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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전라도 동복현 출신의 규남 하백원河百源, 1781~1844 선생은 순창군 출신의 신경준申景濬, 1712~1781 

선생, 고창현 출신의 황윤석黃胤錫, 1729~1790 선생, 장흥도호부 출신의 위백규魏伯珪, 1727~1798 선

생과 함께 호남의 4대 실학자 중 한 분입니다.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利用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백성의 생활을 나아지게 

한다厚生’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사상에 투철했던 선생은 실천 없는 성리설性理說에 치우친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며 학문을 하는 근본 이유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선비가 되는 길은 한 가지 뿐이었으니 학문學問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성인들은) 학문으로 반드시 독서만을 일컫지 않았고 농업農·공업工·상업商賈 (모두) 학문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선비는 농부에서 나왔다 하고…공장工匠이 하는 일에도 

또한 지극한 이치가 있었으며…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의리를 잊고 이익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대개 백성 중에서 뛰어난 사람, 군자로서 벼슬하는 사람 그리

고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선비士라고 통칭하는 것은 옛날의 도리입니

다. 따라서 옛 사람이 모두 ‘학문의 이름’을 지닌 것은 아니었지만 만나는 상황에 따라 

‘학문의 쓰임’을 드러내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근세 이래로 선비들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한다는 명목을 꾸며놓고는 듣고 외우는 일에만 

종사하여 이理니 기氣니 심心이니 성性이니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번다하게 설명하지

만 결코 자기의 본분으로 삼아야 할 실제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함양

하고 성찰하는 공부를 한쪽으로 밀쳐두니, 나는 그들이 격물치지한 것이 과연 무엇이

고 장차 어떻게 쓰임을 이루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비 된 자가 학문한다는 명분

을 표방하고서 인성과 천명을 고상하게 떠들며 장차 사람을 제어하는 술수로 삼으려

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전시에서는 규남 하백원 선생의 저술과 지도·천문도·그림에 담긴 투철한 실학사상

의 정신이 우리 도서관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

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윤구河潤九, 1570~1646·하영청河永淸, 

1697~1771·하백원 선생 등 뛰어난 업적을 남긴 빛나는 조상들의 작품과 고문서 보존을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숭고한 업적과 문화유산을 모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

관에 기탁하여 보존하도록 해주신 후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책은 201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서 개최하는 상설기획전 ‘규남 하백원의 실학사상, 

전남 화순에서 꽃피우다’의 전시 도록이며, 5월 27일 개최하는 제22회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강좌”의 강연록을 수록하였다.

이 도록에 수록된 규남 하백원가 소장 자료의 서지사항과 원문 이미지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에서 

모두 서비스되고 있다.

수록 자료에 대해서는 편저자/판본/발행연도/크기(가로×세로 cm)/책수/일련번호 순서로 표기하였으며, 

여기서 일련번호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간행한 『圭南博物館 古書目錄』2014의 것을 따랐다. 
1 _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格物) 자신의 지식을 확고하게 하는 것(致知).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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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남 하백원 선생의 영정

선생의 일생,
1800년대 재야 실학자로서의 삶

규남 하백원河百源, 1781~1844)선생은 조선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수도 서울에서 아주 먼 전라도 동복현의 외서면 야사리2)에서 태어나 학문과 벼슬을 

위해 잠시 떠난 것을 제외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선생의 일생은 

높은 벼슬에 올라가지 않았으면서도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에 투철했던 19세기 호남 재야 실학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6대손인 하성래河聲來 선생이 연도가 분명한 내용 위주로 정리한 ‘규

남 하백원선생 연보’3) 내용을 첫째, 한자 단독으로 표기한 것을 한글(한자) 병기

로 하고 둘째, 옛 용어 중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

꾸며 셋째, 일부의 내용을 삭제·첨가 또는 재정리하여 수록합니다. 규남 하백원 

선생이 태어나 어떻게 성장하고 공부하였는지, 실학자로서의 토대를 닦고 나서

는 어느 시기에 어떤 인물과 교류하면서 어떤 글을 써나갔는지 시계열적으로 살

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규남 하백원선생 연보’에는 글 쓴 연도가 분명한 선생의 많은 시문과 제문·상

량문·편지 등이 한자 제목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이 완료된 『규남문

집(圭南文集)』 7권 3책(1943)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여 한자 

제목의 뜻, 관련된 인물과 용어, 시의 형식을 알려주는 첫 사례를 주注에 이해

하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조만간 번역본이 출간되면 번역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선생의 삶에 대한 후손의 평으로 판단된 내용은 [ ]으로 처리하였

습니다.  

2 _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가 되었다. 야사(野沙)는 ‘사천(沙川) 동쪽의 들(野)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사천 동쪽의 산 밑에 있는 마을’이란 뜻의 산사(山沙)와 대비되어 사용되었다. 이서면(二西面)은 

동복현의 외서면(外西面)과 내서면(內西面)을 하나로 합하면서 두(二) 개의 서면(西面)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3 _ 규남실학사상연구회 편, 2007, 『규남 하백원의 실학사상연구』, 경인문화사, 334~343쪽. 백원(百源)은 

‘효행지백원(孝行之百源)’의 뜻에서 가문의 어른들이 지어준 이름이고, 규남(圭南)은 고향이 무등산(또는 서석산)의 

규붕(圭峰) 남쪽에 있다는 의미로 선생이 스스로 지은 이름(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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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년정조 5 1세 1799년정조 23  19세

  

1800년정조 24 20세

1801년순조 1 21세

1802년순조 2 22세

1803년순조 3 23세

1804년순조 4 24세
1786년정조 10 6세 

1787~1788년정조 12 7세~8세

1791~1792년정조 16 11세~12세

1793년정조 17 13세

1795년~1796년정조 20 15~16세

1797년정조 21 17세

1월 11일 동복현 외서면 야사리에서 아버지 하진성河鎭星, 1754~1799 선생과 어머니 장

흥 고씨高氏 사이에서 태어나다. [타고난 재질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며, 얼굴은 볼

이 풍만하고 안광이 총명하게 빛났다. 어린 나이에도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장난

하지 않고 글 읽기를 부지런히 하였다.]

아버지 돌아가시다. 2월에 「상계부서上季父書」9)를 짓다.  

큰아들 하경河澋이 태어나다. 후손들이 선조를 기리는 계모임을 만들고 규약 등

을 작성한 「봉선계첩서奉先契帖敍」를 짓다.

삼년상(三年喪)을 마치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유명遺命에 따라 성담性潭송

환기宋煥箕, 1728~1807 선생을 찾아뵙고 그 문하에서 수학하다. [성담 선생은 경서經

書와 예서禮書에 관한 질의와 해석에서 논변이 뛰어난 규남 선생을 세상에 드문 

영재英才라고 늘 칭찬하였다.] 오언절구五言絶句10) 형식의 「숙송광사차순호안장수린

운宿松廣寺次蓴湖安丈壽麟韻」11)과 「도원서원중수상량문道源書院重修上樑文」12)을 짓다.

1월에 「답안순호수린서答安蓴湖壽麟書」13), 10월에 「상심재송선생서上心齋宋先生書」14)를 쓰다 

증광增廣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다. [성담 문하의 선후배들이 모두 대성하리라 말하

며 과거 보기를 권하였으나, 할머니 이씨李氏께서 연세가 높으시어 집을 멀리 떠

나 있을 수 없으므로 과거를 보러가지 않았다.]

8월에 「여김상서달순서與金尙書達淳書」15)를 쓰고 「도원서원강당중수상량문道源書院講堂

重修上樑文」16)을 짓다. 

[못가에 핀 봉선화를 보고 “봉선화가 물에 비치니 물까지 붉게 취하려 한다有照水 水

欲醉”는 글을 지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악성 종기로 크게 앓다. [여러 달 동안 침을 맞고 뜸을 뜨는 괴로움 속에서도 손에

서 책을 놓지 않으며 학구에 대한 정열이 조금도 식지 않았다. 이 무렵 송사松沙 정

재면鄭在勉, 1757~? 선생이 처음 보고는 원대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학업이 일취월장하여 주자周子4)·장자張子5)·정자程子6)·주자朱子7)의 사자서四子書를 다 

읽고 시문詩文을 지어 세상 사람들을 경탄하게 하였다.]

제주 양씨梁氏, 1778~1809와 결혼하다.

[문장의 뜻文詞이 충분히 깊어지고 해박한 지식으로 고금의 사적에 통달하였다.]

「양정재상량문養正齋上樑文」8)을 짓다. 

선생의 고향, 야사리

4 _ 중국 송나라 사람 주돈이(周敦頤, 1017~1073)

5 _ 중국 송나라 사람 장재(張載, 1020~1077)

6 _ 중국 송나라 사람 정명도(程明道, 1032~1085), 정이천(程伊川, 1033~1107) 형제

7 _ 중국 송나라 사람 주희(朱熹, 1030~1200)

8 _ (『규남문집』 7권 수록) 양정재(養正齋) : 고향 야사리의 186, 511번지

에 있었다. 사설 서당으로 기묘(己卯)년에 창건하였으나 신해(辛亥)년인 

1792년 여름에 비로 휩쓸려가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규남 선생의 부친이 

많은 돈을 들여 다시 중건할 때 선생이 상량문을 쓴 것이다. 여기서 상

량문(上樑文)이란 집의 천장에 좌우 수평으로 거는 ‘마룻대(樑)에 바치는

(上) 글(文)’이란 뜻으로 그 내용은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과 이유, 

공사를 시작한 날짜와 시간 등’을 적었다.  

9 _ ‘막내 작은 아버지(季父)에게 올린(上) 편지(書)’. (『규남문집』 3권 수

록) 선생의 막내 작은 아버지는 하진룡(河鎭龍, 1760~1838) 선생이었다. 

10 _ 5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구절이 4개인 형식의 시(詩)

11 _ ‘송광사에 묵으면서 순호 안수린 어른의 시를 차운하여’. (『규남문

집』 2권 수록) 차운(次韻)이란 다른 사람의 시에 있는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서 운자는 시(詩)나 사(詞)를 지을 때 글귀 

끝의 정해진 자리(韻脚)에 쓰도록 규정된 글자로 한자의 중국어 발음(聲

調)에 따라 구분해 놓은 글자만을 쓸 수 있다. 시의 내용 : 절간에서 이틀 

밤을 묵는데(蓮坊經信宿) / 가을 날씨 선방에 가득해라(秋氣滿禪床) / 

마부는 갈 길 멀다 재촉하며(僕夫催遠路) / 새벽에 수레 위 서리를 터네

(晨起掃車霜). 송광사는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의 조계산에 있

는 오래된 절이고, 안수린(安壽麟, 1763~1807) 선생은 규남 선생을 송환

기 선생의 문하로 안내해준 인물 중의 한 분이다.  

12 _ (『규남문집』 7권 수록) 도원서원(道源書院)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

면의 연월리에 있는데, 1670년(현종 11)에 창건하였다. 1687년(숙종 12)에

는 임금이 서원의 이름을 쓴 편액(扁額, 액자)과 서적·노비·토지를 하

사한(賜) 사액서원(賜額書院)으로 승격되었으며, 최산두(崔山斗)·임억

령(林億齡)·정구(鄭逑)·안방준(安邦俊) 선생의 위패를 모시며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있다. 중수(重修)란 ‘낡고 헌 것을 다시(重) 손대어 고친

다(修)’는 뜻이다.

13 _ ‘순호 안수린 선생에게 답해 올린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14 _ ‘심재 송 선생님께 올린 편지’. (『규남문집』 2권 수록) 심재(心齋)는 

규남 선생의 스승인 송담 송환기 선생의 호(號) 중 하나다. 

15 _ ‘판서 김달순에게 보낸 편지’. (『규남문집』 2권 수록) 상서(尙書)는 

정2품의 판서(判書)를 가리키는 용어 중의 하나였으며, 김달순(金達淳, 

1760~1806) 선생은 우의정까지 올랐다. 

16 _ (『규남문집』 7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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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년순조 5 25세

  

1806년순조 6 26세

1807년순조 7 27세

1808년순조 8 28세

1809년순조 9 29세

  

1810년순조 10 30세

1810년순조 11 31세

1813년순조 13 33세

1814년순조 14 34세

1816년순조 16 36세

1817년순조 17 37세

1818년순조 18 38세

칠언율시七言律詩17) 형식의 「부설산시위도중우음赴雪山試圍道中偶吟」18)을 짓다. 

1월에 「상심재선생서上心齋先生書」19)를 쓰다.

성담 송환기 선생이 돌아가시다. [성담 선생의 당숙이며 예론禮論으로 사림士林의 탄

핵을 받아 유일遺逸20)이란 지위를 박탈당한 운평雲坪 송능상宋能相, 1709~1758 선생을 변

호하는 「돈암원유통문변遯巖院儒通文辨」21)과 「사학유생소변四學儒生疏辨」22)등을 지었는

데, 나중에 운평 선생이 유일遺逸의 지위를 회복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5월에 성담 

선생에서 함께 배운 선배 순호蓴湖 안수린安壽麟 선생이 45세로 별세하자 그 슬픔을 

「만순호안공挽蓴湖安公」23)과 「순호안공애사병서蓴湖安公哀辭幷序」24)를 써서 표현하다.

동생 하계원河繼源이 별세하자 오언율시五言律詩25) 형식의 「억망제이선계원憶亡弟而善繼

源」26)을 짓다. 11월에 「여외제안양직명집서與外弟安養直命集書」27)를 쓰고, 「송천와김장통

해서送遷窩金丈通海序」28)와 「몽교재상량문夢橋齋上樑文」29)을 짓다.

첫 부인과 사별하다. 4월에 「답윤화순행철대학문목서答尹和順行澈大學問目書」30), 7월에 

「답윤화순대학문목서答尹和順大學問目書」31), 8월에 「제심재선생문祭心齋先生文」32)과 「여안여

필수록서與安汝必壽祿書」33)를 쓰다.

대언大彦 오하철吳夏哲, 1783~?선생이 이웃으로 이사 오자 칠언율시七言律詩 형식의 「오주

서대언하철내우남인이시견증인차기운吳注書大彦夏哲來寓南隣以詩見贈因次其韻」34) 두 편을 지

어 그 기쁨을 나누고 이후 많은 시를 주고받다. 여름에 『자승차도해自升車圖解』35)를 저

술하고, 12월에 「여안여필서與安汝必書」36)를 쓰다.

할머니 돌아가시다. 『동국지도東國地圖』37)를 완성하고, 「동국지도성여오대언념운공부

東國地圖成與吳大彦拈韻共賦」38)를 짓다. 「여송금산환장서與宋金山煥章書」39)를, 10월에는 「답송

봉사흡대서答宋奉事欽大書」40)를 쓰다. 전주 최씨崔氏와 재혼하다.

어머니 돌아가시다.

둘째 아들 하석이 태어나다.

칠언율시七言律詩 형식의 「우득근체기이백선익재偶得近體寄李伯善翼在」41) 4수를 짓다.

「상홍참판석주서上洪參判奭周書」42)를 쓰다. 셋째 아들 하익河瀷이 태어나다.

10월에 「역상차록(曆象箚錄)」을 짓다.43)

17 _ 7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구절이 8개인 형식의 시(詩).

18 _ ‘설산의 과거시험장으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읊다’. (『규남문집』 1권 수

록) 설산(雪山, 525.5m)은 선생의 고향인 동복현 바로 북쪽의 옥과현에 있

는 산으로, 옥과현을 가리키는 이름 중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각 도에서 실

시하던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제1차 시험인 향시(鄕試)가 동복현 주변

에서는 주로 옥과현에서 실시되었다. 시의 내용 : 악착같이 이리저리 명리의 

길 쫓다가(秖爲營營名利途) / 자라서는 과거시험마다 내달렸지(長隨擧子

事奔趨) / 어떻게 과거의 올가미에서 벗어나(何能擺脫科場累) / 대장부의 

삶을 통쾌하게 살아볼까(快作人間大丈夫) / 고당에 늙은 어머니 계시다 하

여(秖爲高堂有老孃) / 자라서는 과거보러 시험장마다 달려갔네(長隨擧子

赴槐場) / 천명에 맡기면 과거도 흠 아님을 알기에(定知任命科非累) / 기꺼

이 학동들처럼 바삐 움직인다(肯學兒曺一例忙).

19 _ ‘심재 송 선생님께 올린 편지’. (『규남문집』 2권 수록)

20 _ 음서(蔭敍)의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학식과 인품을 갖추었다는 의미

인데, 음서는 과거를 통하지 않고 추천 등으로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제도

이다.

21 _ ‘돈암서원 유생들의 통문에 대한 변론’. (『규남문집』 4권 수록) 돈암서

원(遯巖書院)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있는데, 1634년(인조12)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1660년(현종1)에 사액서원이 되었고, 이후 사계 김장생, 신독재(愼獨齋) 김

집(金集, 1574~1656),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동춘당(同春

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선생을 배향하였다. 이 돈암서원의 유생들

이 통문을 발송하여 운평(雲坪) 송능상(宋能相) 선생을 비판한 것은 평소에 

김장생의 예설(禮說)에 의문을 품고 다른 예론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 통

문은 송능상 선생의 문인인 송환기(宋煥箕) 선생이 세상을 떠난 1807년(순

조7) 경에 발송되었는데, 송환기의 문인이었던 하백원 선생이 이 통문의 내

용을 반론하여 바로잡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송능상 선생의 후손, 

동문이었던 안수록(安壽祿) 선생 등과 상의하면서 이 글을 작성하였다.

22 _ ‘사학 유생들의 상소에 대한 변론’. (『규남문집』 4권 수록)

23 _ ‘순호 안(수린)공을 애도하며’. (『규남문집』 1권 수록)

24 _ ‘순호 안(수린)공을 애도한 글, 서문을 덧붙임’. (『규남문집』 7권 수록)

25 _ 5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구절이 8개인 형식의 시(詩).

26 _ ‘죽은 아우 이선(而善) (하)계원을 추억하며’. (『규남문집』 1권 수록) 시

의 내용 : 서로 영영 이별한 뒤로는(自從相訣後) / 점리를 보낼 때와 비슷하

구나(猶似漸離時) / 상자에는 절반쯤 시가 쌓여있네(箱儲半藁詩) / 형과 아

우 사람들에게 다 있지만(弟兄人盡有) / 삶과 죽음 홀로 깊이 슬퍼하노라(生

死獨深悲) / 이제 곧 일주기가 돌아오는데(朞日今將返) / 무슨 말로 늙은 어

머니를 위로할고(何辭慰老慈) / 시렁에는 젖은 붓이 꽂혀있고(架揷曾濡筆).

27 _  ‘고종사촌 동생 양직(養直) 안명집에게 보낸 편지’. (『규남문집』 3권 수

록) 

28 _ ‘천와(遷窩) 김통해 어른을 보내며 드린 글’. (『규남문집』 6권 수록) 김

통해(金通海) 선생은 본관이 나주로 송환기 선생의 문인이었다.

29 _  (『규남문집』 7권 수록) 

30 _ ‘화순 군수 윤행철의 「대학문목」에 답한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31 _ ‘화순 군수 (윤행철의) 「대학문목」에 답한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32 _ ‘심재 (송환기) 선생께 올린 제문’. (『규남문집』 7권 수록)

32 _ ‘여필(汝必) 안수록 선생께 드리는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34 _ ‘주서 대언 오하철이 남쪽 마을에 잠시 머물러 살면서 시를 보내옴에 

그 시를 차운하여’. (『규남문집』 1권 수록) 

35 _ ‘자동으로(自) 물을 대는(升) 기계(車)의 그림 설명서’. 자세한 내용은 

뒤쪽 『자승차도해』의 설명에 수록되어 있다.

36 _ ‘여필 안(수록)에게 쓴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37 _ ‘우리나라 지도’. 더 자세한 내용은 뒤쪽 『동국지도』의 설명에 수록되어 

있다.

38 _ ‘동국지도가 완성되자 대언 오(하철)과 운자를 내어 함께 시를 짓고’. 

