 쇠붙이처럼 그 자리에서 이미 발생한 모종의 힘에 지

속 으로 향 받는다. 이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다음

을 보자.  

땅에는 어떤 이치가 있는가? 땅의 이치는 굳어졌다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졌다가

는 다시 굳어지며, 풀어졌다가 맺 지고 맺 졌다가는 풀어진다. 풀어지면 水이 되고, 

맺 지면 山이 된다. 수풀 속의 못은 고요하면서도 깊으니 이것은 풀어진 것 가운데에

서 맺힘이 있는 것이다. 산 속의 못은 서로 기가 통하니 이것은 맺힌 것 가운데에서 

풀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산의 맥도 마치 구슬이 꿰어진 것처럼 끊어졌다가는 이어지

며 결코 끊이지 않는다.30)30) 

땅의 이치를 설명하는 이 같은 방식은 주역이나 풍수서의 일반 인 설명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오늘날이나 당시의 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

을 만큼 상식 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유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장면에 조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 들끓는 용암이 

땅 속에서 솟구쳐 지로 쏟아져 내려오는 장면이 떠오를 것이다. 상상 속의 끓어

오르는 액체는 사정없이 “풀어지면 물이 되고, 맺 지면 산이 된다.” 그 결과로 형

성된 산과 물에서 기맥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으로 볼 수 있는 것

이 아니지만 마치 구슬이 꿰어진 것처럼 끊어졌다가는 이어지며 끝날  모르는 

과정 속에 있다. 외형 으로 산과 물로 분리된 고형화된 형태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하나의 연속체로 읽는 독법이 가능한 이유는 이와 같이 地氣가 앞서 상정된 때

문이다. 

하늘을 심으로 한 성리학  사유는 천명/인성과 같이 동일성에서 출발하여 

차이의 논리로 진 된다. 반면 땅 심의 사고는 하늘 심의 사고와는 달리 동일

30) �천일록�, ｢도읍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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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하지 않고 여기서는 오히려 차이에서 출발하여 동일성으로 나아가는 것

을 상상한다. 그리고 이 힘을 ‘기’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형성된 땅 기운은 기의 

특정한 범 에 치해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사람에게 모여 있는 것은 地靈이지만 지령에는 화합하고 깨지며 맑고 탁한 구분이 

있다. 곡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 흙의 성질이지만 그것도 비옥하고 척박하며 소 기의 

차이가 있다. 이용후생에 해서 말하더라도 각각 그 지방의 물산에 따라서 풍부하고 

그 지 않은 차이가 있다.31)31)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령이란 특정한 땅에 고유한 신령한 힘으로써 존재하며 

다른 지역의 지령과 구별된다. 따라서 지령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 않고 “화합

하고 깨지며 맑고 탁한 구분”이 있다. 지령은 곡식을 낳아 기르는 흙의 성질과는 

다르다. 정리하면 우하 은 ‘풍속 = 그 지역의 인심 = 지령’으로 이해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풍속을 결정짓는 일차 인 계기는 땅의 힘인 지령(혹은 지기)임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지령이란 무엇인가? 우하 이 이 개념에 해서 직 으로 언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개념이 구체 인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

음에서 엿볼 수 있다.  

① 그 지세가 장 한 산에서 처음 갈라져 나와 살을 품은 국면이다. 인걸은 그 地靈

이 모인 곳이니 선과 악이 매한가지다. 앞으로의 민속은 필시 강폭하고 사나운 

습속이 많을 것이다.32)32) 

② 평안도의 風謠와 土俗은 골짜기와 들이 다르다. 산은 웅장하고 하며 개천이 

범람하는 곳이 많으므로, 이곳 출신 사람들은 장 하고 걸출한 사람들이 많은 반

면 순후하지만 조심성 있는 사람은 다.33)33) 

31) �천일록�, ｢총론｣.

32) �천일록�, ｢부록: 山川, 風土, 關扼｣.