(『규남문집』 1권 수록)

39 _ ‘김산 군수 송환장에게 보낸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김산 군수 

송환장은 송능상 선생의 아들이자 스승인 송환기 선생의 육촌 동생이고, 김

산군은 현재의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던 고을이다.

40 _ ‘봉사 송흠대에게 답한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송흠대(宋欽大, 

1770~?)는 스승 송환기의 손자로 군수를 지냈다.

41 _ ‘우연히 근체시를 얻어 백선 이익재에게 부치며’. (『규남문집』 1권 수록) 

근체시(近體詩)는 중국 고대의 고체시(古體詩)를 탈피한 새로운 시 형식으

로 당나라 때 확립되었다. 

42 _ ‘참판 홍석주에게 올린 편지’, (『규남문집』 2권 수록) 연천(淵泉) 홍석주

(洪奭周, 1774~1842) 선생은 정1품의 좌의정까지 역임하였으며, 시호는 문

간(文簡)이다.

43 _ 서양 선교사 아담 샬(湯若望, 1591~1666) 등이 중국에 머무르며 편찬

한 역법으로 우리나라에서 1653년부터 사용한 시헌력(時憲曆)과 명나라 때

의 역법인 대통력(大統曆)을 비교 검토하여 그 차이를 규명한 글이다. (『규

남문집』 5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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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순조 19 39세

1820년순조 20 40세

1821년순조 21 41세

1823년순조 23 43세

1824년순조 24 44세

1825년순조 25 45세

1826년순조 26 46세

1828년순조 28 48세

1829년(순조 29) 49세

1830년(순조 30) 50세

1831년(순조 31) 51세

1832년(순조 32) 52세

1833년(순조 33) 53세

1834년(순조 34) 54세

1835년(헌종 1) 55세

1월에 「답박장종설서答朴丈宗說書」44)를 쓰다.

「상이상서희갑서上李尙書羲甲書」45)를 쓰다. 7월에 「호옥재기윤주설변胡玉齋朞閏註說辨」46)을 

짓다.

『태서회사이마두만국전도泰西會士利瑪竇萬國全圖』47)를 그리다.

칠언율시 형식의 「온릉재사차이백선운溫陵齋舍次李伯善韻」48) 1편을 짓다.

칠언율시 형식의 「경차숙묘대보단운영금상친사敬次肅廟大報壇韻詠今上親祀」49) 

1편을 짓다. 

1월에 「여안여필서與安汝必書」50)를 쓰다. 칠언절구七言絶句51) 형식의 「화증종인문백성규和贈

宗人文伯性圭」52) 1편을 짓고, 「상오노주희상서上吳老洲熙常書」53)를 쓰다.

오언율시 형식의 「화증문중립정국和贈文中立正國」54) 1편과 「증조병암부군가장曾祖屛巖府君

家狀」55) 1편을 짓다. 

칠언율시 형식의 「추화몽은자최사회제욱追和夢隱子崔士會濟郁」56) 1편을 짓다.

12월에 「여유김화성주서與兪金化星柱書」57)를 쓰다.

「제종제성래효원문祭從弟聖來孝源文」58)을 짓고, 10월에 「여정참봉재면별지與鄭參奉在勉別

紙」59)를 쓰다.

전라도 관찰사가 선생을 ‘경전에 밝고 행실이 바른’ 경명행수經明行修의 학자로 벼슬

에 천거하다. 

「도달천문禱達川文」60)을 짓고, 3월에 「답최진사중집서答崔進士重集書」61)를 쓰다.

「추성이사군경양회연차기선조랑옹여오선조금사공창수운견시망졸화정비감언시료

속구계秋城李使君景養晦淵次其先祖浪翁與吾先祖錦沙公唱酬韻見示忘拙和呈非敢言詩聊續舊契」62)를 짓다.

전라도 관찰사가 선생을 ‘이재理才’의 학자로 벼슬에 천거하여 창릉참봉昌陵參奉, 종9품

의 관직에 나아가다. 1월에 「답이계문학재서答李季問學在書」63)를, 5월에 전라도 관찰사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자승차도해』를 보고 보내온 편지에 대한 답장인 「답서감

사유구서答徐監司有榘書」64)를, 9월에 「상계부서上季父書」65)를 쓰다.

오언절구 형식의 「화명침랑리호능학우증장성백운和明寢郞李好能學愚贈張省伯韻」66) 1편과 

「제송사정공재면문祭松沙鄭公在勉文」67)을 짓다.

44 _ ‘박종열 어른에게 답한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창백(蒼栢) 박종렬

(朴宗說, 1754~1822)은 송기환 선생의 문인으로 『창백집』을 남겼다.  

45 _ ‘판서 이희갑에게 올린 편지’. (『규남문집』 2권 수록) 평천(平泉) 이희갑

(李羲甲, 1764~1867)은 종1품인 판의금부사까지 지냈으며, 시호는 정헌(正

憲)이다.

46 _ ‘옥재 호방평의 기윤 주석에 대한 변론’. (『규남문집』 5권 수록) 옥재

(玉齋) 호방평(胡方平)은 송나라의 학자로 『주역(周易)』에 정통하였으며, 주

자(朱子)의 역학(易學)을 이어받아 『역학계몽통석(易學啓蒙通釋)』을 지었다.

47 _ ‘서양 선교사 마테오리치의 세계지도’. 자세한 내용은 뒤쪽 『태서회사

이마두만국전도』의 설명에 수록되어 있다.

48 _ ‘온릉의 재사에서 백선 이(익주)의 시를 차운하여’. (『규남문집』 1권 수

록)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열리에 있는 온릉(溫陵)은 중종의 왕비 단경왕

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무덤이며, 재사(齋舍)는 온릉의 관리들이 머무는 

곳이다.  

49 _ ‘삼가 숙종의 대보단 시를 차운하여 순조가 몸소 제사한 일을 노래하

며’. (『규남문집』 1권 수록) 대보단(大報壇)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구원병

을 보내준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명나라의 태조·신종·의종을 제사 지

내던 제사처로, 1704년(숙종 30) 창덕궁의 후원 서쪽 구역에 설치하였다. 금

상(今上)은 ‘지금 임금’이란 뜻으로 순조를 가리킨다.

50 _ ‘여필 안(수록)에게 보낸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51 _ 7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구절이 4개인 형식의 시(詩)

52 _ ‘종친인 문백 (하)성규에게 화답하며’. (『규남문집』 1권 수록) 시의 내용 

: 지난 날 그대 총각 모습 기억하자니(丱角儀容記往年) / 꿈에서 구름과 달

처럼 서로 이끌렸지(嶺雲湖月夢相牽) / 늙은 이내 몸 이미 쇠잔해졌건만(龍

鍾我已成衰謝) / 떠돌이 그대는 옛 인연을 찾네 그려(漂泊君應有宿緣).

53 _ ‘노주 오희상에게 올리는 편지’. (『규남문집』 1권 수록) 노주(老洲) 오희

상(吳熙常, 1763~1833)은 높은 벼슬에 임명되었지만 모두 사퇴하면서 경기

도 광주의 징악산에 은거하여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고, 죽은 뒤에는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54 _ ‘중립 문정국에게 화답해 주며’. (『규남문집』 1권 수록)

55 _ ‘증조부 병암부군 (하영청) 가장’. (『규남문집』 7권 수록) 가장(家狀)은 

조상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고, 선생의 증조부는 병암(屛巖) 하영청(河永淸, 

1697~1771) 선생이다. 

56 _ ‘다시 몽은자 사회 최제욱에게 화답하여’. (『규남문집』 1권 수록)

57 _ ‘김화 군수 유성주에게 보낸 편지’. (『규남문집』 2권 수록) 복원재

(復元齋) 유성주(兪星柱, 1760~1837)는 전의현감을 지낸 봉서(鳳棲) 유

신환(俞莘煥, 1801~1859)의 아버지이다.

58 _ ‘사촌 동생 성래 (하)효원에 대한 제문’. (『규남문집』 7권 수록) 하효

원(河孝源, 1783~1828) 선생의 자는 성래, 호는 우송(友松)이다.

59 _ ‘참봉 정재면에게 보낸 별도의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송사

(松沙) 정재면(鄭在勉, 1757~?) 선생은 동복현 바로 북쪽의 창평현에 거

주하였으며, 좌의정을 역임한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의 8대

손이다.

60 _ ‘달천에 기도하는 글’. (『규남문집』 7권 수록) 『신증동국여지승람(新

增東國輿地勝覽)』 동복현(同福縣)의 산천 항목에는 ‘무등산에서 나와 동

복현의 서남쪽 9리에 이르러 달천(達川)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보성군

에 이르러 죽천(竹川)이 된다.’고 나오는데, 현재의 동복천을 가리킨다.

61 _ ‘진사 최중집에게 답한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고학암(古學菴) 

최중집(崔重集, 1779~?)은 1816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저술로는 『천

추집의(千秋集義)』와 『고학집(古學集)』 등이 있다.

62 _ ‘담양 군수 경양 이회연이 그 선조 낭옹과 우리 선조 금사공이 창

수한 시를 차운하여 보여주었다. 나는 졸렬함을 잊고 화답해 드렸는

데 이는 감히 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오라지 오래된 세의

를 잇기 위함이었다.’ (『규남문집』 1권 수록) 경양(景養) 이회연(李晦淵, 

1779~?)은 1805년(순조 5)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낭옹(浪翁)은 동복현

감을 지낸 이형(李逈, 1603~1655)의 호이며, 금사(錦沙 하윤구(河潤九, 

1570~1646) 선생은 규남 하백원 선생의 7대조이다.  

63 _ ‘학재 이계문에게 답한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계문(季問) 이

학재(李學在, 1792~?)는 1822년(순조 22)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64 _ ‘전라도 관찰사 서유구에게 답한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65 _ ‘막내 작은 아버지에게 올린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66 _ ‘명릉 참봉 호능 이학우가 장성백에게 보낸 시를 차운하여’. (『규남문

집』 1권 수록) 호능(好能) 이학우(李學愚, 1786~?)는 1834년(순조 34) 생원

시에 합격하였다.

67 _ ‘송사 정재면에게 올린 제문’. (『규남문집』 7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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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헌종 2 56세

1837년헌종 3 57세

1838년 헌종 4 58세

1839년헌종 5 59세

1840년헌종 6 60세

1841년헌종 7 61세

1842년헌종 8 62세

1843년헌종 9 63세

1844년헌종 10 64세

1972년

2011년

2012년

금부도사禁府都事가 되다. 칠언율시 형식의 「차명침이호능술회운次明寢李好能述懷韻」68) 

1편을 짓다.

순릉직장順陵直長이 되다. 칠언율시 형식의 「모도금강暮渡錦江」69)을 짓고, 6월에 「기자

경서寄子澋書」70)를 쓰다. 

사옹원주부司饔院主簿와 형조좌랑刑曹佐郎을 이어서 역임하다. 1월에 「기자석익서寄子●瀷

書」71)를 쓰다.

칠언율시 형식의 「차수관주인운次水館主人韻」72)과 「제우봉안공수영문祭牛峯安公壽永文」73)

을 짓고, 「답이경희승목서答李景熙承穆書」74)를 쓰다.

종묘령宗廟令과 경기전령慶基殿令을 이어서 역임하다. 칠언율시 형식의 「여김진사사긍

긍연주도광창사긍유운구화與金進士士肯肯淵舟到廣倉士肯有韻求和」75)와 「제이공상태문祭李公象

泰文」76)을 짓다.

석성현감石城縣監, 종6품77)에 임명되다. 1월에 「답박자익응수서答朴子益應壽書」78)를 쓰다.

「석성현사직단기우축문石城縣社稷壇祈雨祝文」79)과 칠언절구 형식의 「발보녕배소지행發保

寧配所之行」80)을 짓다.

 2월에 「답이사강우정서答李士剛遇正書」81)를 쓰다. 4월에는 유배지 보령의 선비들과 

함께 배를 타고 솔섬松湖과 고만高巒을 거쳐 황학루黃鶴樓를 감상하고 한산사寒山寺

에서 1박을 한 후 영보정永保亭까지 유람하였다. 이때 여섯 분이 시를 짓고 선생

께서 그림을 그려 『해유시화첩海遊詩畫帖』82)을 완성하다. 5월에는 보령의 성리학자 

난국재蘭菊齋 이예환李禮煥, 1772~1837의 문집을 교정하고 발문을 쓰다. 7월에 「답신생

창발서答申生昌發書」83)를, 10월에 「답조생대성서答趙生大成書」84)를 쓰다. 「취죽설醉竹說」

85)을 짓다. 나라에 경사가 있어 사면령으로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오다.

『하씨문중사실河氏門中事實』을 구술하여 짓고, 8월 17일에 돌아가시다. [병세가 악화

되자 자손들이 “정신이 혼미해지시기 전에 자손에게 경계할 말씀을 유언으로 남

겨 주시라”고 청하였으나 고개를 흔드시며 “사람이 죽을 때 자손에게 유언을 남

기는 것은 도시 쓸 데 없는 일이다. 자손이 현명하면 비록 한 마디 말이 없을지

라도 아버지가 행하던 도를 고치지 아니하나, 자손이 불초하면 비록 수천 마디

의 말을 남길지라도 장치 끝이 어찌될지 알랴.” 하시다. 11월 10일에 남만원攬巒院

86) 동쪽 기슭에 축좌丑坐, 북북동을 등지고 서서남을 향함로 안장되다. 

1972년 : 선생의 묘소를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산77번지로 이장하다.

11월 1일 규남박물관이 개관하다

3월 27일 선생의 묘소를 다시 고향 야사리 서남쪽의 별산星山 또는 鼈山 자락 백앗

등의 선산으로 이장하다.

68 _ ‘명릉 창봉 호능 이(학우)의 「술회」시를 차운하여’. (『규남문집』 1권 수록)

69 _ ‘저물어 금강을 건너면서’. (『규남문집』 1권 수록)

70 _ ‘아들 경에게 부친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삼강재(三强齋) 하경

(河澋, 1800~1879)은 규남 하백원 선생의 큰아들이다.

71 _ ‘아들 석과 익에게 부친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사호(沙湖) 하

석(1814~1881)은 규남 하백원 선생의 둘째 아들이고, 서하(瑞下) 하익

(1817~1887)은 셋째 아들이다.

72 _ ‘수관 주인의 시를 차운하여’. (『규남문집』 1권 수록)

73 _ ‘우봉 안공 수영에게 올린 제문’. (『규남문집』 7권 수록) 안수영(安壽永) 

선생은 규남 하백원 선생의 고모부이다

74 _ ‘경희 이승목에게 답한 편지’.  (『규남문집』 1권 수록)

75 _ ‘진사 사긍 김긍연과 함께 배를 타고 광창에 이르렀는데 사긍이 시

를 지어 화답을 구하기에’. (『규남문집』 1권 수록) 사긍(士肯) 김긍연(金肯淵, 

1804~?)은 1828년(순조 28)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나중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76 _ ‘이상태 공에게 올린 제문’. (『규남문집』 7권 수록) 이상태(李象泰) 공은 

규남 하백원 선생의 자형(姊兄)이다. 

77 _ 석성현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충청남도의 부여군과 논산시에 

합해졌다. 조선시대의 범위는 부여군 석성면 전체와 부여읍의 현북리, 논산

시이 성동면 전체에 걸쳐 있었고, 중심지는 석성면의 석성리에 있었다.

78 _ ‘자익 박응수에게 답한 편지’. (『규남문집』 1권 수록) 자익(子益) 박응수

(朴應壽, 1792~?)는 규남 선생과 함께 송환기(宋煥箕) 선생의 문인이다.

79 _ ‘석성현의 사직단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한 축문’. (『규남문집』 1권 수록)

80 _ ‘보령 유배지로 떠나면서’. (『규남문집』 1권 수록) 보령현은 1914년의 행

정구역 개편 때 남포현과 합해 충청남도 보령군으로 편제되었다.

81 _ ‘사강 이우정에게 답한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사강(士剛) 이우정

(李遇正)은 규남 하백원 선생이 보령으로 유배 가서 사귄 인물이다.

82 _ ‘바다를 유람하며 쓴 시와 그림을 모아 엮은 첩’이란 뜻으로, 자세한 내

용은 뒤쪽 『해유시화첩』의 설명에 수록되어 있다.

83 _ ‘생원 신창발에게 답한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84 _ ‘생원 조대성에게 답한 편지’. (『규남문집』 3권 수록)

85 _ 첫 구절이 ‘남쪽 사람들은 대나무를 기를 때에 매번 여름 5월 13일이면 

옛 대나무에 채찍질을 가하여 이듬해에 대나무가 무성히 자라도록 한다. 채

찍질을 받은 대나무는 술에 취한 것처럼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세속에서 

‘죽취일(竹醉日)’이라고 부른다.‘로 시작된다.

86 _ 화순군 북면 원리촌에 있던 역원으로 속칭 남재라 한다.

선생의 고향 야사리에 세워진 규남박물관

백앗등 선산에 있는 선생의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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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고조선부터 고려 중기까지 지배신분은 거의 모두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부터 고을의 지배신분으로서 중심도시

에 거주하던 향리 신분으로부터 분화된 지방 양반들이 마을로 이주하는, 세계

적으로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조선 초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어 16세기 이후에는 어떤 양반도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

을의 중심도시에 살지 않아야 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대로 이어 사는 마

을’이라는 뜻의 세거지世居地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굳어졌습니

다. 그 과정은 첫째, 고을의 중심도시에서 벼슬을 하기 위해 수도로 상경했다

가 지방으로 다시 이주할 때는 중심도시가 아니라 마을에 터를 잡거나 둘째, 

고을의 중심도시에서 수도로 상경하지 않고 곧바로 마을에 터를 잡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남녀균분상속제의 원리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본가뿐

만 아니라 처가나 외가로 가는 경우도 많아 여러 성씨의 양반이 함께 살아가

는 세거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딸이 상속대상에서 제외되

고 아들 중에서도 장자우선상속제가 정착되면서 하나의 성씨만으로 이루어진 

세거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완전

히 정착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세계적으로

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동성동본同姓同本의 동족마을이 양반

의 세거지로서 일반화되었습니다.    

규남 하백원 선생의 본관인 진주하씨晉州河氏는 본래 진주의 중심도시인 진주성

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고려 말 조선 초에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태종과 세종 

때 영의정까지 오른 하륜河崙, 1347~1416과 하연河演, 1376~1453 선생을 배출하였습니

다. 선생의 직계 조상인 하결河潔, 1380~? 선생은 하연 선생의 동생으로 

1451년문종 1에 정3품의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역임하다가 1453년단

종 1에 물러난 후 세조재위: 1455~1467가 즉위하던 즈음에 정읍현의 초산楚

山87)으로 낙향하여 은거하였습니다. 그 후손의 일부가 1500년대 중반

부터 동복현으로 옮겨 살았고, 1600년대 초반에 규남 선생의 7대조

이신 하윤구河潤九 선생이 무등산 동남쪽의 동복현 외서면 야사리에 

터를 잡았습니다. 이후 야사리는 규남 선생 집안의 세거지가 되었고, 

이곳에 대대로 거주해온 진주하씨는 ‘동복하씨’로 불렸습니다.

금사錦沙 하윤구 선생은 1623년인조 1에 이조판서로 추증된 한강寒岡 정

구鄭逑, 1543~1620 선생에게 『소학小學』을 배웠습니다. 1610년광해군 2년 사마

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어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1633년인조 

11 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벼슬로는 종6품의 율봉찰방栗峯察訪과 전적
典籍에 올랐고,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이끌고 청주까지 올라갔다가 화친

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청나라에 

대한 설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제안하며 집념을 불태우시다 

돌아가셨는데, 문집으로는 『금사유집錦沙遺集』을 남겼습니다. 

규남 선생의 증조 할아버지이신 병암屛巖 

하영청河永淸. 1697~1771 선생은 어린 나이에 아

버지를 잃고 두 형까지 세상을 떠나자 과

거 응시를 단념하고 가문의 일에 힘을 쏟

아 문중의 기반을 튼튼히 하였고, 향촌의 

운영에 적극적이었으며, 마을 자제의 공부

를 위한 강당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돈을 아끼지 않고 서적을 구입하여 ‘만권

의 책을 가진 집’이란 뜻의 만권택萬卷宅이라 

불릴 만큼 많은 장서를 가지게 되었고, 병

암정사屛巖精舍를 지어 학문에 정진하셨습니

다. 그리고는 각각 정2품의 공조판서까지 

역임한 도암陶菴 이재李縡, 1680~1746 선생과 구

암久庵 윤봉구尹鳳九, 1683~1768 선생, 정2품의 

우참찬右參贊까지 역임한 자락헌自樂軒 유최

기兪最基, 1689~1768 선생, 정3품의 공조참의工

曹參議를 역임한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 1702~1772 

선생, 정3품의 찬선贊善을 역임한 역천櫟泉 송명흠宋明欽, 1705~1768 선생, 

1700년대의 실학자로 유명한 여암旅庵 신경준申景濬, 1712~1781 선생과 담헌
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1 선생 등 당대의 많은 학자들과 서신을 교환하

거나 직접 만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문집으로는 『병암유

고屛巖遺稿』, 『병암만록屛巖漫錄』, 『병암기屛巖記』를 남기셨습니다.

87 _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초산동으로, 

우리말 이름은 ‘쌀이재’다.

일제강점기 1:5만 지형도의 야사리·적벽·물염정·옹성산  

출처  종로도서관 홈페이지

선생의 선조,
학문의 깊은 전통

인류는 하나의 종으로 분화된 이후 수백 만 년 동안 먹잇감을 찾아 수렵·채집의 

이동생활을 지속해 오다가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마을 중심의 정착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약농업을 통해 문명을 일으키면서 정치·경제·문화의 지배 거점인 도시라는 

새로운 정주 공간을 탄생시켰고, 전통시대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지배신분은 

마을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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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익河廷益 편 / 목활자본 / 1772 / 35.5×23.7cm / 1책 / 규-037

진양하씨 족보의 서문과 선조의 기록들을 모아 목활자로 간행한 책이다.

진양하씨역대유록 
 晋陽河氏歷代遺錄

하백원 편 / 필사본 / [1800] / 36.4×24.9cm / 1책 / 규-028

규남 선생의 7대조이신 금사 하윤구 선생의 후손들이 선조를 추승하는 

계모임을 만들고 규약 등을 작성한 책이다. 규남 선생이 편찬을 맡았으며, 

1799년에 「봉선계첩서奉先契帖敍」를 직접 작성하여 수록하였다.

봉선계첩
 奉先契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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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옥河沃 씀書 / 필사본 / 1844 / 37.7×25.6cm / 1책 / 규-027

규남 선생이 병환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씨 문중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제사와 

관련된 일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장만한 토지인 위토位土, 선조를 추승하는 

계모임인 봉선계奉先契, 묘역 주변에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나무와 관련된 

금양禁養에 대해 집필하라고 명해서 작성한 책이다.

하씨문중사실
 河氏門中事實

하윤구 / 필사본 / 발생년 미상 / 30.1×20.7cm / 1책 / 규-039

규남 하백원 선생의 7대조이신 금사錦沙 하윤구河潤九 선생의 문집 간행을 

위해 필사하여 교정을 끝낸 정고본定稿本이다. 

금사집
 錦沙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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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청 / 필사본 / 발행년 미상 / 22.8×19.7cm / 1책 / 규-009

규남 하백원 선생의 증조 할아버지인 병암屛巖 하영청 선생의 필사본 문집이다.

병암유고
 屛巖遺稿

하영청 / 필사본 / 발행년 미상 / 26.0×16.5cm / 1책 / 규-010

규남 하백원 선생의 증조 할아버지인 병암屛巖 하영청 선생의 필사본 문집이다.

병암만록
 屛巖漫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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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청 / 필사본 / 발행년 미상 / 25.6×15.0cm / 1책 / 규-016

규남 하백원 선생의 증조 할아버지인 병암屛巖 하영청 선생이 지은 기문記文을 

병풍식의 절첩 형식으로 묶은 책으로, 그 내용은 『병암유고』에도 수록되어 있다. 

병암기
 屛巖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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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여지도』(한고조61-3)의 동복현과 외서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동여지도』(한고조61-1)의 동복현과 외서면

다.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시인묵객들이 여행하며 시문을 

남겼는데, 규남 선생의 집안에도 60년 단위로 세 번에 걸

쳐 적벽을 유람하며 남긴 글을 모은 『적벽삼유록赤壁三遊錄』

이 전합니다. 첫째, 1682년에 규남 선생의 4대조 할아버지

인 하성구河聖龜 등이 지은 글 둘째, 1742년에 증조 할아버

지인 하영청河永淸 선생이 지은 글 셋째, 1802년 하백원河百源 

선생이 지은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염적벽 위에는 1500년대에 물염정勿染亭88)이라는 정자가 

세워집니다. 바로 1519년중종 14 훈구파에 의해 조광조 등의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숙청된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기묘사학

사己卯四學士’ 또는 ‘호남삼걸湖南三傑’이라 불리던 최산두崔山斗, 

1483~1536 선생이 동복으로 유배를 왔을 때 학문을 가르치

는 곳으로 삼으면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송순宋恂, 1493~1582,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유희춘柳希春, 1513~1577 선생 등이 물

염정의 최산두를 찾아와 교유하였고, 이후에도 박순朴淳, 

1523~1589, 양응정梁應鼎, 1519~1581, 기대승奇大升, 1527~1572, 고경명高

敬命, 1533~1592, 정철鄭澈, 1536~1593, 이발李潑, 1544~1589과 이길李洁, 

1547~1589 형제 등 기라성 같은 사림정치의 지도자들이 다녀

갔습니다. 여기에 동복현에 부임한 지방관은 물론이고 인

근 지방의 수령들도 이곳을 자주 찾았는데, 규남 선생의 

선조들 또한 물염정을 매개로 이들 명사들과 교유하면서 

인적·학문적 지평을 넓혔습니다.89) 

동복현의 백제 때 이름은 두부지현豆夫只縣인데, 759년신라 경덕

왕 16에 동복현同福縣으로 한자 표기를 바꾸었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람』등 동복현이 기록된 모든 지리지의 고을이름郡名 항

목에는 옹성瓮城이란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서면의 동

쪽 끝과 동복면의 서북쪽 끝 경계선의 옹성산옹성산, 574m 정상

을 중심으로 동쪽의 능선과 골짜기를 둘러싼 옹성산성을 가리

키는데, 이곳에는 항아리瓮를 엎어놓은 모양의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여러 개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백제 때의 고을 이름

인 두부지豆夫只는 이 지역에서 항아리를 가리킬 때 부르던 말

인 독배기를 세 글자의 비슷한 한자 소리로, 759년의 동복同福

은 뜻이 좋은 두 글자의 비슷한 한자 소리를 따서 표기한 것

입니다.

선생의 고향인 야사리의 동쪽 동복천 가에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절경을 자랑하는 적벽赤壁이 있습니다. 지금은 화순

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화순적벽’이라 부르고 있지만 조선시

대에는 화순현이 아니라 동복현에 속해 있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이 수 km에 걸쳐 있는데, 구간마다 마을 이름을 따서 물

염적벽勿染赤壁-이서적벽二西赤壁-보산적벽寶山赤壁 등으로 부릅니

적벽(아래)과 옹성산(위)

88 _ 물염(勿染)은 ‘속세에 물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89 _  물염정을 매개로 한 하백원 가문의 교유 내

용에 대해서는 ‘이종범, 2007, “조선후기 同福 지

방 晉陽 河氏家의 學問과 傳承”, 『규남 하백원의 

실학사상연구』, 경인문화사, 267~293쪽의 것을 

참조하였다.

선생의 고향,
수려한 자연환경과 교유의 장소

규남 선생의 고향인 야사리가 속해 있던 조선시대 동복현의 범위는 화순군의 

남면·동복면·북면·이서면 등 4개의 면에 걸쳐 있었고, 중심지는 동복면의 면소재지가 

있는 독상리·칠정리·천변리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이 주재하며 고을을 

통치하던 동헌東軒은 현재의 동복면사무소 자리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 또는 

궐패闕牌란 나무패를 모시고 지방관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달을 보면서 임금이 

계신 대궐을 향해 절을 올리는 향망궐배向望闕拜의 충성의식을 거행하던 

객사客舍는 동복초등학교 자리에 동남쪽의 모후산母后山, 943.7m으로부터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를 등지고 서쪽을 향해 들어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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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남 선생 또한 주변 고을의 지방관이나 학자들과 함께 적벽과 물염정

을 유람하면서 여러 시를 남겼습니다. 이 중에서 ‘광주 목사 조운명, 옥

과 현감 홍진연, 화순 군수 서미규 승순, 창평 현감 이중흠 화우, 동복 

현감 이혜백 원길과 함께 물염정을 유람하다가 이중흠이 시를 짓자 이

를 차운하다與光州牧趙雲明玉果倅洪晉淵和順倅徐美揆承淳昌平倅李仲欽和愚及縣候李惠伯源吉同遊

勿染亭仲欽有詩仍次’란 긴 제목의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90)

溪山雨過好 / 冠盖趁秋淸

俗吏猶仙分 / 名區亦世情

詩成林鳥和 / 歌罷夕烟生

此會他年想 / 松顚片月橫

좋기도 해라 비 갠 뒤 산천경개

벼슬아치들 맑은 가을에 모여드네

속된 관리도 신선 연분이 있더니

명승지도 세상 인정을 맛보누나

시를 이루자 숲새가 화답하고

노래 파하니 저녁연기 피어오른다

이 모임 먼 훗날에 회상한다면

소나무 끝에 조각달 걸려있으리

물염정

90 _ (『규남문집』 3권 수록) 해석은 최근에 번역이 완

료된 『규남문집(圭南文集)』의 것이다.

편자 미상 / 필사본 / 발행년 미상 / 23.8×21.5cm / 1책 / 규-015

동복현의 적벽을 유람하며 지은 시문을 모아놓은 책이다. 첫째, 1682년에 규남 선생의 

4대조 할아버지인 하성구河聖龜 등이 지은 글 둘째, 1742년에 증조 할아버지인 하영청河永淸 

선생이 지은 글 셋째, 1802년 하백원河百源 선생이 지은 글이 수록되어 있다.

적벽삼유록
 赤壁三遊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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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미상 / 필사본 / 발행년 미상 / 27.0×23.6cm / 1책 / 규-034

규남 선생의 가문에 전해지는 책 중의 하나로, 1759년에 작성된 동복현 관련 내용 중에서 

외서면의 것만 뽑아서 필사한 지리지다. 복천福川은 동복현의 옛 이름 중 하나이고, 

서지西誌는 규남 선생의 고향이 속한 외서면西의 지리지誌란 뜻이다.

송극면 등편 / 목활자본 / 1915 / 32.5×19.9cm / 2권1책 / 규-032

규남 선생의 가문에 전해지는 책 중의 하나로, 1915년 목활자로 간행된 동복현 지역의 

지리지이다. 일제강점기 때 간행되었지만 기본 체제와 내용은 조선시대의 것을 거의 

그대로 따랐고, 앞쪽에 동복현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복천서지
 福川西誌

동복지
 同福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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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과 덕망이 높았던 규남 선생 또한 선생의 생각

을 담은 짧고 다양한 형식의 글을 정말 많이 남겼습

니다. 비록 조선후기에는 선생의 체계적인 문집 간행

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제강점기인 1937년

에 선생의 5대손인 하태영河泰永, 1917~1996 선생이 문집 

발간을 계획하여 당시까지 전해지는 선생의 글을 모

아 꼼꼼한 교정을 보았고, 해방 직후인 1946년에 7

권 3책의 석판본으로 『규남문집圭南文集』을 간행하였

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규남 선생이 어떠한 글을 얼마

만큼 썼고, 그 속에 어떤 사상을 담아냈는지 생생하

게 알 수 있습니다.

『규남문집』의 1책에는 1~2권, 2책에는 3~4권, 3책

에는 5~7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좀더 자세하

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권에는 규남 선생이 쓴 시時 161수가 수록되어 있습

니다. 총 66쪽에 걸쳐 있는데, 선생이 활발하게 시를 

지은 기간을 44년 정도로 잡으면 매년 평균 3.7편 정

도로 왕성한 시작 활동을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37세에 과거시험을 치른 이후에 선생의 학문관을 담

아 쓴 시 한 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권과 3권에는 규남 선생이 직접 쓴 편지書가 담겨 

있는데, 31쪽의 2권에 9편, 81쪽의 3권에 33편 등 총 

42편입니다. 선비들의 편지에는 단순히 안부를 묻

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사상 등

에 대한 학문적 견해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것이 일

반적입니다. 규남 선생의 편지들 또한 다르지 않았는

데, 학문과 독서의 관계에 대한 선생의 견해가 풍부

하게 담겨 있는 한 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 선비가 되는 길은 한 가지 뿐이었으니 학문學問

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성인들은) 학문으로 반

드시 독서만을 일컫지 않았고 농업農·공업工·상업商賈 

(모두) 학문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선비는 농부

에서 나왔다 하고…(중간생략)…공장工匠이 하는 일에도 

또한 지극한 이치가 있었으며…(중간생략)…상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의리를 잊고 이익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중간생략)…대개 백성 중에서 뛰어난 사람, 

군자로서 벼슬하는 사람 그리고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

람에 이르기까지 선비士라고 통칭하는 것은 옛날의 도리

입니다. 따라서 옛 사람이 모두 ‘학문의 이름’을 지닌 것

은 아니었지만 만나는 상황에 따라 ‘학문의 쓰임’을 드러

내지 않음이 없었습니다.…(중간생략)…근세 이래로 선비

들은 격물치지格物致知92)를 한다는 명목을 꾸며놓고는 듣

고 외우는 일에만 종사하여 이理니 기氣니 심心이니 성性

이니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번다하게 설명하지만 결

코 자기의 본분으로 삼아야 할 실제적인 일에는 관여하

지 않습니다. 

심지어 함양하고 성찰하는 공부를 한쪽으로 밀쳐두니, 

나는 그들이 격물치지한 것이 과연 무엇이고 장차 어떻

게 쓰임을 이루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비 된 자가 

학문한다는 명분을 표방하고서 인성과 천명을 고상하게 

떠들며 장차 사람을 제어하는 술수로 삼으려는 것 아니

겠습니까.93)

62쪽의 4권과 70쪽의 5권에는 잡저雜著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잡저雜著는 문집에서 분류가 어려운 

글이란 뜻입니다. 4권에는 「돈암서원 유생들의 통문

에 대한 변론遯巖院儒通文辨」과 「사학 유생들의 상소에 

대한 변론四學儒生疏辨」 두 개의 글이 들어 있는데, 규

남 선생이 스승인 송환기 선생의 선조인 송능상宋能相 

선생을 변호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5권에는 「옥재 호

방평의 기윤 주석에 대한 변론胡玉齋朞閏註說辨」, 서양 선

교사 아담 샬湯若望, 1591~1666 등이 중국에 머무르며 편

찬한 역법으로 우리나라에서 1653년부터 사용한 시

헌력時憲曆과 명나라 때의 역법인 대통력大統曆을 비교 

검토하여 그 차이를 규명한 「역사차록易象箚錄」, 가물 

때 자동으로自 물을 대는升 기계車를 그림을 그려 풀

어서 설명한 「자승차도해설自升車圖解說」 등 7편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40쪽의 6권에는 책의 앞쪽에 쓴 서문序, 건물의 기문
記, 책의 첫머리에 쓴 시와 끝에 쓰는 글題跋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쪽의 7권에는 물건에 새기

는 글銘,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과 이유, 공사를 

시작한 날짜와 시간 등을 적은 상량문上樑文, 제사 때 

읽어 신명에게 고하는 축문祝文, 돌아가신 선조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내는 제문祭文, 죽은 이를 슬퍼하면 

쓴 애사哀辭, 선조의 행적을 기록한 가장家狀, 책 본문

의 끝에 덧붙이는 부록附錄, 무덤 앞에 세우는 둥그

스름한 작은 비석에 새기는 묘갈명墓碣銘, 묘지에 기

록하는 묘지명墓誌銘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벼슬을 도모함은 잘못된 것이니

눈으로 본 명리는 뜬 구름과 같다네

그대는 농사 배워 가난이 계속됨을 아나

나 시와 인연 맺어 병 치료치 못함을 부끄러워하네

세상에 처하여 할 일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학문을 함이 어찌 마침이 있겠는가

눈앞에 스스로 좋은 밭을 두었으니

피가 오곡이 머무는 때에 어찌하리요91)

書釰經營計謬悠 / 眼看名利等雲浮

知君學稼貧爲累 / 愧我緣詩病未瘳

處世休言無着手 / 窮經那得到終頭

面前自有良田地 / 稊稗何如五穀秋

91 _  해석은 ‘박명희, 2007, “圭南 河百源 시에 나타난 情懷의 변모 양상”, 『규남 하백원의 실학사상연구』, 경인문화사, 202쪽의 것을 수록하였다. 

92 _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자신의 지식을 확고하게 하는 것.

93 _  「사강 이우정에게 답한 편지(答李士剛遇正書)」 (『규남문집』 3권 수

록) 해석은 최근에 번역이 완료된 『규남문집(圭南文集)』의 것을 일부 용

어만 바꾸어 수록하였다.

문집,
선생의 삶과 꿈을 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처음부터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완성된 책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생각을 담은 짧고 다양한 형식의 글을 끊임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을 모아 책으로 엮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를 문집文集이라고 합니다. 문집文集은 글자 그대로 ‘글文 모음集’이란 뜻이며, 

조선후기에는 가문의 후손이나 문인들이 향촌사회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선조의 글을 모아 편찬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후기의 

고서古書 중에서 문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는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고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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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백원 / 필사본 / 발행년 미상 / 31.7×21.3cm / 11권5책 / 규-001

규남 선생의 글을 모아 문집으로 간행하기 위해 필사본으로 만든 교정본으로, 중간 

중간에 붉은 글씨로 교정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규남선생유집
 圭南先生遺集

하백원 / 석판본 / 1946 / 30.5×20.5cm / 7권3책 / 규-008

규남 선생의 5대손인 하태영河泰永, 1917~1996 선생이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계획하여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석판본으로 간행한 규남 선생의 문집이다.

규남문집
 圭南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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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백원 / 필사본 / 발행년 미상 / 26.0×16.2cm / 1책 / 규-011

규남 선생의 필사본 문집이다. 사촌沙村은 선생의 고향인 야사리를 가리키고, 만록漫錄은 

‘일정한 형식이나 체계 없이 느끼거나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는 일’을 가리킨다.   

사촌만록
 沙村漫錄

하백원 / 필사본 / 발행년 미상 / 25.1×21.5cm / 1책 / 규-013

규남 선생이 살아 계셨을 때의 여러 가지 공덕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사촌沙村은 선생의 고향인 야사리를 가리키고, 뇌어誄語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을 칭송하며 문상하는 말’이다.

사촌뇌어
 沙村誄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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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그어지면서 북반구의 하늘이 12등분되어 있는데, 적도에는 위쪽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동지冬至-소한小寒-대한大寒-입춘立春-우수雨水-경칩驚蟄-춘분春分-청명淸明-곡

우穀雨-입하立夏-소만小滿-망종芒種-하지夏至-소서小暑-대서大暑-입추立秋-처서處暑-백로白露

-추분秋分-한로寒露-상강霜降-입동立冬-소설小雪-대설大雪의 24절기가 적혀 있습니다. 남

반구의 하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적혀 있습니다.