33) �천일록�, ｢부록: 山川, 風土, 關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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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①을 보면 지령은 산수의 지세를 통해 악된다. 그 지세가 장 한 산에

서 처음 갈라져 나와 살을 품은 국면이므로 그곳의 민속은 필시 강폭하고 사나울 

것이라고 측한다. 인용문 ②는 풍속이 골짜기와 들에 따라 다르다고 제하고 

“산은 웅장하고 하며 개천이 범람하는 곳이 많으므로 이곳 출신 사람들은 장

하고 걸출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 순후하지만 조심성 있는 사람은 다.”고 지

한다. 이러한 은 풍수사상에서는 매우 일반 인 근일 것인데, 이것을 다시 

유교의 통 인 풍속론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의 것들을 정리하자면 기의 힘은 인간에게 풍속으로 드러난다. 풍속의 단 는 

개인이 될 수 없다. 풍속은 개인과 개인 간에 형성된 계의 문제이다. 마을이 될 

수도 있고 고을, 도, 국가가 될 수도 있다. 풍속은 지령을 바탕으로 흙의 성질, 물

산 등이 포함된 복합 인 것인데 그 에서 지령과 가장 깊이 연 되어 있다. 이 

지령은 개체보다는 좀 넓은 땅의 범 를 제로 하여 그 범 에 속한 사람들은 동

일한 성질을 타고나는 것으로 가정되며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지령을 타

고난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우하 에게 만물은 원론 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孟子는 ‘ 실 으로 만물은 모두 다 같을 수 없다.’고 하셨다. 나무가 몇 아름이 되면 

나무의 심과 주변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오이는 불과 직경 1 의 굵기이지만 

열매와 기의 맛이  다르다. 하물며 수천 리 땅이 팔도로 나뉘어져 있고 고을이 3백 

개나 되는데 風謠와 土俗이 어  같을 수 있겠는가?34)34)

나무도 몇 아름이 되면 심과 주변이 다른 특성을 지니며 오이만 해도 열매와 

기의 맛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사실 당자에게

는 숙명이고 바꿀 수 없다. 수천 리 땅이 팔도로, 다시 3백 개의 고을로 나뉘어지

는데, 그 각각의 풍요와 토속이 다른 것은 자명하다.     

그 다면 각 風俗에는 어떻게 근할 수 있는가? 공자는 풍속을 그곳의 유행가

라고 할 수 있는 風謠를 통해서 근하 다.  

34) �천일록�,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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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시는 그 지방의 風謠에서 얻은 것이다. 높은 나무[喬木]와 標梅에서 남국의 

교화를 볼 수 있고 …… 깃털부채[鷺翿], 羔衣, 蜉羽를 읊은 것은 모두 人心에서 나온 

것이다. 풍요와 토속의 邪正과 善惡을 얻었으니 性情이 聲音과 影響에 발휘된 것이다. 

후  사람들은 이를 통해 여러 지방의 풍속을 상상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35)35)

이와 같이 풍요는 풍속의 사정과 선악을 단하는 기 이 된다. 그 지역의 유행

가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도덕  성정이 반 되어 있다. 이것은 府에서 민간의 

시를 수집한 것을 詢問 정치의 일환으로 설명하는 통 인 방식이기도 하다. 즉 

유행가에 반 된 특성을 가지고  정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가늠하고 반성하여 본다

는 통치자의 반성  태도가 묻어있는 것이다. 공자는 주나라의 통을 흠모하 고, 

치세기 동안 민간의 풍속을 엿보고자 하는 심에서 시에 주목하 다. 그가 풍속

에 주목하 던 것은 그가 이상시하 던 사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경과 복원의 의

미가 있었다.  

이러한 차별의 논리에서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각 차이의 국면

에서 균형을 이루는 지 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용의 윤리로써 표시되며 그

곳에서는 국면 인 합성인 宜․誼․義 등이 강조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윤리를 

실 하기 해서는 더욱 더 인간의 구체 이고 차별화된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그 특수성과 구체성, 차별성에 한 지식이 많을수록 평화를 실 할 수 있는 길은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인간은 역사와 지리라는 환경의 결

과이자, 그 환경과 분리하여 설명될 수 없는 존재로 표상된다.  

결과 으로 우하 의 이런 은 인간을 보편 인 이론 틀에 가두어 이해하기 

보다는 각 인간을 구체 인 경험의 축 이 빚어낸 결과로서 이해하 다는 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이 구체 인 경험에는 자연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한 

체험 형태인 역사가 요한 계기로서 시된다.
36)

36)그의 사고방식은 그의 시 에 

35) �천일록�, ｢총론｣.