북반구의 하늘에서 적도 왼쪽 가운데의 추분秋分에서 오른쪽 가운데의 춘분春分까지 

위쪽으로 휜 활 모양으로 그려진 것이 태양이 하늘 위를 지나가는 길인 황도黃道입니

다. 남반구의 하늘에서는 적도 오른쪽 가운데의 추분秋分에서 왼쪽 가운데의 춘분春分

까지 아래쪽으로 휜 활 모양으로 그려진 것이 황도입니다. 이 황도가 태양이 적도에 직

각으로 비추는 추분과 춘분을 지날 때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낮과 밤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그리고 황도가 북반구의 북극에서 적도의 동지를 잇는 방사선을 지날 때 북반

구에서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며, 남반구의 남극에서 적도의 하지를 잇는 방사

선을 지날 때 북반구에서는 밤이 가장 짧고 낮이 가장 긴 날이 됩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하늘 사이에는 위쪽부터 태양日-수성水-달月이 원의 크기를 달리

하며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하늘 오른쪽 위에 테두리와 5개의 달이 그려

진 토성土이, 오른쪽 아래에는 화성火이 그려져 있습니다. 남반구의 하늘 왼쪽 위에는 

5개의 달이 그려진 목성木이, 왼쪽 아래에는 금성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 태양계의 

별들은 서구에서 망원경이 발전하면서 상세하게 관찰된 것인데, 이 또한 서양의 천문

학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하늘 사이의 달月 

아래쪽에는 별의 밝기에 따른 1등一에서 6등六까지와 별의 형세氣에 대한 기호星等가 적

혀 있습니다.  

『태서회사이마두만국전도太西會士利瑪竇萬國全圖』는 ‘서양太西 선교사會士 이마두利瑪竇의 세계

지도萬國全圖’란 뜻으로 규남 선생의 나이 41세 때인 1821년에 필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도의 제목과 달리 실제로는 이마두利瑪竇, 마테오리치, 1551~1610의 세계지도가 아니

라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애유략艾儒略, 알레니, 1682~1649이 1623년에 한문

으로 저술하여 간행한 세계지리지인 『직방외기職方外紀』속의 「만국지도萬國地圖」계통을 그

대로 필사한 것입니다.

『황도총성도』의 원도는 1723년에 독일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대진

현戴進賢, (1680-1746) 94)이 제작하고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이백

명利白明, (1694-1761) 95)이 동판銅版에 새겨 간행하였습니다.96) 우리나라에

는 1745년경에 수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규남 선생이 필사한 시

기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

시아 천문도와는 전혀 다른 근대 서양의 천문학 지식이 풍부하게 담

겨 있는데, 1723년 청나라의 북경에서 간행된 동판본이 국립중앙도

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선생의 

필사본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보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두 장의 천문도 가운데에 적혀 있는 ‘황도총성도黃道總星圖’란 이름에

서 황도黃道는 ‘황색黃의 태양이 지나가는 길道’, 총성總星은 ‘모든總 별

자리星’란 뜻으로 ‘태양이 지나가는 길과 모든 별자리를 그린 천문도’

입니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14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의 바다로 나간 서구의 천문 지식을 반영하여 북반구의 하늘오른

쪽의 北極과 남반구의 하늘왼쪽의 南極에 펼쳐지는 황도와 모든 별을 그렸

습니다.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천문도가 북반구의 하늘만 그렸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매우 혁신적인 지식입니다. 게다가 북반구에 속

한 우리나라에서는 남반구의 하늘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구

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지식입

니다.

북반구의 하늘 정 가운데는 지구의 북극이 우주로 연장된 하늘의 

북극이고, 가장 밖의 원은 지구의 적도가 우주로 연장된 하늘의 적

도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북극에서 하늘의 적도로 30도 간격의 방사

94 _ 1716년부터 1746년까지 청나라의 북경에서 

천문관측과 역서 계산에 종사하다가 천문관측 관

서인 흠천감(欽天監)의 제6대 대장으로 있었고, 

원래의 독일 이름은 Ignatius Kögler였다.

95 _ 이탈리아 출신으로 그림과 조각 그리고 건

축을 공부하다가 청나라의 북경으로 와서 성당 건

축과 내부시설에 헌신하였고, 원래의 이탈리아 이

름은 Fernando Bonaventra Moggi였다.  

96 _ 『황도총성도』에 대한 설명의 기본 내용은 국

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일성의 

해제를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97 _ 『직방외기(職方外紀)』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수산각총서』(古4700-2)에 수록되어 있다.

하늘과 땅,
전통적인 세계관을 극복하다

조선 밖의 새로운 지식에 대한 규남 선생의 진취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은

『황도총성도黃道總星圖』란 천문도와 『태서회사이마두만국전도太西會士利瑪竇萬國全圖』란 세계지도입니다. 

두 작품은 선생이 직접 창조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입수한 것을 기초로 

필사하여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조선 선비들에게 일반적이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우주관과 

세계관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세계관에만 머물지 않고 조선 밖의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열린 사고를 갖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직방외기(職方外紀)』속의 「만국전도(萬國全圖)」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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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남 선생이 살던 조선후기 내내 선비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유행했던 세계지도는 실

제 세계와 『산해경山海經』이란 고대 중국의 지리지에 기록된 상상의 세계를 합해 만든 원형천하

도圓型天下圖입니다. ‘원형천하도’란 이름은 세계天下를 원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붙인 

이름으로 보통 내대륙內大陸-내해內海-외대륙外大陸-외해外海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낱장

으로 이용된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98) 속에 보통 천하도天下圖란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규남 선생 또한 이 지도책 속의 원형천하도를 보면

서 성장하였을 것임에도 청나라를 통해 조선에 들

어온 서구식 세계지도인 『태서회사이마두만국전도』

를 거부하지 않고 직접 필사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생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계뿐만 아니

라 서구식 세계지도에 대한 정보까지도 열린 마음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취적인 실학사상을 갖고 있

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태서회사이마두만국전도』는 1623년까지 유럽인들

이 떼돈을 벌게 해주는 열대 아시아의 향료香料와 아

메리카의 금을 찾아 세계의 바다를 휘젓고 다니며 

확보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호

주 대륙을 발견하지 못해 그리지 않았고, 남극 방

향의 큰 대륙인 묵와랍니가墨瓦蠟尼加, 마젤라니카는 남아

메리카 대륙 최남단 마젤란해협 남쪽의 푸에고섬이 

남극까지 이어진 큰 대륙일 것이라 잘못 생각하여 

그린 것입니다. 

이밖에도 당시 유럽인들은 열대 아시아의 향료를 사

서 유럽으로 가져간 후 팔아야 떼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내륙에 대해

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두 대륙의 

해안선은 상당히 정확한 반면에 하천 등의 내륙 정

보는 잘못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불리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명을 대륙별로 제시

해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여지고람도보』(한古朝61-18)속의 원형 천하도  

아세아 亞細亞, 아시아  

달이단韃而靼, 타타르, 회회回回, 중앙아시아 이슬람 지역, 인제아印弟

亞, 인디아, 막와이莫臥爾, 무굴제국, 백이서아百爾西亞, 페르시아, 도

이격度爾格, 터키, 여덕아如德亞, 유대, 칙의란則意蘭, 실론, 소문답

랄蘇門答剌, 수마트라, 과와瓜哇, 자바, 발니渤泥, 보르네오, 여송呂宋, 

루손, 마로고馬路古, 몰루카, 안남安南, 베트남, 섬라暹羅, 타이

구라파 歐羅巴, 유럽

이서파니아以西把尼亞, 에스파니아, 불랑찰拂郞察, 프랑스, 의대리

아意大里亞, 이탈리아, 아륵마니아亞勒瑪尼亞, 독일, 법란득사法蘭得

斯, 플랑드르, 파라니아波羅尼亞, 폴란드, 옹가리아翁加里亞, 우크라이

나, 대니아大泥亞, 덴마크, 액륵제아厄勒祭亞, 그리스, 막사가미아

莫斯哥未亞, 모스크바공국, 암액리아諳厄利亞, 잉글랜드, 의이란대意

而蘭大, 아일랜드, 격락란득格落蘭得, 그린란드

리미아利未亞, 아프리카

액입다阨入多, 이집트, 마라가馬邏可, 모로코, 불사弗沙, 페스, 아비

리가亞非利加, 리비아, 노미제아奴米弟亞. 누미디아, 아비심역亞毘心

域, 아비시니아, 마나막대파馬拿莫大巴, 모노모타파, 서이득西爾得, 모

리타니, 공악工鄂, 콩고, 정파井巴, 탄자니아, 복도福島, 카나리아섬, 성

다묵도聖多默島, 상투메섬, 의륵납도意勒納島, 세인트헬레나섬, 성노

릉좌도聖老楞佐島, 마다가스카르섬

아묵리가 亞墨利加, 아메리카

패로孛露, 페루, 백서이伯西爾, 브라질, 지가智加, 칠레, 금가서랍金

加西蠟, 카스티야, 묵시가墨是可, 멕시코, 화지花地, 플로리다, 신불랑

찰新拂郞察, 뉴프랑스, 발혁로拔革老, 뉴펀들랜드, 가리복이니아加

里伏爾泥亞, 캘리포니아, 아묵리가제도亞墨利加諸島, 서인도제도, 묵와

랍니가墨瓦蠟尼加, 마젤라니카 99)

98 _ 이 지도 계통에 대해서는 다음의 ‘동국지도, 정확한 국토정보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다’에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99 _ 마젤란 함대가 세계 최초로 지구를 일주할 때 남아메리카 최남단과 푸에고섬 사이의 마젤란 해협을 지나갔고, 

이후 남아메리카 남단을 돌아간 모든 배들도 동일한 코스를 밟았다. 그 과정에서 푸에고섬이 남극까지 이어진 

거대한 대륙이라 잘못 생각하고 마젤라니카란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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戴進賢 제작, 利白明 새김 / 동판본 / 1723 / 61.5×39.3cm / 1첩 / 古731-3

1821년 규남 선생이 필사한 『황도총성도』게통의 원본으로 황도黃道는 ‘황색黃의 

태양이 지나가는 길道’, 총성總星은 ‘모든總 별자리星’란 뜻으로 

‘태양이 지나가는 길과 모든 별자리를 그린 천문도’이다.

하백원 / 필사본 / 발행년 미상 / 68.0×43.5cm / 2장 / 규-004

1723년 청나라에서 제작된 『황도총성도』계통을 기초로 규남 선생이 직접 필사한 천문도이다. 

원본보다 약간 크게 필사하였고, 원래는 1장이었으나 접은 부분이 훼손되자 

2장으로 나눈 후 종이를 두껍게 덧붙여 이용하였다.

황도총성도
 黃道總星圖

황도총성도
 黃道總星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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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서회사이마두만국전도
 太西會士利瑪竇萬國全圖

하백원 / 필사본 / 1821 / 

131.5×81.0cm / 1장 / 규-002    

지도의 이름은 ‘서양 선교사 이마두利瑪

竇, 마테오리치의 세계지도’란 뜻이지만 

1623년 애유략艾儒略, 알레니가 간행한 

한문 세계지리지인 『직방외기職方外紀』속

「만국전도萬國全圖」계통을 기초로 규남 

선생이 1821년에 필사한 세계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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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1531이 간행되어 유포된 지 얼마 안 된 1500년대 후반부터 그 

안에 있던 도별지도 8장, 찰방역과 군사기지, 서울로부터 각 고을까지의 거리와 

사방 경계에 대한 정보만 선별하여 만든 지도책이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사용되

기 시작합니다. 규남 선생의 집안에도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의 『대동폭원

大東幅員』100)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1500년대 중반부터 유행했던 초

기 형태의 것을 필사한 것입니다. 다만 1500년대 후반의 것을 그대로 필사한 것

은 아닙니다. 

첫째, 1600년에 전라도의 진원이 장성에 합해진 것과 1630년에 경상도의 칠곡

이 신설된 것이 반영되어 있고 둘째, 1637년에 경상도의 자인이 신설되는 것과 

1651년에 황해도의 강음과 우봉을 합해 금천으로 만든 것 등 1637년 이후의 지

명 변화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록된 지명의 내용으로 보아

『대동폭원』은 1630~1637년 사이쯤에 필사된 후 집안에서 대대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 규남 선생 또한 이 지도책을 보면서 성장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여지고람도보』(한古朝61-18) 속의 조선전도

100 _ 대동폭원(大東幅員)은 ‘중국 동쪽에 있는 큰 우리나나라(大東)의 강역(幅員)’이란 뜻입니다.

동국지도,
정확한 국토 정보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다

조선후기 선비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한 우리나라의 지도는 조선 최고의 전국 

고을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1 속의 조선전도 1장과 도별지도 8장를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연구자들 사이에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보통 앞의 지도 9장에 원형의 천하도天下圖-중국도中國圖-일본국도日本國圖-유구국도流球國圖가 

합해쳐 총 13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지도책은 조선후기의 선비들이 

필요로 했던 세계즉 천하, 동아시아의 중국-일본-유구, 조선전도와 도별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다양한 판본과 형태의 

수백 종이 전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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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람도식 소형 지도책’이 압도적인 인기를 끈 것은 

그만큼 조선후기의 선비들이 필요로 하는 국토 정보

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지만 단 

하나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 크기와 모양이 

다른 조선전도와 8도를 동일한 크기의 종이에 그려 

넣었기 때문에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리와 방향이 정확한 

국토 정보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동람도식 소형 지

도책’이 아니라 다른 지도 또는 지도책을 통해 실현

해야만 했고, 이 점에서는 규남 선생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조선에서는 정상기鄭尙驥, 1678~1752 선생이란 훌

륭한 지도 제작자가 나타나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1720년대 안팎에 국가가 편찬한 그림식 전국 고을지

도책, 수도 서울과 전국 모든 고을의 길 정보를 정리

한 『정리표程里表』계통 속의 위치 정보를 면밀히 검토

하여 근대의 측량지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리와 방

향이 정확한, 모두 연결하면 남북 약 2.3m가 되는 대

형의 우리나라 지도를 1740년대에 만듭니다. 뿐만 아

니라 그는 첫째, 전도가 너무 커서 이용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을 8장으로 나누어 그렸으

며 둘째, 지도에 수록된 정보를 너무 자세하지도 소

략하지도 않게 선택하였으며 셋째, 자신의 지도를 필

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확하게 필

사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글도 써서 수록

했습니다. 

지도의 이용에 대한 정상기의 충분한 고려 때문에 그

의 지도는 조선후기 내내 대형의 정확한 지도 수요를 

장악하여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많이 필사하

여 표준 지도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필사

본이 수십 점이나 전해질 정도로 많고, 1800년대에

는 중형 낱장의 목판본인 「해좌전도海左全圖」등으로도 

간행되어 유행합니다. 그리고 정상기의 아들인 정항

령鄭恒齡, 1710~1770, 손자인 정원림鄭元霖, 1731~1800, 증손자

인 정수영鄭遂榮, 1743~1831이 지속적으로 수정본을 만들

었고, 집안이 다른 정철조鄭喆祚, 1730~1781와 정후조鄭厚

祚, 1758~1793 형제가 크기는 같으면서 내용이 훨씬 자세

한 지도를 제작합니다. 하지만 모두 이용의 편리함이

란 측면에서는 정상기 선생의 지도를 따라가지 못했

기 때문에 그렇게 유행하지는 못합니다.

규남 선생은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만으로는 채

울 수 없는 정확한 국토 정보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

기 위해 정상기 선생이 그린 지도 계통을 입수하여 

1811년에 필사하고는 지도책의 표지에 ‘중국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東國 지도’란 뜻의 ‘동국지도東國地圖’란 이

름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전도란 뜻의 중형 

동국전도東國全圖를 가장 앞쪽에, 전국을 8장으로 나

눈 분도分圖를 뒤쪽에 배치하여 제책했습니다. 그 중

에서 8장의 분도는 정상기 선생의 지도를 그대로 필

사하였고, 우라나라 전도인 ‘동국전도’는 규남 선생이 

약간의 편집을 가하여 완성했습니다. 전도 오른쪽에

는 정상기 선생이 직접 쓴 발문을 적어 넣었고, 오늘

날의 지도 위에 표시되는 축척과 동일한 의미의 백리

척百里尺을 그려 지도 위의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했습

니다. 규남 선생은 『동국지도』를 다 필사하자 그 기쁨

을 다음과 같은 시로 남겼습니다. 

『동국지도』가 완성되자 오대언과 운자를 

내어 함께 시를 짓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좌전도」(한古朝61-74)

지도 펼치고 어찌 작은 동방을 탄식하랴

단군·기자의 옛 유풍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산은 발해에 이어져 변방의 요새 웅장하고

땅은 유독 기름져 해마다 곡식 풍년이라

강토는 비로소 삼한 이후에 커졌는데

팔도에선 서울ㆍ경기가 가장 존귀하다네

책상에 늘여놓고 명승지 찾으면 그 뿐

집 나서 어찌 수레타고 사방을 돌아다닐까

東國地圖成與吳大彦拈韻共賦

披圖寧歎小吾東 / 千載檀箕尙有風

山連渤海關防壯 / 地擅膏腴歲穀豊

封疆始大三韓後 / 畿甸最尊八域中

直從几案探形勝 / 出戶何須轍迹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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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자 미상 / 필사본 / [1630~1637] / 34.8×20.6cm / 1책 / 규-007

규남 선생의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의 필사본으로 

1500년대 후반에 편찬된 것을 기초로 1630~1637년 사이쯤에 필사하였다. 

대동폭원
 大東幅員

하백원 / 필사본 / 1811 / 36.5×24.0cm / 1첩 / 규-003

정상기 선생의 지도 계통을 입수하여 규남 선생이 1811년에 필사한 지도첩으로 조선전도인 

중형의 ‘동국전도東國全圖’를 앞쪽에, 8장의 대형 분도分圖를 뒤쪽에 넣어 제책하였다.

동국지도
 東國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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냇물을 논이나 밭에 대서 농사

를 짓기 위한 관개농업은 하천

이 있는 모든 문명권에서 오랜 옛

날부터 다양한 형태로 발달해 왔습

니다. 그리고 밭농사뿐만 아니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논농사가 발달한 우리나

라에서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자연스러운 원리를 주로 이용하여 하천의 상류에 뚝洑을 

막거나川防 작은 못堤堰 또는 대형의 저수지를 만든 후 길고 

좁은 도랑을 통해 낮은 곳에 층층이 만들어져 있는 논으로 물을 

대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산

이 많으며 골짜기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지형에서 상당히 효율적

이고 과학적인 관개 방식으로,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 

상 낮은 곳의 냇물을 높은 곳의 논으로 퍼 올려 물을 대는 수차水

車가 발달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105) 

다만 그런 방식으로도 물을 대지 못할 정도로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하천에 흐르고 있는 낮은 곳의 냇물을 퍼 올려 논농사에 이용하

지 못하는 현상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

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나 기

계가 계속 있어왔고, 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

습니다. 규남 선생의 자승차는 그런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

데,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양수기였

다는 점에서 선생의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이 지금까지 빛나는 것입

니다. 선생이 왜 자승차를 만들려고 했는지, 어떤 책과 자료를 보았

는지,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에 대해

서는 『자승차도해』의 가장 앞쪽에 선생이 자

승차를 만들게 된 과정에 대해 직접 써

놓은 「자승차도해설自升車圖解說」을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106)

103 _ 『규남문집』권5, 잡저(雜著)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04 _ 승(升)의 뜻은 ‘곡물의 양을 헤아리는데 쓰는 그릇’으로 우리말 이름은 ‘되’인데, 여기서는 물을 퍼 올려 ‘대다’는 우리말에 대

해 한자의 뜻을 따서 표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05 _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등 평지가 광활하게 펼쳐진 문명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지형의 경사를 이용하여 하

천의 물을 논밭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의 물을 직접 퍼 올려 공급하는 수차(水車)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평지 

문명 지역에서 수차가 발달했다는 것과 산과 골짜기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수차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순 비교하면서 우

리의 관개 기술이 낮다고 단정하면 기후와 지형의 차이에 따른 관개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견해이다.    

106 _ 해석은 최근에 번역이 완료된 『규남문집(圭南文集)』의 것을 일부 용어만 알아보기 쉽게 바꾸어 수록하였다.

자승차도해,
실학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다

규남 선생이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利用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백

성의 생활을 나아지게 한다厚生’란 뜻의 이용후생利用厚生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한 

실학자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저술이 『자승차도해自升車圖解』103)입니다. 여기서 자승

차自升車란 논농사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흐르는 냇물의 힘을 이용하여 낮은 

곳의 냇가에서 ‘물을 스스로自 퍼 올려 지대가 높은 논으로 대주는升104) 기

계車’란 뜻으로 요즘 말로 하면 자동양수기입니다. 그리고 도해圖

解는 자승차의 원리에 대한 ‘그림 설명서’란 뜻으로, 자신뿐만 아

니라 자승차를 만들어 사용하고 싶은 다른 사

람들을 위해 상세한 설명서까지 써서 제시한 

선생의 꼼꼼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승차 복원 모형 (옆면)

자승차 복원 모형 (앞면)

요즘 말로 하면 

자동양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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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水車의 종류는 그 제도가 일정하지 않으니, 『농정전서農政全書』107)·

『천공개물天工開物』108)·『삼재도회三才圖會』109) 와 같은 여러 책에서 고증할 

수 있다. 옛날 삼대三代110) 이상에는 겨우 길고桔橰111)가 있었는데, 한나

라ㆍ위나라 무렵에 비로소 번차飜車112)가 있었다. 진나라ㆍ당나라 이후

로는 제작하는 사람이 많아 각자 방법을 고안하였다. 『태서수법泰西水

法』113)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가장 정교해졌으나, 내가 연구하고 고증해 

보니 불편한 곳이 많았다. 『주례周禮』에 「동관冬官」114)이 없어지지 않았다

면 아마 논밭 사이의 도랑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기구가 있어서 백공

百工의 관직에 나란히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분명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기구가 사람의 힘을 덜어주고 백성의 풍속을 이롭게 한다

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용골龍骨115)은 쉽게 터지거나 찢어지며, 나전螺轉116)은 운용하기

가 불편하며, 옥형玉衡의 제주提柱117)는 오르내리거나 비스듬하거나 곧

게 움직일 때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을 면치 못하며, 괄차刮車118)의 바퀴

는 통槽을 따라 벼랑을 올라가지만 높은 곳을 넘어가기 어려우니, 모

두 흠을 지니고 있다. 돛대 바람으로 물을 막는 방법은 사람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는 않지만 원리가 또한 번잡하고, 홍흡虹吸119)의 기술은 

가장 오묘하지만 많이 취할 수가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기구는 매우 졸렬하고 또 반드시 사람이나 가축의 힘을 빌려야 하므

로 곧바로 피로하여 그만 두게 된다. 비옥한 들판과 기름진 토양이 지

세가 조금만 높으면 열흘의 가뭄에 이미 타 들어감을 걱정해야 하니, 

백성들이 양식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도 괴이할 게 없다. 

  요사이 나는 책을 읽는 여가에 여러 서적들을 살펴보다가 천 번 생

각한 끝에 터득한 바가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을 창안하여 완성시키고, 

‘자승차自升車’라 이름을 붙여 사람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이익

을 얻게 하였다. 대저 물의 성질은 가운데가 채워지기 때문에 빈 곳

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떤 물건이 막으면 물은 나아갈 수 없다. ‘물이 

아래로 나아간다’ 함은 물이 위아래로 나뉜다는 것이 아니라 빈 곳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샘물이 아래에서 솟아나와 위로 넘치는 것을 보

면, 사람이 물을 인도하여 격동시켜 노하게 할 수 있고 빨아들여 취

할 수도 있으며 몰아서 올라가게 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 이 수차즉 자승차는 다섯 방향을 채우되 가운데를 통하게 하고 

위를 비워두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나가는 것이 없

어 저절로 빈 곳을 따라 위로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이마를 지나 산

에 있는’120) 것이니 물의 성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수차를 ‘자승自升’

이라 명명한 것은 실로 물의 성질을 따랐기 때문이고, 이에 상세히 그

림 설명서圖解로 드러내어 농부들에게 보게끔 한다. 온 나라 사람들이 

이를 본떠 행하여 월나라粤의 호미鎛이나 연나라燕의 함函처럼 여긴다

면,121) 족히 풍속을 이롭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수차의  정

밀하고 오묘한 기술을 그림 설명서圖解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곳이 있

다면 정교함을 터득한 사람이 기술해 주기를 깊이 바란다. 

경오년1810, 순조10 5월에 사촌 산인沙村散人122)이 쓴다.  

107 _ 명나라의 서광계(徐光啓)가 편찬한 농서(農書)다.

108 _  명나라의 송응성(宋應星)이 편찬한 산업기술서다.

109 _ 명나라의 왕기(王圻)가 저술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110 _ 중국의 고대 국가인 하(夏)·은(殷)·주(周)를 가리킨다.

111 _ 두레박과 돌을 양 끝에 매달아 물을 퍼내게 만든 기구로 우리말로는 

두레박틀이라고 한다.

112 _ 하루 종일 스스로 회전하며 물을 퍼 올리는 수차(水車)로 우리말로는 

물자애라고 한다. 

113 _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우르시스(Ursis, 熊三拔 , 1575∼

1620)가 서양식 농사법을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 1612년 북

경(北京)에서 6권으로 간행되었다. 

114 _ 주나라 때 핵심적인 여섯 관리 중의 하나로 토목공사(土木)와 건축

(工作)의 일을 맡아보았다.

115 _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리는 기계 중의 하나인 용골차(龍骨車)의 발판

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발로 밟아 회전시켜 물을 끌어 올린다.

116 _ 나선 모양으로 만들어 물을 퍼 올리는 것.

117 _ 옥형은 옥형차(玉衡車)라고도 하는데 우물에 고인 물을 푸는 용기이

고, 제주는 옥형차의 부품으로 기둥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물이 이 기둥을 통

해 항상 올라온다.

118 _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119 _ 굽은 관을 통해 물의 압력을 이용하여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옮기는 기구로 흡룡(吸龍)이라 하기도 한다. 

120 _ 『孟子 告子上』에 나오는 “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다. 지금 

저 물을 튀겨서 이마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고, 세차게 힘을 가하여 산에 

옮길 수 있다. 이것이 물의 성질인가? 그 형세가 그러한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성질이 또한 물과 같다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今夫水 搏而躍之 

可使過顙 激而行之 可使在山 是豈水之性哉 其勢則然也 人之可使爲

不善 其性亦猶是也〕”에서 따온 말이다.

121 _ 월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호미나 연나라 사람들이 많이 착용하

는 갑옷처럼 일상 도구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보인다.

122 _ 하백원 선생이 자신을 동복현 야사촌(野沙村)에서 쓸모없이 살아가

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다.

하백원 / 필사본 / 1810 / 20.4×15.0cm / 1책 / 규-005

자승차自升車란 논농사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흐르는 냇물의 힘을 이용하여 낮은 곳의 

냇가에서 ‘물을 스스로自 퍼 올려 높은 곳의 논으로 대주는升 기계車’란 뜻으로 요즘 말로 하면 

자동양수기이고, 도해圖解는 자승차의 원리에 대한 ‘그림 설명서’란 뜻이다.

자승차도해
 自升車圖解

자승차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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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지를 유람하며 
심신을 수련하는 전통을 담아내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멋진 풍경이 있는 자연의 경승지景勝

地를 단지 구경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사

회의 질서와 원리를 되새겨보는 심신 수련의 대상으로 여

겼습니다. 그래서 경승지에 대한 유람은 하나의 유행이었

고, 그 과정에서 시를 짓고 유람기를 남기는 것은 조선 선

비가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전통 중의 하나였습니다. 규남 

선생과 증조 할아버지인 하영청 선생, 4대조 할아버지인 

하성구 선생이 60년 단위로 세 번에 걸쳐 적벽을 유람하

며 지은 시 모음집인 『적벽삼유록赤壁三遊錄』을 남긴 것도 이

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과 관

련하여 규남 선생이 남긴 최고의 작품은 『해유시화첩海遊詩

畵帖』입니다. 

규남 선생은 1841년에 충청도의 석성현감으로 부임하여 

공납세에 대한 아전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 거두어들

인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선정을 베풀었습니

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토호의 사주로 충청도의 보령현으

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유배 생활 중에도 보령현의 선비

들과 교유하며 많은 시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843

년 4월 15일에는 이병중·이우명·조순영·이우정·심사숙 

선생 등 다섯 분의 고을 선비들과 배를 타고 솔섬松湖과 고

만高巒을 거쳐 황학루黃鶴樓를 구경하였고, 한산사寒山寺에서 

하루 묶은 후 영보정永保亭까지 유람하였습니다. 이때 앞의 

다섯 분과 선생 등 여섯 분이 시를 짓고 그림에 뛰어난 능

력을 갖고 계신 선생이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든 시화첩이 

바로 『해유시화첩』입니다.

보령 유배지로 떠나면서

하찮은 정성으로 임금 은혜 갚지 못했는데

견책도 외려 가벼워라 바닷가로 귀양 가네

보령에는 명승지 많다는 말을 들었으니

귀양살이 되려 무릉도원 얻은 격이로세

중양절에 보령 현감 이응오 정서가 찾아와 

얘기를 나누는데 장전의 직장 신재진이 

때마침 도착하기에

현감은 가마 타고 오는데

장전은 술을 싣고 오는군

중양절 기꺼이 모임 열어

먼 나그네 회포를 풀어주네

지게 밖은 가을하늘 가깝고

동이 앞엔 산골 해 저무네

신성(新城)도 되려 즐길 만하니

어찌 망향대를 읊조리랴

發保寧配所之行

涓埃未報九重天

恩譴猶輕瘴海邊

聞說新城多勝槩

謫居還得上淸緣

重陽日主倅李應五鼎敍來話長田申直長在晉適至

太守肩輿到

長田載酒來

重陽堪作會

遠客爲寬懷

戶外秋霄近

樽前山日催

新城還可樂

寧賦望鄕臺

123 _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충청남도의 부여군과 논산시에 통합되었다. 조선시대

의 범위는 부여군 석성면 전체와 부여읍의 현북리, 논산시의 성동면 전체에 걸쳐 있었고, 

중심지는 석성면의 석성리에 있었다.

124 _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남포현을 합해 충청남도의 보령군이 되었다. 조선시대

의 범위는 현재의 보령시 시내, 오천면, 주교면, 주포면, 청라면, 청소면에 걸쳐 있었고, 

중심지는 주포면의 보령리에 있었다.   

125 _ 해석은 최근에 번역이 완료된 『규남문집(圭南文集)』의 것을 일부 용어만 알아보기 

쉽게 바꾸어 수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대동여지도』(한고조61-1) 위 충청수영과 앞바다

일제강점기 1:5만 지형도 위 충청수영과 앞바다

(출처 : 종로도서관 홈페이지)

해유시화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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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백원 편 / 필사본 / 발행년 불명 / 23.2×14.0cm / 1책 / 규-006

규남 선생이 유배지인 충청도 보령현의 선비 다섯 명과 함께 충청수영의 앞바다를 유람하며 

함께 지은 시와 선생이 직접 그린 그림 3편을 수록한 시화첩이다.

해유시화첩
 海遊詩畵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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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설치 등)’에 따른 국내 유

일의 국가대표도서관National Library이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모든 완성형 국내자료를 

망라적網羅的으로 수집·정리하여 영구 보존하면서 규정된 절차를 밟아 열람을 요청하

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용시키는 것을 설립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많이 이

용되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지역주민·교수·교사·학생, 설립단체의 구

성원, 장애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용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

는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126)·특수도서관 등의 비非국가대

표도서관과는 차별화된 국가대표도서관만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

관의 보존 기능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이용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영구 보존용 1권과 

열람용 1권 등 2권만 수집하는 것을 원칙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서는 희

귀성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구입購入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고서를 구입할 만큼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고서를 담당

하고 있는 도서관연구소의 고전운영실에서는 확보된 구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

재적·연구적 가치가 높은 자료, 우리 도서관 미소장 자료란 두 개의 큰 원칙에 의거

해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개인·문중·서원·사찰 등의 민간 부분에 아직도 엄청난 양의 고서가 

분산 소장되어 있는데, 도난 위험과 비싼 보존비용으로 인

해 자료의 훼손과 멸실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꾸준한 조

사와 접촉을 통해 고서의 소장자 및 소장기관에게 국립중

앙도서관으로의 기증寄贈을 요청하는 수증受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자료를 기

증한 경우 심사를 거쳐 개인문고를 설치하여 10년 간 운영

하며, 청구기호 앞에 소장자 및 소장기관이 요구하는 이름

이나 호를 넣어주어 국가대표도서관에 기증했다는 자부심

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입과 수증을 통해 국내외의 기관 및 

민간에 소장된 엄청난 양의 고서 원본을 모두 수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소장 자료의 

경우 원본과 유사한 수준의 영인본을, 국내 다른 기관 소

장 자료의 경우 마이크로필름을 제작·수집·등록하여 이용

자들에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28) 또한 고지

도처럼 색상까지 담아내야 하는 자료의 경우 이미지파일을 

제작·수집하여 이용자들이 원본의 모습에 가까운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문중·서원·사찰 등 국내의 민간 부분에 소장

된 모든 고서의 정보를 구입·수증·영인을 통해 이용자들

에게 제공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거의 불가능하

고, 소장자 또는 소장 기관 중 구입·수증·영인 자체를 꺼

리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도난 위

험을 없애기 위해 고전운영실에서는 소장자의 동의를 얻어 

소장 모든 고서에 대한 조사·분류·정리를 수행하고 사진 

촬영 및 스캔을 통해 원색 이미지의 디지털 파일을 제작하

여 그 결과물을 소장자에게 제공하는 민간소장고문헌발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이 요구하는 단 하나의 조건은 소장자에게 제공한 모든 정

보를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전운영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129)에 

업로드 시켜 국내외의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고서와 고문서를 보존해온 규남 하백원가家는 

2013년 여름에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의 민간소장고

문헌발굴사업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1월

에 정식으로 소장 고서 36종 44책과 894점의 고문서에 대

한 사업을 고전운영실에 요청하였고, 2014년 12월에 서지 

및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에는 목록집인 『규남박물관 고서목록圭南博物館 古書目錄』이 

발간되어 하백원가에 제공되었고, 3월에는 고서 24종 27책

과 고문서 1점에 대한 추가 사업을 요청하여 11월에 모두 완

료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문헌 소장 개인·단체·기관

의 요청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기탁寄託된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맡아 보존해주는 수탁受託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 제도는 자료의 영구 보존이 의무인 국가대표도서

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이 도난 위험과 비싼 보존비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고문헌 소장자의 어려움을 해결

해주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는 기

증寄贈과 달리 기탁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반환을 요구하

면 언제라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소장 고서와 고문서의 도난 위험과 비싼 보존비

용으로 어려움을 겪던 하백원가는 민간소장고문헌발굴사

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탁 제도를 알

게 되었고, 2015년 3월 12일에 7종 11책을 제외한 고서 53

종 60책과 고문서 895점에 대한 기탁을 정식으로 요청

하였습니다. 수탁 기간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3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였

고, 이후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 자료에 대해 소중한 

기탁 결정을 해주신 하백원가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연구자를 포함한 국

민들의 자유로운 열람과 영구 보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126 _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3대 국립도서관으

로 회자되는 국회도서관과 법원도서관은 설립 목

적의 측면에서 볼 때 국회와 법원이란 전문기관의 

이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정리하

여 이용시키는 전문도서관에 해당된다. 

127 _ 여기서 희귀본(稀貴本)이란 ① 현재의 이용

률이 저조하여 비국가대표도서관에서 잘 수집하

지 않는 자료 ② 간행시기가 오래되어 비국가대표

도서관에서 잘 보존하지 않은 자료를 가리킨다.  

128 _ 2013년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37개 기

관의 약 9,710여 책을 영인 수집하였고, 국내 5개 

기관에서 8만여 책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수집

하였다.

129 _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는 도서

관·박물관 등 국내 56개, 국외 37개 기관에 소장

된 고서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소장고문헌발굴사업과 수탁제도, 

하백원가와 국립중앙도서관이 만나다

업무 업무 국가대표도서관 비(非)국가대표도서관

수집

방법 망라적網羅的 선별적選別的

기준 없음 이용률

양 보존용 1권·열람용 1권 필요에 따라(0~20권 등 다양)

 정리 장서의 양과 종류에 따라 적합한 정리방법 개발

보존

대상 모든 자료 선택

기준 의무 선택

기간 영구 선택

이용
주체 모든 국민 설립 목적에 따른 범위

주대상 희귀본127) 위주 이용률이 높은 현재 자료 위주

국가대표도서관과 비(非)국가대표도서관의 업무 비교

https://www.nl.go.kr/korcis/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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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자료명 편저자명 판종 발행년 책수 일련번호 및 청구기호

1 진양하씨역대유록 하정익 편 목활자본 1772 1책 규-037

2 본성계첩 하백원 편 필사본 [1800] 1책 규-028

3 하씨문중사실 하옥 씀 필사본 1844 1책 규-027

4 금사집 하윤구 필사본 미상 1책 규-039

5 병암유고 하영청 필사본 미상 1책 규-009

6 병암만록 하영청 필사본 미상 1책 규-010

7 병암기 하영청 필사본 미상 1책 규-016

8 적벽삼유록 미상 필사본 미상 1책 규-015

9 동복지 송극면 등편 목활자본 1915 1책 규-032

10 복천서지 미상 필사본 미상 1책 규-034

11 규남선생유집 하백원 필사본 미상 5책 규-001

12 규남문집 하백원 석판본 1946 3책 규-008

13 사촌만록 하백원 필사본 미상 1책 규-011

14 사촌뇌어 하백원 필사본 미상 1책 규-013

15 황도총성도 戴進賢 동판본 1723 1첩 古731-3

16 황도총성도 하백원 필사본 미상 2장 규-004

17 태서회사이마두만국전도 하백원 필사본 1821 1장 규-002

18 대동폭원 미상 필사본 미상 1책 규-007

19 동국지도 미상 필사본 1811 1첩 규-003

20 자승차도해 하백원 필사본 1810 1책 규-005

21 해유시화첩 하백원 편 필사본 불명 1책 규-006

도록 수록 자료목록

※ 일련번호 ‘규-○○○’ 형식으로 표시된 규남 하백원가 소장 모든 자료의 서지사항과 원문 이미지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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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강좌

규남 하백원이 만든 

과학기구 ‘자승차(自升車)’

규남 하백원의 

실학사상



69

규
남 

하
백
원
의 

실
학
사
상

 68

규남 하백원이 만든 
과학기구 ‘자승차(自升車)’

고문헌강좌

 본 글은 정동찬, 윤용현, 윤광주, 2007. 「자승차의 復元 및 實驗硏究」 『규남 하백원의 실학사상 연구』; 박호석, 2007. 「자승차의 기구학적 

구조와 성능에 대한 고찰」 『규남 하백원의 실학사상연구』(경인문화사, 2007)에 수록되어 있는 논고를 발췌하였다.

Ⅰ. 머리말

 윤용현(국립중앙과학관)·정동찬(국립중앙과학관)

박호석(농촌문화연구소)·윤광주(복원전문가)·윤명균(복원전문가)

수차(水車)는 한발에 대비한 양수기로서 관개 수리 

사업에 쓰이는데, 수차는 풍차(風車)와 더불어 증기기

관이 발명되기 이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장치였

다. 수차는 그 용도에 따라 정곡(精穀)과 제분용 물레

방아의 동력으로서, 그리고 관개의 수리용의 물레바퀴

로서 각각 이름을 달리해서 불렸다. 

우리는 예로부터 벼농사를 생업으로 해 왔다. 처음에

는 밭벼농사를 짓다가 논농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절실

한 문제는 어떻게 물을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지금

도 가뭄이 계속되면 논물을 끌어들이는데 긴급대책을 

세우고, 기우제를 지내기까지 한다. 물을 퍼올리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개발한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맞두레, 용두레, 무자위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석유나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퍼 올리는 양수기가 나오

기 전까지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도구로서 전

근대사회에서 첨단 양수기 역할을 톡톡히 하던 것이다.