36) 배우성이 자신의 논문에서 우하 의 지리의 을 “지기의 작용이 인사의 모든 것을 결

정하는 가장 요한 변수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지 한 지 은 이 논의에서 요하다. 

배우성, 2000, ｢朝鮮後期 實學 들의 國土觀과 地域認識｣, �한국사연구� 108, 韓國史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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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 드물었다는 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런 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그의 인간 이해는 사람

과 환경의 동시  계, 혹은 환경이 사람을 투과하는 상태를 강조하는 의 풍

토론과 유사한 이 많다.  

그런데 그동안 의 풍토론은 악명이 높았다.  풍토론을 주장하는 논자들

의 부분은 제국주의 내지 인종주의와 연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풍토론의 

 기원은 와쓰지 데쓰로(和什哲郞, 1889-1960)
37)
에게서37)찾을 수 있다. 와쓰지 

데쓰로는  풍토론의 비조로서 존경받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일본제국주의

의 극 인 부응자로서 비 받아 왔다. 

그가 지속 으로 존경받았던 이유는 인간을 환경과 분리하여 이해하지 않은 탁

월한  덕분이다. 그는 자신의 풍토론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화두로 

남겨놓은 ‘존재와 공간’이라는 문제를 해명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풍토란 

개인에게 이런 런 향을 끼치는 배경으로서의 지리  환경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의 논의는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환경과 분리하여 이해해서는 안 되

고, 오히려 그 환경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그 환경에 던져진 사람들을 동시에 이해

할 수 있다는 제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환경이란 자연 환경은 물론 그것과 분리하

여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의 경험  활동과 그 축 의 결과인 역사 환경을 포함한 것

으로서 이 세계에 던져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총체 인 환경 체를 뜻한다.
38)

38)

와쓰지 데쓰로의 풍토론이 복거론의 에서만 활용되었다면 그가 그 게 큰 

비난의 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39)

39)그는 풍토론을 그 신 일본의 정치 사회

 진로를 결정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하 다. 그의 풍토론에서 거론하는 인간

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성격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계

, 97면.

37) 와쓰지 데쓰로(和什哲郞)(박건주 옮김), 1993 �풍토와 인간�, 도서출  장승.  

38) 종한 외, 2012 �인문지리학의 시선�, 사회평론.

39) 오귀스탱 베르크는 그의 을 복거론으로 활용하는 좋은 이다. 오귀스탱 베르크(김

웅권 옮김), 2007 �외쿠메네: 인간환경에 한 연구서설�, 동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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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주의  인간 에 한 심각한 도 을 의미한다. 근  계몽주의  인간 의 핵심

이자 출발 은 개인이다. 개인(individual)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것을 뜻하며 

꼭 균질 이고 불변한 원자와 같은 이미지로 표상된다. 이러한 균질성과 불변성을 

제로 평등,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축이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

한 환경과 연 된 인간이라는 사유는 쪼개질 수 없는 개인이라는 보편 인 이해

의 제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개인을 제로 얻어진 모든 사유들, 서구의 

근  부르조아 사상은 물론 공산주의에게까지도 이다. 

이러한 주장은 후발  제국주의를 행했던 일본인에게는 이 의 의미가 있다. 다

시 말해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식민지사회에는 불균등한 인종주의에 기반한 억압

의 사슬이 되지만,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는 세계의 발 방향을 서구화라는 단일한 

각도에서 진행하는 것을 넘어 多系的 발 론의 가능성을 열어 으로써 환경의 차

이에 따른 독자 인 근 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사상은 

이후 일본 우익의 주요한 사상  흐름을 형성하 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재 드 다이아몬드
40)
도40)인간 

이해의 제만큼은 와쓰지 데쓰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와쓰지 데쓰로

는 풍토론을 이데올로기 으로 활용하 고 재 드 다이아몬드는 비 인 도구로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이아몬드는 지구의 불평등한 재 상황이 어떻

게 형성되었는지를 화두로 각 륙에 사는 여러 민족들의 지리 , 역사  차이에 

주목하 다. 재의 불평등은 상당 부분 각 지역에서 상이하게 개된 역사  결

과이며 그것은 자연 환경에 기인한다. 따라서 불평등은 주어진 환경에 의해 발생

한 우연의 결과이지 인종 혹은 민족의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그는 

결론짓는다. 지리  특성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제한하고 유도한다는 그의 

제는 환경결정론을 연상시키면서도 그의 결론은 오히려 풍토론과 연 된 오랜 

의이기도 한 인종주의의 꼬리표를 떼어내고자 한다는 에서 매우 역설 이다. 

40) 제래드 다이아몬드의 문명 3부작은 다음과 같다. 

    김진  옮김, 2005 �총, 균, 쇠�, 문학사상; 강주  옮김, 2005 �문명의 붕괴�, 김 사; 강

주  옮김, 2005 �어제까지의 세계�, 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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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든 이것은 인간을 환경과의 연 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인종주의와 반드

시 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셈이다. 여기서의 건은 상을 설명

하는 논리와 그것을 활용하는 실천이 엄연히 다른 범주라는 데 있다. 환경이 그 

속에 사는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논리가 개된다면 그것은 환경 결정론

의 내외  측면인 인종주의 혹은 지역주의로 흐를 소지가 크다. 그러나 환경의 

결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처

하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성취하는데 이를 수 있는 결과를 열어놓

는다면 이때 환경의 지 는 억압 이기는커녕 오히려 실에 합한 방책을 찾으

면서 개방 인 문로를 열어놓게 되는 정 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 다면 우하 의 풍토론은 의 논의에서 어떤 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풍토론을 와쓰지 데쓰로의 것과 조해 보면, 개인이 아닌 사회가 존재하는 

구체 인 장소를 시한다는 에서는 유사하다. 그 지만 우하 이 실에서 풍

토론을 활용하고 있는 지 은 다름 아닌 정책 인 실용이었다. 실용의 진리 은 

상을 이해하는 데 인 발견의 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풍토를 측정하는 단 를 설정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어느 역까지 동일한 풍토

로 설정하는가의 문제에서 드러난다.      

오늘날 식견 있는 사람들은 필시 疆域의 구분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그것은 하늘이 

설정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구획하여 8도를 만든 뒤부터는 山川ㆍ謠俗ㆍ土産이 어

 이 게 게 경계가 다른가. …… 이것을 성인은 어떻게 구별하 을까. 개 그 

大同을 취한 것일 뿐이다. 한 도를 두고 말하더라도 한 도의 풍속에는 동서남북의 차

이가 있고 한 읍으로 말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의 차이가 있다. 비록 1坊 1里 

안에서라도 서로 섞여 같은 것이 없으니 여기서 기록한 것은 충 같은 것을 취한 

것일 뿐이다.41)41)

8도는 하늘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 만든 것이다. 더 세

하게 말하자면 한 도의 풍속에서 동서남북이 다르고 한 읍 내부에서도 곳에 따라 

41) �천일록�,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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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여기서 기록한 것은 충 같은 것을 묶은 것이다. 모든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칭성에 따라 편의 으로 나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장소란 자연지리  환경으로부터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축 해 

온 경험의 모든 것을 축 하는 곳이다. 그것은 결과 으로 자연환경과 역사에 

한 이해가 그 장소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인식론이 되는 결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  특성은 우하 에게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외견상 

우하 의 학문 체계가 다방면에 걸친 백과 서 인 근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지

만 사실상 그의 학문 방식은 그의 풍토론으로 집약된다. 그가 왜 그 같은 학문 방

식을 택하 는가는 다음의 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일 이 ‘나는 천지간에서 바른 기운을 품부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 

에서도 다행히 남자로 태어났다. 이국 만리는 그만두고라도, 내가 나고 자란 이 한 구

석진 나라, 이 수 천리도 안 되는 땅과, 신라 고려 때부터 따져보아도 불과 2천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역사에 해서 깜깜한 것이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처지이니, 이래서야 되

겠는가.’라고 생각하 다. ………… 나의 일념은 오직 동포를 모두 구제하고자 하는 데

에 있었다. 시장에서 물건을 볼 때면 빈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책에 하여 고민하

고, 길에서 사람을 만날 때면 백성들의 고통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래서 

국의 물건 값이 언제 올랐다가, 언제 떨어지는지, 궁벽진 시골에 이르기까지 그곳의 

요역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모두 알 수 있었다. ………… 문헌을 리 연구하고 고