이번에 다루는 하백원의 자승차(自升車)는 오늘날의 

양수기라 할 수 있는 자동기계장치로, 규남이 30세 되

던 해인 1810년 자승차(自升車)를 발명, 가뭄에 시달리

던 농촌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자승차도해(自升車

圖解)>에서 “땅이 비옥한데도 열흘만 비가 오지 않으면 

높은 지대의 곡식이 말라 죽고 흉년이 들기 때문에 이

를 활용, 밤낮으로 물을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

고 말하고 있어 대민 규휼정신이 가득 배어 있음을 살

펴볼 수 있다. 

규남의 자승차(自升車) 조선 세종대에 발명한 자격루

(自擊漏) 이후 시도 된 자동화 기기라는 점에서 그 의의

가 매우 큰데, 그 작동원리의 핵심은 강물의 유속을 이

용하여 수삽(터빈)을 돌리고 이 수삽의 회전력으로 수

저를 들어 올림으로써 물을 퍼 올리는 것이다. 

자승차는 다양한 과학원리를 활용한 높은 수준의 

양수과학 장비이며, 본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

작자가 유체역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장비이다. 강물의 흐름을 

활용하여 수차를 회전시키는 것은 요즘 터빈(Turbine)

을 이용한 수력발전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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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차(水車)의 역사적 배경 

1. 수차의 발전과정 

물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키며, 이 회전운

동을 직선운동으로 전환하는 쌍륜이란 장치는 오늘날

의 치차전동장치의 일종인 랙(rack)과 피니언(pinion)과 

같은 원리를, 빠른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소접륜과 대

접륜은 일종의 감속원리를 적용하는 등 당시 과학기술 

수준을 감안 할 때 매우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규남 선생은 자승차(自升車)를 발명하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 51년 빨리 <동국지도>를 제작했으며, 

<천문도>, <계영배> 를 만드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

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학자들에 비해 제대로 평가를 받

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실용 과학

자’로 평가받고 있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규남 하백원 

선생의 「자승차도해」에 대한 분석과 복원, 실험연구 그

리고 자승차의 구조와 작동원리 등 과학기술의 우수성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벼농사 재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청동기시대 이래 농경사회에서 물을 이용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불가피하였으며, 수전경작 이후 필연적으로 

수리(水利)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수리관개(水利灌漑)시

설을 촉진시켰다. 

우리 겨레가 언제부터 수차를 사용했는지는 분명하

지 않으나, 5∼6세기 무렵으로 추측된다. 즉 610년 고

구려의 승려 담징(曇徵)이 일본에 건너가서 연자맷돌을 

만들었다는 사실(史實)이 있으며, 이것은 수차의 일종

일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에서 수차(水車) 이용에 

관해서는 고려 공민왕 1년에 첫 기록을 볼 수 있다.1) 

수차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

인 것은 ‘용골차’와 ‘통차’이고, 16세기 이후에는 ‘용미차

(龍尾車, Archimedes screw)’와 ‘옥형차(玉衡車)’ 같은 

서구식 수차가 도입되기도 했다. 

고려 말 이래로 ‘수차’라면 일반적으로 ‘용골차’, 즉 ‘번

차’로 우리말로 ‘물자애(위)’라고 한다. 그것은 중국에서 

한대(170년경)에 발명되어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들어 

왔다.

용골차는 하천이나 저수지와 같이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대야 할 곳까지 나무통(樋)을 걸어 건네고, 한편 

용골판(龍骨板)이라고 부르는 네모난 판을 이은 연속된 

고리를 만들어 그것을 나무통 속에 꿰어 빙빙 돌려 그 

회전에 의하여 용골판이 물을 끌어 올리도록 만든 것이

다. 회전동력으로는 수전(手轉)·족답(足踏)·축력(畜力)·

수전·수차 등이 두루 사용되었는데, 조선 초기까지는 

주로 족답의 번차가 많이 쓰인 것 같다. 우리말로 번차

를 ‘물애’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그것은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오늘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양수 시설로는 맞두레, 

용두레, 수차(무자위), 물풍구 등이다. 이러한 도구의 

제원을 살펴보면, 먼저 맞두레2)(사진 5)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로 두 사람이 양쪽에서 새끼줄에 매단 두레

박을 이용하여 물을 퍼올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두 사람이 필요하고 힘도 많이 든다. 그래서 혼자서도 

쉽게 물을 퍼올릴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 용두레이다.

용두레3)사진 6)는 긴 장대를 삼각뿔 모습으로 세우

고 그 사이에 나무를 파서 만든 기다랗게 생긴 두레박

을 새끼줄로 매달고 지렛대 원리를 활용하여 혼자서도 

힘들이지 않고 물을 퍼올리는 장치이다. 이 삼각뿔 장

대는 요즈음 카메라의 삼각대처럼 자유자재로 그 높이

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삼각구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이 발달되어 발로 밟아 물을 퍼올리

는 수레바퀴 모양의 무자위를 만들어 내었다. 

무자위4)(사진 7)는 수레나 물레의 바퀴 모양으로 한 

개의 축을 중심으로 주위에 많은 나무판(발판) 날개를 

나선형(螺旋形)으로 붙이고, 중간 가장자리 부분에 물

길을 내었다. 사용방법은 먼저 발판이 물에 잠기도록 

설치한 뒤 받침대 끝에 설치되어 있는 긴 작대기 2개를 

잡고 올라서서 발로 나무판을 밟고 걸으면, 바퀴가 돌

면서 물을 퍼 올리게 되는데, 퍼 올려진 물은 물길을 통

해 앞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하여 낮은 곳에 있는 물

을 높은 곳의 논이나 밭에 끌어 올린다.

이 무자위는 물레방아의 원리와 비슷하지만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대신에 거꾸로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물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다르다. 특히 무

자위는 논이나 밭의 높이가 물의 높이보다 더 높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너른 들이나 평야지대에서 많이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염전에서는 바닷물을 퍼 올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자위와 함께 풀무의 원리를 이용하여 통 

안에 장치된 피스톤을 왕복시켜서 물을 품어내도록 한 

물풍구(사진 8)가 사용되었다. 이 물풍구는 굵은 대나

무의 속을 파내거나 판자로 통(실린더)을 만들고, 그 속

에 활대(피스톤)를 끼워 사용하였는데, 시간당 10~20

톤의 물대기를 할 수 있었다. 요즈음의 양수기도 전기모

터를 이용한 고속회전으로 많은 물을 쉽게 퍼 올릴 뿐 

그 기본원리는 옛 도구들과 똑 같다.
1 _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11년(1362)에 밀직 제학(密直提學) 백문보(白文寶)의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강회(江淮: 중국의 양자강과 회수 

지방) 백성이 농사를 지으며 수한(水旱)을 근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로지 수차(水車)의 힘입니다. 우리 동방 사람은 논에 경작하는 자가 반드시 

봇도랑에 물을 끌어넣기만 하고, 수차로 쉽게 물을 대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 밑에 도랑이 있어 한 길[丈]의 깊음이 채 되지 못하는데도 

내려다보면서 감히 퍼 올리지 못하니, 이로써 묵은 논이 열에 항상 여덟아홉이 됩니다. 마땅히 계수관(界首官)에게 명하여 수차를 만들되, 교공[

巧工: 솜씨가 있는 공인(工人)]으로 하여금 모양을 본떠서 민간에 전하게 한다면, 이는 가뭄에 대비하고 묵은 땅을 개간하고 첫째의 계책이며, 또 

백성이 파종과 모심기에 겸하여 힘쓰게 되면 한재를 방비하고 곡종(穀種)을 잃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 하였다. 

2 _  정동찬, 유창영, 홍현선, 윤용현, 「겨레과학의 발자취(Ⅱ)」(국립중앙과학관, 1996), 56~57쪽. 

3 _ 위의 책, 60~61쪽.

4 _ 위의 책, 58~59쪽.

<사진 5> 맞두레   

<사진 6> 맞두레   

<사진 7> 무자위  

<사진 8> 물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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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퍼 올리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개발한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러한 양수도구를 보급하려는 노

력 또한 꾸준히 이루어 졌다. 수차에 대한 보급의 노력

은 고려시대의  고려사,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朝鮮

王朝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의 기록으

로 알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수차가 우리 문헌에 처음 나타난 것은 「고려사」(高麗

史 食貨 二, 農桑, 恭愍王 11年倏)인데, 그 해에 백문보

(白文寶)가 건의하기를 “중국 강회(江淮: 江南) 백성이 

농사를 짓되 수차의 편리함을 알지 못하여 논 아래에 

개울이 있어 한 길 깊이가 되지 않는데도 내려다보면서 

감히 위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황무지화 하는 것이 십중팔구입니다. 모름지기 

계수관(界首官)에 명하시어 수차를 만들어 민간에 전하

시면 한황(旱荒)에 대비하는 최상책이 될 것입니다.”라

고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강남에서 쓰고 있던 수차법을 도입

하고자 한 것은 고려 때의 일이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서도 이러한 노력은 지속 되었다. 1429년(세종11) 12월에 

일본에 통신사로 갔다 온 박서생(朴瑞生)이 제출한 보

고서는 조선의 수차제조에 큰 자극을 주었다. 그가 일

본에서 보고 온 수차는 수세(水勢)를 이용하여 자전(自

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급류에 가설하면 자

전하지만 만수(漫水)에 가설하면 자전하지 않아도 발로 

밟아야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세종 11년(1429

년)에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통차’는 종래의 족답식보다 

훨씬 효율적이어서 ‘자격수차(自激水車)’라고 불리었고, 

이때부터 종래의 수차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하여 ‘당수

차(唐水車)’라 하고, 통차를 일본에서 들여왔다 하여 ‘왜

수차(倭水車)’라 했다. 성종 때부터 연산군 2년(1496년)

에는 최부(崔溥)가 중국에서 보고 온 수전수차를 보급

시키려고 노력했고, 연산군 8년(1502년)에는 전익경이 

정교하고 능률적인 수차를 만들었다고 하며, 명종 15년

(1546년)에도 중국의 수차를 보급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기록들이 실록에 나타나 있다.

효종(孝宗) 원년(1650)에 비변사(備邊司)에 하교하기

를, “연심(燕瀋: 북경과 심양)의 관개에 쓰는 것은 수차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制度)에 전연 어

두워서 가까운 거리에 비록 콸콸 흐르는 물이 있을지

라도 지세(地勢)가 조금 높으면 어찌하지 못한다. 농사

는 천하의 큰 근본인데, 그 기구의 편리하지 못함이 이

와 같으니, 이제 공장(工匠)으로 하여금 그 제도를 만

들게 하여 만약 그것이 쓸 만하면 외방(外方)에 전파(傳

播)시켜 농사를 권장하는 데 한 가지 도움이 되게 하

라.”는 교지를 내린 기록이 있다. 숙종 때에도 물리학자 

이민철(李敏哲)이 성능이 좋은 수차를 만들어 숙종 9년

(1683년)에 보급하였으나 역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

다. 영·정조대에 이르러 서양계 수차인 ‘용미차’를 중국

에서 들여왔다.

정조(正祖) 7년(1783)에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이 이

조참판(吏曹參判) 이경양(李敬養)의 상소를 빌어 “수차

(水車)의 기계를 만드는 것이 진실로 관개에 큰 이익이 

되므로, 중국에서는 논농사에 오로지 이것에 의지하

여 백성이 가뭄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그 이익을 

보게 되는데, 곧 듣건대, 우리나라는 그 제도를 모방해 

와서 능히 반포해 시행하지 못하고 혹은 도(圖)를 상고

하여 사사로이 만든 자가 있는데도 이미 조정의 영(令)

이 없어서 시험해 쓰지 못한다고 하니, 곧 강구(講求)하

여 널리 펴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수차는 농사일에 도움

이 있고 만드는 것은 곧 사사로이 만든 것이 있으니, 먼

저 세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그 사사로이 만든 것을 가

져와서 모방해 만들어 시험해 쓰도록 하자”는 건의를 

하여 시행토록 한 바 있다. 고종(高宗) 광무(光武) 2년

(1898)에는 수륜과(水輪課)를 설치하여 관유(官有)와 민

유(民有)를 물론하고 높고 건조한 땅에 수륜(水輪)을 설

치하여 포(浦)를 파고 방죽을 쌓아, 개간하고 관개(灌

漑)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이익을 보도록 하였다.

이렇듯 세종대의 자격수차의 권장책과 정약용(丁若

鏞) 등 실학자에 의한 부단한 이웃나라의 앞선 수차의 

제작기술 권장은 주목할 만하였다. 

이와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차는 농민들에

게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그것은 무엇

보다도 농민들의 가난 때문에 새로운 수차를 만들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또 다른 이

유는 우리나라의 지세(地勢)와 자연조건으로 볼 때 대

체로 천수로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상례(常例)이고, 가

뭄이 심할 때에는 수차를 돌릴 만한 물이 흐르지 않았

기 때문에 사실상 쓸모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다. 또

한 수차의 보급이 어려웠던 다른 문제들 중에는 자재의 

문제, 즉 수차 제작에 쓰일 목재가 우리나라에는 흔하

지 않았다는 것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질이나 

우량의 면에서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은 수전농업에 있어

서 보(洑)나 제언(堤堰)을 발전시켰고, 벼 재배는 그러한 

시설로 족하였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수차의 제작은 절

실한 문제로 요청될 수 없었고 더욱이 벼 재배는 부종

법이 주여서 파종기의 물 문제는 이로써 어느 정도 조

정할 수가 있었다. 특히 이러한 사정과 견주어 일반 백

성들이 수차에 관심이 적은 것을 한탄하는 조선중기 실

학자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수광(李睟光)이 말

하기를, “중국 수차(水車)의 제도는 위(魏)나라 마균(馬

均)이 비로소 창조(創造)하였는데, 전토(田土)의 관개(灌

漑)에 가장 유익하여 천하에 통하여 사용할 만하다. 지

난번에 양만세(楊萬世)가 일본에 가서 그 제도를 얻어 

왔는데 지극히 편리하였지마는,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

이 옹졸하여 연습해 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애석한 

일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인에도 그런대로 가장 잘 보급된 

것이 ‘답차(무자위)’라는, 발로 밟아 돌리는 물레바퀴였

다. 그것은 간편하여 제작비가 적게 들고 한 사람이 밟

아 돌리는 데도 ‘두레(맞두레)’나 ‘용두레’보다 효율적이었

기 때문이었다. ‘답차(踏車)’는 지금도 삼남(三南) 지방에

서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차이며, 염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수차의 개량과 보급

Ⅲ. 자승도해(自升圖解)

1. 자승차도해설(自升車圖解說)5)

수차(水車)의 종류는 그 제도(制度)가 한결같지 않

다. 예컨대, 「농정전서(農政全書)」6)와 「천공개물(天工開

物)」7), 「삼재도회(三才圖會)」8) 등 여러 책에서 고증(考證)

할 수 있다. 예전 삼대(三代) 이상에는 겨우 길고(桔橰)

가 있었을 뿐이고, 한(漢)·위(魏)의 무렵에는 비로소 번

거(飜車)가 있었다. 진(晉)·당(唐) 이후로 이를 제작하는 

사람이 많아 각자 방법대로 하였다. 태서(泰西: 西洋)의 

수법(水法)이 중국에 전해지자 가장 정교(精巧)해졌으

나 내가 연구하고 고증해보니 불편한 바가 많았다. 

가령 「주례(周禮)」 한 책에 <동관(冬官)>이 망실(亡失)

되지 않았다면 그 또한 구회(溝澮: 도랑)나 물을 끌어 

들이는 기구가 있어서 백공(百工)의 관직(官職)에 나열

5 _아래 <자승도해(自升圖解)>와 함께 「규남문집(圭南文集)」 5권 21판부터 34판에 걸쳐 실려 있다. 

6 _ 명(明)나라 후기의 학자이며 정치가인 서광계(徐光啓)가 편찬한 농서(農書). 활자본. 전 60권. 그가 죽은 뒤인 1639년 진자룡(陳子龍)에 의해 

소주(蘇州)에서 간행되었다.

7 _ 「천공개물(天工開物)」 : 명나라 말기의 학자 송응성(宋應星: 1587~1648 ?)이 지은 경험론적 산업기술서. 3권. 1637년 간행. 상권은 천산(天

産)에 관하여, 중권은 인공으로 행하는 제조에 관해, 하권은 물품의 공용(功用)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8 _ 「삼재도회(三才圖會)」 : 중국 명(明)나라 때에 편찬된 유서(類書). 일종의 백과사전으로서 명나라의 왕기(王圻)가 저술하였다. 1607년에 쓴 저

자의 자서(自序)가 있고, 후에 그의 아들 왕사의(王思義)가 속집(續集)을 편찬하였다. 모두 106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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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아니겠는가? 진실로 있었다. 나는 그런 기구가 

사람의 힘을 덜어주고 백성의 풍속을 이롭게 한다는 것

을 알고 있다. 만일 용골(龍骨)이 쉽게 결렬(決裂)되고 

나전(螺轉)이 운용(運用)하기에 불편하며, 옥형(玉衡)이 

기둥을 잡고 오르내려 비스듬하고 곧은 것이 치우치거

나 기울어짐을 면하기 어렵고 괄거(刮車)가 바퀴를 세워 

조(槽)를 따라 벼랑을 올라가지만 높은 곳에는 이르기 

어려우니, 모두 병통(病痛)이라 하겠다. 

오직 바람을 맞아 돛으로 물을 막는 방법은 사람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는 않지만 제도는 번잡하고, 무지개

로 흡인하는 기술은 가장 기묘(奇妙)하지만 많이 취할 

수는 없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기구는 매우 

졸렬(拙劣)하여 사람이나 가축의 힘을 빌어야 한다. 그

러므로 곧바로 피로하여 그만 두게 된다. 비옥(肥沃)한 

들판과 기름진 토양이라도 지세가 조금 높으면 열흘 정

도만 가물면 타 들어감을 근심해야 하니, 백성들이 식

량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괴이(怪異)한 일이 아니

다. 근래 내가 더듬거리며 책을 읽는 여가에 여러 가지 

서적을 상고해 보다가 천 번 생각한 나머지 얻은 바가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을 창출(創出)하여 완성시키고 ‘자

승차(自升車)’라 이름을 지었다. 사람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물의 성질은 중간이 꽉 차기 때문에 빈 곳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어떤 물건이 막으면 물은 나아갈 수 

없다. 물이 아래로 나아간다는 것은 물이 위로 흐르거

나 아래로 흐르는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빈 곳

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이다. 샘물이 아래에서 솟아나와 

위로 넘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인도함을 알 수 있다. 격

동시켜 노하게 할 수 있고 흡인하여 취할 수도 있으며 

몰아가서 올라가게 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자승차(自升車)는 실로 그 다섯 가지 방법이

다. 중간은 통하고 위는 비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나가는 것은 없으니, 자연히 빈 곳을 따라 

위로 올라간다. 이는 이마를 지나 산에 있으니 비록 물의 

성질이라 해도 옳을 것이다. 수레를 ‘자승차(自升車)’라 한 

것은 실로 물의 성질을 순순히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도해(圖解)를 저술하여 농부로 하여금 보게 하

였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방하여 시행한다면 마치 월

(粤)나라 전(磚)이나 연(燕)나라 함(函)과 같이 한다면 

넉넉히 풍속을 이롭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만일 정미롭고 세밀한 기계의 신묘함은 도해(圖解)에서 

다하지 못한 것은 교묘한 사람이 기술(記述)해 주기를 

깊이 바란다. 경오(庚午: 1810, 순조 10) 중하(仲夏: 음력 

5월)에 사촌 산인(沙村散人)9) 씀. 

9 _ 저자 하백원(河百源: 1781, 정조 5~1845, 헌종 11)이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이서면(二西面) 야사리(野沙里)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

게 부른 것이다. 산인(散人)이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또한 서석산(瑞石山) 규봉(圭峯) 남쪽에 살았기 때문에 호를 규남(圭南)이라 

하였다. 이 당시 규남의 나이는 30세였다. 