의 합성을 참작하여 오로지 정 하게 생각을 다하고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해

로우며, 어떤 것이 편하고 어떤 것이 그 지 않은지를 생각하느라, 거의 먹고 자는 것

도 잊었다. 폐단을 바로잡는 일에 해서는 먼  폐단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하고 장차 

이익이 될 것을 계산해 내고 해가 되는 단서를 미리 탐구하 다. ………… 삼가 �疾書�

를 여러 번 읽고 늘 을 두어서 책 의 스승으로 여겼다. 결단코 이 마음은 천 가지 

생각  하나라도 얻을 게 있다고 스스로 믿고 이룬 을 모아 책 이름을 千一 이라

고 하 다.42)42) 

우하 이 풍토론에 주목하 던 것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궁극 인 목 이 있

었다. 이를 해 그는 우리나라의 지리와 역사를 공부한 바탕 에서 풍속과 실정

42) �천일록�, ｢醉石室主人翁 自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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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기로 결심하 다. 이러한 에서 볼 때 그의 풍토론은 지리와 역사를 

바탕으로 지 조사를 필수요건으로 한 매우 종합 이고 방 한 구상 에서 설계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은 �천일록�의 내용에 상당 부분 구 되어 있

어서 풍속 교화, 향약, 교육, 군사 등 국가 정책의  역과 연계되어 있다. 

이와 련하여 그가 자신의 학문  롤 모델을 성호 이익의 �疾書�에 두었음을 

밝혔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과연 그는 �질서�로부터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 더욱

이 �질서�가 유교경 에 한 비평을 주로 한 것이므로 �천일록�의 주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도 주제와 내용에 한 것을 배운 것은 아닌 듯하

다. 그 다면 남는 것은 학문의 방법이다. �질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학문 방법은 

‘自得을 목 으로 한 회의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43)

43)이러한 비 정신을 우하 이 

어느 정도 받아들 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런 길로 가고자 하 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엄 성의 이 그의 지리  인식과 만날 때 8개나 9개 도의 구획만으

로 범주화하는 일반 인 념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혹은 국가나 앙의 시각만

으로 충족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그에게 기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지역에 한 인식, 혹은 국에 한 지리  인식은 이미 기존의 고

형화된 피상  범주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의 당 나 기존 인식보다는 더욱 

정 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왕에게 제공하고자 하 다. 그는 팔도론을 제시하 음

에도 불구하고 풍토론이라는 독특한 방법론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 다. 그 

풍토론은 우하 의 시각을 지역에 기반한 실질  지식, 다시 말해 “메티스”에 

한 심에 집 하게 하 다.            

 

5. 맺음말

우하 의 지리  사유로부터 오늘날 우리시  서울과 지방간의 긴장 계를 이

43) 김정민, 2006 ｢성호 이익의 사서질서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박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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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는 도구 하나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은 이 이 애 에 갖고 있던 문제

의식이었다. 우하 의 을 정리하고 원래의 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해명하는 것

이 여기서의 남은 과제일 것이다.

우하 의 팔도론은 국왕 심의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국왕

의 요청에 의해 서술된 건의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족의 복거론의 입장에서 

서술한 이 환의 �택리지�와 비교해 볼 때 그 목 이 국왕의 정치와 국방이라는 

특성이 뚜렷하다. 그러나 그것이 서술방식에서 단지 “국가처럼 보기”는 아니라는 

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장 거칠게 추론해 보아도 국왕은 구언 과정에

서 무명의 선비들에게 메티스를 요청한 것이지, 국가  에서 보는 지식의 재

탕, 삼탕을 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팔도론에 한 그의 서술 내용은 읍별 품평에서 자신의 이 투 되

는데, 도별 품평과는 다른 품평기 이 용되고 있다. 그 기술 방식에서는 오히려 

탈 심 인 모습이 등장한다. 도별 평가와 그 도 내의 고을 별 품평 기 이 엇갈

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제 조사에 의한 비 인 태도를 견지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문  태도는 우하  자신의 말 로 성호 이익의 학문  향, 다

시 말해 방법  회의론에 의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18세기 이후 조선의 지역 사회에 한 정 한 지식을 요구하 던 국가

의 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당시의 순문정치나 구언정치와의 연 성

을 환기시킨다. 19세기 이후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지식 형태의 변화 과정과도 상