10 _ 스스로 물을 대는 기계. 여기서 ‘되 升(승)’자는 훈차(訓借)하여 물을 대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아래 ①-1. 앞의 <자승차도 해설(自升車圖

解說)>과 전후통(前後筒) 설명 마지막 줄 승수(升水: 물을 댄다) 참조. 

2. 자승도해(自升圖解)

② 수륜(水輪)에 속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②-1 축(軸)은 수삽(水箑)과 쌍륜(雙輪)을 설치하는 것이다. 

    ②-2 수삽(水箑)은 물을 격동(激動)시켜 스스로 돌게 하는 힘을 일으키는 것이다. 

    ②-3 쌍륜(雙輪)은 수저(水杵)를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다. 

③ 가(架)에 속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③-1 통가(筒架)는 방통(方筒)과 수륜(水輪)을 설치하는 것이다. 

    ③-2 언조(偃槽)는 흐르는 물을 끌어당겨 수삽(水箑)을 격동시키는 것이다. 

자승차 분석에서 확인되는 치수 단위는 척(尺 ), 촌(寸), 푼(分), 리(厘)이다. 규남 하백원 선생이 활동했던 시대적

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영조척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에서 다루는 치수 환산은 영

조척을 기준으로 하여 1척(尺)-30.6㎝, 1촌(寸)-3.06㎝, 1푼(分)- 0.3㎝, 1리(厘)-0.03㎝로 하였다. 

① 방통(方筒) [그림에는 10분척(分尺)의 1을 이용하였다.] 

자승차(自升車)10)란 기구는 ① 방통(方筒)과 ② 수륜(水輪), ③ 가(架)가 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구비(具備)되어야 수레가 완성된다. 

① 방통(方筒)에 속하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다. 

    ①-1 전후통(前後筒)은 시냇물을 끌어 들이는 것이다. 

    ①-2 후통(後筒)은 고인 물을 위로 퍼 올리는 것이다. 

    ①-3 격판(隔板)은 앞뒤를 격리(隔離)시키는 것이다. 

    ①-4 설(舌)은 수도(水道:물길)를 개폐(開閉)하니 들어오는 것은 있어도 나가는 것은 없도록 한다. 

    ①-5 수저(水杵)는 앞의 통에서 물을 흡입(吸入)하여 뒤의 통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저(底:밑면)1도(圖)  격판(隔板) 4도(圖)

 전(前:앞면) 2도(圖) 설(舌) 5도(圖)

측(側:옆면) 3도(圖)

수저(水杵) 6도(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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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2. 전후통(前後筒)·후통(後筒) 

먼저 목판(木板)<두께 1촌(3.06㎝), 길이 2척 2촌(67.32㎝), 넓이 1척 5촌(45.9㎝)>으로 밑바닥을 만든다. [1도(圖) 각(角)·항

(亢)·저(氐)·방(房)이다. ○ 모든 길이는 목리(木理: 나뭇결)를 따라 올리거나 내림을 말했다. 넓이는 

목리(木理)의 좌우(左右)를 따른다. 높이는 기구의 상하를 따라 말했다. 만일 넓은 판자가 없으면 판

자를 연결해도 무방(無妨)하다. 그 방법은 아래에 부가(附加)해 두었다.] 

목판(木板)을 이용하는데 두께는 위와 같다. 사방 2척 2촌(67.32㎝) 두 조각. [2도(圖) 심(心)·항

(亢)·미(尾)·방(房)] 또 길이 1척5촌(45.9㎝), 넓이 2척 2촌(67.32㎝) 두 조각. [3도(圖) 허(虛)·저(氐)·

벽(璧)·각(角)] 

모두 네 조각을 밑바닥에서부터 위에 까지 사변(四邊)에 교아(交牙: 교

차된 어금니)를 가로로 세우되 그 사각(四角)은 요즈음의 곡(斛: 10말의 용

량) 모양과 같이 한다. 철정(鐵釘:쇠못)으로 사각 및 아래의 사변(四邊)에 긴밀하게 붙인다. 그 안에

는 앞에서부터 뒤까지 좌우 각 6촌(18.36㎝)으로 하고, 밖은 동편에서 서편까지 격판 1장을 가로로 

세운다. [1도(圖) 병(丙)·정(丁)] 

판자의 두께와 넓이는 위와 같다. 길이 1척 4촌(42.84㎝), 양끝 배와 등은 각 5푼(分)(1.53㎝) 쯤 

비스듬히 깎아 안을 향하게 하여 깊이는 2푼(0.612㎝)이 되게 한다. 

통 안의 동편과 서편에는 마땅히 격판을 세워야 하는 곳이다. [위에 보인다.]  높은 곳에서 밑바

닥까지 긴 구(溝: 홈)을 파는데 깊이는 5푼(1.53㎝)으로 한다. 겉은 넓이가 6푼(1.836㎝)이고 속은 

넓이가 1촌(3.06㎝)이다. 

격판(隔板)의 양끝을 이용하여 홈에 밀어 넣으면 한 통(筒)이 앞 뒤 두 통으로 나누어진다. 앞 

통 안의 중앙에 남북으로 짧은 판자 하나를 가로로 세운다. [1도(圖) 갑(甲)] 판자의 두께와 넓이는 

위와 같고, 길이는 7촌(21.42㎝)이다. 홈에 끼우는 것은 앞의 방법과 같으니 앞의 통이 나뉘어 쌍

통(雙筒: 똑같은 두 개의 통)이 된다. 쌍통 밑바닥 가운데에 사방 3촌(9.18㎝)으로 통하는 구멍을 

뚫는다. [1도(圖) 신(辛)·경(庚)·무(戊)·기(己)] 여기에 장차 설(舌)을 배치하

려는 것이다. 구멍의 사변은 모두 5푼(1.53㎝) 매우 넓게 깎아 내어 모두 

5푼(1.53㎝) 정도 되도록 한다. [1도(圖) 임(壬)·계(癸)·자(子)·축(丑)] 

요즈음의 호한(戶限: 지게문)이 바람을 막아주는 모양과 같다. 그대로 

뒷 통 위에 나아가 그 높이를 더하여 승통(升筒)을 만드는데 먼저 목판을 

이용한다. 두께는 위와 같고 사방 1척 5촌(45.9㎝)이다. 이를 덮어서 통개

(筒盖:통의 덮개)로 만든다. 나무가 긴 것은 반드시 동서로 가로로 덮는

데 통개(筒盖)는 뒤에서부터 가운데가 [3도(圖) 인(寅)과 묘(卯) 사이] 앞

을 향하도록 한다. 2촌 5푼(7.65㎝) 밖에 구멍을 뚫는데 길이는 5촌 5푼

(16.83㎝), 넓이는 3촌(9.18㎝)이다. 

승통(升筒)의 아래 입구를 만드는데 목판을 이용하는데 두께는 위와 같이 넓이는 4촌 5푼(13.77

㎝) 두 조각, 4촌(12.24㎝) 두 조각이다. 길이는 언덕 높이를 보아 그에 기준한다. 모두 네 조각인데 [3도(圖) 규(奎)·위(胃)·우

(牛)·루(婁)] 네 모퉁이가 서로 합하도록 한다. [규(奎)·위(胃)는 남북에 세우고, 우(牛)·루(婁)는 동서에 덮는다.] 쇠못으로 긴말

하게 안정시키고 하단의 바깥쪽 사면에 각각 1촌씩(3.06㎝) 깎아 내고 깊이 5푼(1.53㎝)으로 통개의 입구에 끼운다. 상단에는 

북편 한 면은 아래를 4촌(12.24㎝) 깎아 목조(木槽)로 이용한다. 두께는 1촌(3.06㎝), 길이는 1척(30.6㎝), 넓이는 6촌 5푼(19.89

㎝)이고, 변(邊)의 높이는 3촌(9.18㎝)이다. [3도(圖) 진(辰)·사(巳)] 깎아낸 아래에 걸치게 하여 물을 댄다. 통(筒)과 조(槽)가 서

로 걸치는 곳에 모두 넓이 1촌(3.06㎝), 깊이 5푼(1.53㎝)으로 깎아 내고 쇠못을 이용하여 서로 밀착시킨다. 별도로 기다란 조

(槽)를 이용하되 물이 흘러가는 언덕의 높이를 보아 기준을 삼아 물을 받아 언덕에 붓는다. 만일 언덕의 기세가 지나치게 높

으면 나무 통으로 기준을 삼기가 어렵다. 통개에 둥근 구멍 두세 개를 뚫어 대나무 통을 끼울 수 있도록 한다. 큰 대나무 두세 

개를 이용하여 마디를 관통시켜 둥근 구멍에 나열하여 끼워 물을 댄다. 

 ①-3. 격판(隔板) 

길이, 넓이, 두께는 이미 앞에 보인다. 판자 뒤의 밑변에 쌍통(雙筒)이 보이는 각 가운데 [1도(圖) 

병(丙)·정(丁)] 다만 밑변에 닿는 1촌(3.06㎝) 만 남기고, 각각 네모로 구멍을 뚫는다. 높이는 2촌 5

푼(7.65㎝), 넓이는 3촌 6푼(11.016㎝). [4도(圖) 경(庚)·신(辛)·인(寅)·갑(甲)] 여기에 장차 설(舌)을 배

치하려는 것이다. 구멍의 사변(四邊)을 [4도(圖) 무(戊)·기(己)·오(午)·미(未)] 넓게 깎아 내어 모두 5

푼(1.53㎝)이 되도록 한다. 깊이는 위는 6푼(1.836㎝), 아래는 1푼(0.306㎝)이고 좌우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6푼(1.836㎝)에서 1푼(0.306㎝)에 그치게 한다. 요컨대, 설(舌)이 아래로 드리운 것이 비스

듬히 닫히게 한다. 

①-4. 설(舌) 

설(舌)은 네 개가 있다. 두 개는 쌍통(雙筒)에 설치하고 두 개는 격판(隔板)에 설치하는데, 모두 

얇은 쇠를 사용한다. [목재(木材)는 물을 만나면 뜨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쌍통(雙筒)에 설치하는 

설(舌)은 사방 4촌(12.24㎝)인데 [5도(圖) 임(壬)·계(癸)·자(子)·축(丑)] 쌍통의 구멍 북변(北邊) [1도 임

(壬)·자(子)] 및 설(舌)의 일변(一邊)에 [5도(圖) 임(壬)·자(子)] 각각 두 쇠를 두어 끈으로 묶어서 배치

한다. 격판(隔板)의 설(舌)은 높이 3촌 5푼(10.71㎝), 넓이 4촌 6푼(14.076㎝)인데 [5도(圖) 무(戊)·기

(己)·오(午)·미(未)] 격판의 구멍 뒷면 상변(上邊)에 [4도(圖) 무(戊)·오(午)] 및 설(舌)의 상변(上邊)에 

[5도(圖) 무(戊)·오(午)]에 각각 두 쇠를 두어 끈으로 묶어서 배치한다. 각 구멍의 사변(四邊)을 깎아 

낸 곳에 전계(氈罽:모로 짠 융단) 따위를 펴고 가는 쇠못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설(舌)을 닫을 무

렵에 통하여 새지 않도록 한다. 

①-5. 수저(水杵) 

수저(水杵)에는 두 개가 있는데 만드는 방법은 똑같다. 단괴(檀槐: 박달나무나 홰나무) 따위를 이

용하여 단단하고 무거운 것은 사방 6촌(18.36㎝)으로 정도이다. [약(弱)이라 한 것은 그 먹줄 친 곳

을 감쇄(減殺)하기 때문이다.] 두께는 4촌(12.24㎝)인데 밑바닥으로 삼는다. [6도(圖) 인(寅)·묘(卯)·

진(辰)] 밑바닥 양변(兩邊)에 길이 나무<6촌(18.36㎝), 높이 5푼(1.53㎝), 넓이 1촌(3.06㎝)>를 이용하

여 동서 양부(兩趺)를 만든다. 저(杵: 공이)의 중앙에 사방 1촌 5푼(4.59㎝) 되는 구멍 하나를 뚫어 

굳고 단단한 나무<사방 2촌(6.12㎝) 정도, 길이 5척 2촌 5푼(160.65㎝)>를 이용하여 하단(下端)에 4

촌(12.24㎝)을 깎아 사방 1촌 5푼(4.59㎝)이 되도록 한다. 저공(杵孔: 공이구멍)을 관통하여 上端 아

래에서부터 2척 6촌(79.56㎝)에까지 원(圓)으로 만든다. [6도(圖) 신(申)·유(酉)] 지름은 1촌 5푼(4.59

㎝) 정도이다. 또 8푼 아래에 [6도(圖) 무(戊)] 비로소 목치(木齒)를 배치하는데 장차 쌍륜(雙輪)이 

교차(交叉)되게 하려는 것이다. 단단한 나무<사방 1촌 2푼(3.672㎝)> 를 이용하여 [6도(圖) 술(戌)·미

(未)] 길이는 2촌 2푼(6.732㎝) 정도, 1촌(3.06㎝)으로 깎아 사방 8푼(2.448㎝)으로 만든다. 공지(孔

齒)에 삽입하는데 길이는 1촌 2푼(3.672㎝) 정도이다. 또 그 아래에 連하여 4치(齒)를 배치하니 모두 

합하면 5치(齒)이다. [6도(圖) 미(未)부터 오(午)까지] 매(每) 치(齒) 사이는 3촌 5푼(10.71㎝)이다. [6도

(圖) 미(未)·신(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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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수삽(水箑) 

먼저 나무<넓이 1촌 6푼(4.896㎝), 두께 1촌(3.06㎝), 길이 4척 2촌(128.52㎝)> 여덟 조각

을 이용하여 축지(軸枝: 축의 가지)를 만든다. 허리 넓이 한 변(邊)을 모두 8푼(2.448㎝)으

로 깎아 삽입한다. 넓이는 1촌(3.06㎝)이다. [3도(圖) 갑(甲)] 양단(兩端)은 각각 1척 3촌 3푼

(40.698㎝)인데 모두 먹으로 표기(標記)한다. [3도(圖) 자(子)ㆍ축(丑)] 장차 삽장(箑障)으로 

그 먹으로 표기한 곳에 닿게 하려는 것이다. 먹으로 표기한 바깥에서부터 끝에까지는 점점 

감쇄(減殺)하여 넓이 1촌(3.06㎝), 두께 6푼(1.836㎝)에서 그친다. 다만 한쪽 끝은 동(東)ㆍ서

(西)ㆍ북(北)을 감쇄하고, 한쪽 끝은 동ㆍ서ㆍ남을 감쇄하여 한 편을 평평하고 수직이 되게 한

다. 장차 삽(箑)을 배치하려는 것이다. 먼저 네 조각을 축(軸)의 묘(卯)ㆍ간(艮) 각 두 구멍에 

관통(貫通)시킨다. [2도(圖) 심(心)ㆍ미(尾)ㆍ저(氐)ㆍ방(房)] 그 허리 깎아낸 변(邊)이 모두 긴 구

멍을 향하도록 하여 긴 변(邊)에 더한다. 또 네 조각을 자(子)ㆍ손(巽) 각 두 구멍에 관통시킨

다. [2도(圖) 각(角)ㆍ항(亢)ㆍ기(箕)ㆍ두(斗)] 허리 깎아낸 변(邊)을 먼저 관통시킨 두 가지를 향

하여 둘이 서로 교차시킨 뒤에 긴 구멍

의 공간에 나무 조각을 메운다. 

목판(木板)<두께 3푼(0.918㎝), 길이 2척(61.2㎝), 넓이 6촌 1푼 8리

(18.9108㎝)> 여덟 조각을 이용하여 삽장(箑障)을 만든다. 배면(背面) 북변

(北邊)을 비스듬히 2푼 6리(0.7956㎝)로 깎고 [5도(圖) 병(丙)] 남변은 비스

듬히 2푼 9리(0.8874㎝)로 깎는다. [5도(圖) 정(丁)] 네 조각의 남변(南邊) 

상하는 2촌(6.12㎝)인데 안쪽 가지가 닿는 곳에는 깎아 밴다. [5도(圖) 자

(子)ㆍ축(丑)] 네 조각은 4촌 6푼(14.076㎝)인데 안쪽 가지가 닿는 곳에는 

깎아 밴다. [5도(圖)갑(甲)ㆍ을(乙)] 깎아낸 곳은 모두 길이 1촌 6푼(4.896

㎝), 넓이는 배면 1촌 5리(3.213㎝), 밑면 1촌 4푼(4.284㎝)이다. 삽장(箑障)

의 장(障)을 축지(軸枝) 사이에 나누는데 북변은 밑면이 먹으로 표기한 

곳에 닿도록 하고, 남변은 배면이 먹으로 표기한 곳에 닿도록 한다. [7도

(圖) 자(子)ㆍ축(丑) 따위이다] 

목판<두께와 길이는 위와 같다. 넓이 1척 4촌 3푼(43.758㎝)>[4도(圖) 정(丁)ㆍ갑(甲)ㆍ병(丙)ㆍ을(乙)] 모두 여덟 조각을 이용하

여 삽(箑) 하변(下邊)을 만든다. 외면은 비스듬히 깎아 1푼(0.306㎝)으로 한다. [4도(圖) 정(丁)ㆍ갑(甲)] 축지(軸枝)와 삽장(箑障)

에 분배(分配)하여 그 양단(兩端)을 가지런하게 한다. 삽(箑)의 길이가 가지의 밖으로 1촌(3.06㎝) 나오게 한다. 매 삽(箑)은 가

는 쇠못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②-3 쌍륜(雙輪) 

목판<두께 1촌 5푼(4.59㎝), 원의 지름 1척 3촌(39.78㎝)> 두 조각을 이용하여 쌍반륜(雙半

輪)을 만드는데, 반지름 외에 1촌 5푼(4.59㎝)을 추가한다. [6도(圖) 오(午)ㆍ자(子)] 원래 나무<

넓이 8촌(24.48㎝)>를 이용하여 만든다. 좌우 각(角)의 각 양 모퉁이는 2촌(6.12㎝)으로 깎아낸

다. [6도(圖) 축(丑)ㆍ인(寅)]

원(圓) 둘레 정중앙 변두리를 걸쳐 홈<길이 1촌 5푼(4.59㎝), 깊이 9푼(2.754㎝), 표광(表廣: 

표면 넓이) 8푼(2.448㎝), 이광(裏廣:속 넓이) 1촌 2푼(3.672㎝)>을 낸다. [6도(圖) 병(丙)] 그 좌

우 각 두 곳에도 홈을 내는데 서로 거리는 모두 3촌 5푼(10.71㎝)이다. 륜(輪) 하나에 모두 홈 

② 수륜(水輪) [그림에는 10분척(分尺)의 1을 이용하였다.] 

②-1. 축(軸) 

둥근 나무<지름 3촌 6푼(11.016㎝), 길이 3척 8촌 5푼(117.81㎝)>를 이용하여 서변(西邊)에는 1척 6촌(48.96㎝)을 깎아서 사방 

2촌(6.12㎝)으로 한다. [1도(圖) 무(戊)ㆍ기(己)ㆍ경(庚)ㆍ신(辛)ㆍ] 장차 쌍륜을 설치하려는 것이다. 둥근 몸통 동변(東邊)은 3촌 5푼

(10.71㎝)인데 안과 서변(西邊)은 3촌(9.18㎝) 이내(以內)이다. 직선의 길로 서로 바라보이도록 각각 네 구멍을 뚫는다. 넓이 1촌

(3.06㎝), 길이 1촌 6푼(4.896㎝)인데 깊이는 서로 통하게 하되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가 균일(均一)하고 정확(正確)하여야 

한다. 단 양단(兩端)에는 자(子)ㆍ오(午) 구멍 이외에 외변(外邊)에 길이 8푼(2.448㎝)을 더한다. 또 동서 네 칸(間) 아래 1촌(3.06

㎝)이 넘게 하여 각각 네 구멍을 뚫는다. 앞 의 방법과 같은데 건(乾)ㆍ손(巽)ㆍ곤(坤)ㆍ간(艮)이 균일(均一)하고 정확(正確)하여야 

한다. [1도(圖) 손(巽)ㆍ손(巽)ㆍ간(艮)ㆍ간(艮)] 건(乾)ㆍ손(巽) 구멍 내변(內邊)에 길이 8푼(2.448㎝)을 더하는데, 이는 모두 장차 

지목(枝木)을 관통(貫通)시키기 위해서이다. 축(軸)의 허리는 7촌 6푼(23.256㎝)인데[1도(圖) 계(癸)] 허리 부분을 깎아서 북(鼓) 

모양으로 만들어 그 무게를 줄인다. 양단(兩端)의 중심에 철추(鐵樞)를 세우는데 원의 지름은 4푼(1.224㎝) 정도이고 길이는 2

촌 5분(7.65㎝)이다. [1도(圖) 임(壬)ㆍ갑(甲)]

축(軸) 1수도(竪圖)

축지(軸枝) 2수도(竪圖)

쌍륜(雙輪) 6도(圖) 접목(接木) 3도 축지장삽단(軸枝章箑端) 7도(圖)

 수삽(水箑)4도(圖) 삽장(箑章) 5도(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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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를 낸다. [6도(圖) 무(戊)ㆍ정(丁) 따위이다.]