당 부분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20세기 기에 양산된 수많은 단편 인 팔도론들

도 우리 시 로 이어지는 지방정책의 맥락에서 새로운 시각에서의 조망을 기다리

며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  

오늘날 지방의 문제도  다른 의미에서 지식의 문제와 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 그 듯이 어느 시 , 어느 사회의 정치권력은 그 속성상 서민들의 삶과 

떨어지기 십상이다. 그 결과 정부의 료들은 그들의 삶에 해 직 으로 묻는 

신에, 단지 머리로만, 기존에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이론에 독단 으로 추측

하여 재단하고 처방할 뿐이다. 우하 의 시 나 오늘날에나 지방은 여 히 침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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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런 에서 앙과 불통으로 방기 되었을 때 반란으로 래된다는 것은 우리

의 오랜 역사  경험이 보여 다. 여기서 재 가장 긴요한 우리의 학문 형태는 

18세기 이후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던 시 에 우하 이 그랬듯이 책을 넘어 사람들

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직  듣고 기술하는 발견의 과 동감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논문투고일(2013. 10. 31),   심사일(2013. 11. 21),   게재확정일(201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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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o Ha-young(禹夏永)’s Geographic Thoughts And Their 

Cultural Location

� Between ‘Theory of eight provinces’ And ‘Theory of regional environment’ �

Kim, Hyok

Woo Ha-young lived from the late 18C to the early 19C. The living condition of 

provinces in that time is nearly like that of today’s. All wealth in the nation goes into 

Seoul, and the common people’s living condition in the provinces are on the decline. The 

difference depends on the rulers’ positive intentions to understand common people’s living 

conditions, based on his sympathy with them. Woo Ha-young’s famous book, Chonil-Rok

(千一 , a advice book for a king), was dedicated to the King who was very concerned 

about the common people. This is  very important for ou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his geographic thoughts.

This paper aims to explain Woo Ha-young(禹夏永)’s geographic thoughts which consist of 

‘theory of eight provinces(T.O.E.)’ and ‘theory of regional environmental climate(T.O.R.)’, 

and find the theoretical tool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city, Seoul, and 

country. While his T.O.E was from the perspective of King living in Seoul, which 

represented loyal centralism, his T.O.R. was a sort of post-centralist methodology impacted 

by Yi Ik(李瀷) which insisted on methodological skepticism for truth. T.O.R. was to be 

used as the device of understanding the concrete differences in geographic locations. This 

academic attitude is thought to be tacitly connected with king's politics that he asked the 

nameless intellectuals and common people directly for their difficulties in everyday life. 

And these types of frames was contradictional in Woo Ha-young’s geographic thoughts. 

Though Woo Ha-young’s geographic thoughts is the most fundamental and peculiar, it 

seems odd for many researchers not to give much attention to this topic. Many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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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ly the technes of agricultures and the political advices of social problems which many 

scholars have focused on are only the results of his geographic thoughts. Compared with 

Yi Jung-hwan(李重煥)'s T.O.E for the aristocratical gentry class, Woo's T.O.E. was for the 

king, too.

Having analyzed T.O.E., Woo's evaluative criteria changed ceasely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different districts. Eventually the opinion of the larger districts and the smaller 

districts were contradictory. This was the result of Woo’s thorough research, while writing 

the geographic conditions. His academic attitude was impacted by the method's of Woo 

Ha-young's cultural position was located in the stream of intellectual movements thar 

needed a concrete form of knowledge 

T.O.E. has a long history from the late Joseon period to the 1930s. T.O.E. in the 

Japanese depressing period is very short in length and comparative in the writing way. Its 

characteristics seems to reflect the the Enlightenment, but not clear. This topic necessitates 

a new academic perspective and the political agenda. Today the necessary form of 

scholarship for the local problems is to listen directly to the common people beyond 

reading books with the eye of discovery and the ear of sympathy.   

Key words : Woo Ha-young(禹夏永), Geographic Thought, Cultural Location, ‘Theory of 

eight provinces’, ‘Theory of regional environment’, metis, geographic 

thoughts, Seoul, perspective of King, Yi Ik(李瀷), Yi Jung-hwan(李重煥), 

the eye of discovery, the ear of sy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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