단단한 나무를 이용하여 치(齒)<길이 2촌 7푼(8.262㎝), 넓이 1촌 5푼(4.59㎝), 두께 1촌 2푼

(3.672㎝)>를 만든다. 한 변의 넓이를 깎아 넓이 6푼(1.836㎝), 길이 1촌 5푼(4.59㎝)으로 만든다. 그 

뒷면 좌우를 비스듬히 2푼(0.612㎝)을 깎아 륜(輪)의 홈에 끼운다. 치(齒)의 높이는 1촌 2푼(3.672

㎝)이 되게 한다. 쌍륜(雙輪)은 모두 10치(齒)이다. [2도(圖) 갑(甲)ㆍ을(乙) 따위이다.] 륜(輪)의 반지

름에 사방 2촌(6.12㎝)으로 구멍을 뚫어 관통시킨다. [6도(圖) 오(午)] 축(軸)의 서변(西邊)에 관통시

키는데, 한 쪽 륜(輪)은 서변(西邊) 1척 2푼 5리(31.365㎝)의 안에 세워 관통시키고, [1도(圖) 기(己)] 

한쪽 륜(輪)은 3촌 2푼 5리(9.945㎝) 안에 거꾸로 관통시킨다. [1도(圖) 경(庚)] 모두 쇠못으로 축

(軸)을 고정시켜야 한다. 여기에 장차 수저(水杵)를 교차시키려는 것이다. 

③ 일가(一架) [통가(筒架) 그림에는 15분척(分尺)의 1을 이용하였고, 언가(偃架) 그림에는 10분척(分尺)의 1을 이용하였다.]

③-1. 통가(筒架) 

나무<사방 4촌(12.24㎝), 길이 4척 2촌(128.52㎝)> 두 개를 이

용하여 동ㆍ서부(東西趺)를 만든다. [1도(圖) 묘(卯)ㆍ유(酉)] 각 

양 끝 윗면에 3촌(9.18㎝)으로 안에 기둥을 세운다. 기둥이 

닿는 안쪽 변과 변에 걸치는 곳에 구멍<수(垂: 세로) 2촌 5푼

(7.65㎝), 깊이 8푼(2.448㎝), 넓이는 겉은 3촌(9.18㎝), 안은 4

촌(12.24㎝)>을 낸다. 구멍의 5푼(1.53㎝) 바깥쪽에 또 구멍<길

이 4촌(12.24㎝), 넓이 1촌 7푼(5.202㎝)>을 뚫어 나무<사방 4

촌(12.24㎝), 길이 3척 8촌 6푼(118.116㎝)> 두 개를 각 양 끝은 

8푼(2.448㎝), 밑면을 1촌 5푼(4.59㎝) 깎아낸다. 좌우는 안

을 향하여 비스듬히 깎아 내는데 깊이는 각각 5푼(1.53㎝)이

다. 동ㆍ서부(東西趺)의 걸치는 구멍에 끼워 남ㆍ북부(南北趺)

를 만든다. [1도(圖) 자(子)ㆍ오(午)] 

또 나무<사방 4촌(12.24㎝), 길이 5척 7촌(174.42㎝)> 네 개

를 이용하여 기둥을 만든다. [1도(圖) 건(乾)ㆍ곤(坤)ㆍ간(艮)

ㆍ손(巽)] 하단 4촌(12.24㎝) 안 변(邊)에 1촌 3푼(3.978㎝)으

로 깎아내고, 외변(外邊)은 1촌(3.06㎝)으로 깎아 부(趺)의 관

통한 구멍에 끼운다. 상단 3촌(9.18㎝)에 사방 1촌 5푼(4.59

㎝)으로 깎아내고 또 나무 네 개<높이 3촌(9.18㎝), 넓이 4촌

(12.24㎝), 길이는 두 개는 4척 2촌(128.52㎝)>로 동ㆍ서상가(東

西上架)를 만들고, [1도(圖) 진(震)ㆍ태(兌), 속칭(俗稱) 도리(道

里)이다.]두 개<5척 1촌(156.06㎝)>로 남ㆍ북상가(南北上架)를 

만든다. [1도(圖) 감(坎)ㆍ리(離)] 

4가(架)의 양 끝에 각 3촌(9.18㎝) 이내(以內)에 높이 1촌 5

푼(4.59㎝), 길이 4촌(12.24㎝)으로 깎아 내어 사방 모퉁이가 

서료 교차되게 한다. 동서는 우러러보고 남북은 굽어보도록 

한다. 깎아낸 곳이 가운데가 되도록 하여 사방 1촌 5푼(4.59

㎝)으로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 내면에 관통되도록 한다. 북

편으로 동ㆍ서가(東西架)와 1척 3촌(39.78㎝) 떨어진 바깥에 

걸치는 구멍<수(垂: 세로) 1촌 5푼(4.59㎝), 깊이 1촌 5푼(4.59

㎝), 표면 넓이 3촌(9.18㎝), 안쪽 넓이 4촌(12.24㎝)>을 낸다. 

나무<길이 4척(122.4㎝), 넓이와 높이는 위와 같다.>를 이용하

여 양끝 1촌 5푼(4.59㎝) 좌ㆍ우변을 안을 향하여 비스듬히 

깎는다. 깊이는 5푼(1.53㎝)이다. 동서로 걸친 구멍에 끼워 승

통가(升筒架)를 만든다. [1도(圖) 방(房)]

승통가(升筒架) 남변에 서가(西架)의 내면에서부터 동편

으로 4촌 2푼 5리(13.005㎝) 떨어진 바깥에 넓이 1촌(3.06㎝), 

길이 6촌 5푼(19.89㎝)으로 깎아낸다. [1도(圖) 미(尾)] 장차 

승통(升筒)의 뒷면에 닿게 한다. 동편 중간 두 기둥 앞면 부

(趺) 위 5촌 3푼(16.218㎝) 위에서 안쪽 변에 걸치도록 가로

로 구멍을 낸다. 구멍의 깊이는 2촌(6.12㎝), 넓이 1촌(3.06㎝), 

길이는 겉은 9촌 7푼(29.682㎝), 안은 1척 2푼(31.212㎝)이다. 

아래 정면 위는 비스듬하게 한다. [1도(圖) 항(亢)ㆍ위(危)] 장

차 언조(偃槽)의 아래 입구를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서 앞 기둥 앞면 부(趺) 위 2척 6촌 7푼(81.702㎝) 위에 

남북으로 통하는 구멍<길이 3촌(9.18㎝), 넓이 1촌 5푼(4.59

㎝)>을 뚫는다, 동서 기둥은 모두 동변에서부터 1촌(3.06㎝) 

들어와서 구멍을 낸다. 단단한 나무<길이 1척 1촌(33.66㎝), 

높이 3촌(9.18㎝), 두께 2촌 5푼(7.65㎝)> 두 개를 이용한다. 

각각 한쪽 끝은 5촌 6푼(17.136㎝)인데 두께 1촌(3.06㎝)으로 

깎아 기둥의 구멍에 끼워 그 면(面)이 모두 기둥의 동과 가지

런하도록 한다. 이것은 추이(樞耳)가 되기 때문이다. [1도(圖) 

축(丑)ㆍ미(未)] 기둥 뒤가 1촌 6푼(4.896㎝) 노출(露出)되게 

한다. 나무못을 l용하여 곁 기둥에 비녀처럼 가로 질러 밀려

나거나 빠지지 않게 한다. 

추이(樞耳)의 높은 면 정 중앙은 기둥면에서 바깥을 향하

여 2촌 7푼(8.262㎝)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에 둥근 구멍<지

름 4푼(1.224㎝)>을 뚫는다. 장차 축(軸)의 추(樞)를 관통시키

려는 것이다. 

③-2 언조(偃槽) 

나무<현(弦)의 길이는 3척 7촌 7푼(115.362㎝), [2도(圖) 갑(甲)

ㆍ을(乙)] 시(矢)의 길이는 1척 6푼(32.436㎝) 남짓, [2도(圖) 

병(丙)ㆍ정(丁)] 두께 1촌(3.06㎝), 넓이 2척(61.2㎝)>을 이용하

여 조(槽:통)의 밑을 만든다. [2도(圖) 미(未)ㆍ신(申)ㆍ유(酉)] 굽

은 허리 안 서로 마주 보는 곳에 반지름 2척 2촌(67.32㎝)

으로 중심(中心)을 만든다. [2도(圖) 임(壬)] 규(規:원)의 주위

가 원호(圓弧) 4척 3촌 3푼 1리(132.5286㎝) 남짓 [2도(圖) 갑

(甲)ㆍ정(丁)ㆍ을(乙)]되도록 한다. 곁에 굽은 나무<길이 4척 8

촌(146.88㎝), 두께는 위와 같다> 두 조각을 이용하여 좌우 

변(邊)으로 한다. 곁은 원은 통의 밑 아랫면을 따라 반지름

은 2척 3촌(70.38㎝)으로 한다. [2도(圖) 자(子)ㆍ계(癸)] 규(規)

의 주위는 높이가 1척 5촌(45.9㎝)이 되도록 한다. [2도(圖) 

신(辛)ㆍ해(亥)] 2척 2촌(67.32㎝)의 반지름 중심에서부터 8촌

(24.48㎝)으로 반지름을 그린다. [2도(圖) 자(子)ㆍ신(辛)] 규

(規)의 주위는 통의 밑 양 곁에 세워 그 하단(下端)을 가지런

하게 하고, 곁에 쇠못을 박는다. 반지름의 중심에서부터 수

직으로 선을 그어 [2도(圖) 자(子)ㆍ축(丑)] 통 가의 하단이 수

선(垂線:수직) 바깥으로 4촌 7푼(14.382㎝) 벗어 나오게 한다. 

[2도(圖) 축(丑)ㆍ술(戌)] 

하단과 수직선에서부터 평행이 되도록 곧게 깎는다. 위에

서 바깥까지는 1척(30.6㎝), 안은 9촌 5푼(29.07㎝)이다. [2도

(圖) 술(戌)ㆍ기(己)] 규(規)

는 비스듬한 면으로 2촌

(6.12㎝) 깎아 들어간다. 

[2도(圖) 기(己)ㆍ경(庚)] 그

대로 반지름의 중심을 

향하여 곧게 깎아낸다. 

[2도(圖) 술(戌)ㆍ경(庚)] 

또 통 가의 통 밑 상단에

서부터 [2도(圖) 묘(卯)] 

수직선과 평행이 되도록 

곧게 깎아낸다. 위에까지

는 1척 1촌(33.66㎝)이다. [2도(圖) 묘(卯)ㆍ인(寅)] 평평하게 8

촌(24.48㎝) 깎아 들어간다. [2도(圖) 인(寅)ㆍ해(亥)] 그대로 

반지름 중심을 향하여 곧게 깎는다. [2도(圖) 해(亥)ㆍ각(角)] 

통 양변(兩邊) 상단 중앙에 넓이 1촌 6푼(4.896㎝), 깊이 8

푼(2.448㎝)으로 깎아낸다. 나무<사방 1촌 6푼(4.896㎝), 길

이 2척 6촌(79.56㎝)>를 이용한다. 양 끝에서 2촌(6.12㎝) 안

을 길이 1촌(3.06㎝), 깊이 8푼(2.448㎝)으로 깎아 내고 통의 

양변(兩邊) 깎아 낸 곳에 걸친다. [2도(圖) 진(辰)] 쇠못을 이

용하여 고정시켜 지탱하는 힘으로 하여금 통의 하단으로 통

가(筒架)의 동편 가운데 두 기둥에 가로 뚫린 구멍에 끼운

다. 나무<장 2척(61.2㎝), 사방 2촌(6.12㎝)> 두 개를 이용한다. 

[2도(圖) 사(巳)ㆍ오(午)] 한 쪽 끝은 통의 가 상단 4촌 아래 외

변(外邊)에 걸친다. 한쪽 끝은 양쪽 기둥 서면에 걸치는데 양

면은 모두 걸치는 곳을 두께 1촌(3.06㎝)으로 깎아내고 쇠못

으로 고정시킨다. 

수레의 세 가지 물품이 완성되었다면 시냇물이 급하게 흐

르는 곳에 나아가 돌을 쌓아 흐름을 막아 시내 곁에서 돌을 

포개어 교량(橋梁: 다리)을 만든다. 다리 입구에서 도랑을 열

어 양쪽 곁에 모두 돌을 쌓는다. 몇 보(步) 아래 돌을 쌓아 

수역(水閾: 물막이 턱)을 만드는데 지금 어전(漁箭)의 구역

(口閾)과 같은 것이다. 아래는 넓게 확장시켜 도랑의 면적(面

통가(筒架) 1도(圖) 언조(偃槽) 2도(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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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은 길이와 넓이가 8, 9척(244.8-275.4㎝)이 되도록 한다. 

역(閾: 턱)에서 지면(地面)까지는 깊이 3척 9촌(119.34㎝)이다. 

가(架)를 안치(安置)하여 수레를 궐하(闕下: 문아래)에 두

고 언조(偃槽: 기운 통)의 위 입구가 턱을 향하여 그대로 통

이 평평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도면(圖面)에 나타내지 않았

다. 길이는 3, 4척(91.8~122.4㎝), 넓이는 2척(61.2㎝), 끌어들

이는 높이는 1척(30.6㎝)인데 턱 위에 평평하게 펴서 언조(偃

槽)의 위 입구에 걸치도록 한다. 턱 아래 수면이 쌍통(雙筒) 

입구 1, 2촌(3.06~6.12㎝) 아래, 평조(平槽: 평평한 통) 밑 1척 

5~6촌(45.9~48.96㎝) 아래에 닿도록 한다. 수역(水閾)은 

지형(地形)을 따라 높여도 무방(無妨)하다. 만일 높인다면 평

조(平槽)를 돋우어 배치하여 물을 언조(偃槽)로 흘러들도록 

하면 된다. 

도랑의 하구(下口)를 터서 시내의 하류(下流)로 주입(注入)

한다. 물을 터서 얕게 하거나 깊게 하는 것은 수면이 통(筒) 

입구 아래 1, 2촌(3.06～6.12㎝)이 되는 것을 보아 기준으로 

삼는다. 물이 평조(平槽)에서부터 언조(偃槽)로 주입되면 수

삽(水箑)이 격동(激動)되어 저절로 회전(回轉)한다. 쌍륜(雙

輪)은 삽(箑)을 따라 같이 돌아가 수저(水杵)의 치(齒)를 밀어 

오르락내리락 하게 한다. 

올라 갈 때에 물이 앞 통(筒)에 들어가고 내려 갈 때에 뒤 

통(筒)으로 몰아간다. 설(舌)이 열리고 닫히면 물이 그로 인

하여 들어가는 것은 있지만 나오는 것은 없다. 한 번 올라가

고 한 번 내려가며 저것이 열리면 이것이 닫혀 잠시도 정지

하거나 쉬지 않으니 물이 들어오는 것은 있어도 나가는 것

은 없는 것은 장차 어디로 흘러가겠는가? 올라가는 통(筒)을 

따라 올라 가는 것이다. 

만일 폭포(瀑布)의 흐름이 매우 웅장(雄壯)하여 윤(輪)과 

삽(箑)이 급하게 돌아가면 수저(水杵)가 미처 오르내리지 못

하니 모쪼록 별도로 접륜(接輪)을 만들어 느리게 해야 한

다. 예전 축(軸)과 쌍륜(雙輪) 사이에 [축(軸) 1도(圖) 신(申)] 별

도로 소전륜(小全輪)을 설치한다. 원의 지름은 1척 1촌 4푼

(34.884㎝), 두께는 1촌 5푼(4.59㎝)이다. 주위에 9치(齒)를 배

치하는데 치(齒)를 만드는 방법 및 길이와 사방은 쌍륜(雙

輪)과 같다. 별도로 나무<길이 3척 7촌 5푼(114.75㎝), 사방 2

촌(6.12㎝)>을 이용하여 새 축(軸)을 만든다. 쌍륜을 새 축(軸) 

서변(西邊)에 옮겨 설치한다. 설치하는 척도(尺度)는 예전 축

(軸)과 같다.

새로 설치한 쌍륜 사이에 별도로 대전륜(大全輪)을 설치

하는데, 원의 지름은 2척 1촌(64.26㎝), 두께는 1촌 5푼(4.59

㎝)이다. 주위에 18치(齒)를 배치하는데 치(齒)를 만드는 방법

은 앞과 같다. 새 축(軸)의 양 끝 중심에 철추(鐵樞)가 있는

데 예전 축(軸)과 같다. 통가(筒架)의 동서 중가(中架) [가(架) 

1도(圖) 우(牛)ㆍ여(女)] 앞 기둥 후면 북에서 9촌 2푼(28.152㎝) 

바깥에 이르러 상하로 관통하는 구멍<길이 3촌(9.18㎝), 넓이 

5푼(1.53㎝)>을 뚫어 별도로 추이(樞耳) [가(架) 1도(圖) 규(奎)

ㆍ루(婁)]를 세우는데, 두께와 넓이, 길이는 예전 방법과 같고 

내면은 모두 중가(中架)의 내면과 가지런하게 한다.

추이(樞耳)의 정중앙에 가(架)의 면에서 위를 향하여 2촌 

7푼(8.262㎝)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에 지름 4푼(1.224㎝)으

로 원 구멍을 뚫는다. 새 축(軸)의 추(樞)를 관통하여 수저(水

杵)의 치(齒)로 뒤를 향하여 세우고 새 축(軸)의 쌍륜(雙輪)을 

교차(交叉)시키면 대ㆍ소(大小全輪)도 저절로 교차된다. 

모든 수삽(水箑)은 두 번 회전할 때 새 축(軸)은 바야흐로 

한 번 회전하게 된다. 

연판(連板)[부(附)] 두 판자를 서로 연결하는 것은 비록 교

묘(巧妙)한 장인(匠人)이라 할지라도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가 없다. 모쪼록 서로 연결된 양면에 소탕자(小鐋子: 작은 대

패)를 이용하여 다스려야 한다. 긴 도랑의 넓이는 3푼(0.918

㎝), 깊이는 1푼 5리(0.459㎝)이니 반원의 구멍을 내어 서로 

합하여 하나의 원 구멍을 이룬다. 통(筒)을 완성한 뒤에 긴 

대나무 젓가락이나 송곳을 이용하여 헤어진 솜 따위로 막아 

채운데. 송지(松脂)로 구멍 입구를 막고 먼저 탕인(鐋刃: 대

패 칼날)을 가지고 원 모양을 내는데, 대패는 비스듬히 넣어 

반드시 타원(橢圓) 모양을 만들어야 바른 원을 얻을 수 있

다. 만일 대패 칼날의 넓이가 3푼(0.918㎝)이면 3푼(0.918㎝)

으로 호(弧)를 긋고 2푼 1리(0.6426㎝) 남짓으로 시(矢)를 하

여 비스듬히 다듬어야 정 반원을 얻을 수 있다. 판자의 두께

는 1촌(3.06㎝)인데 5푼(1.53㎝)은 도랑 중심에 닿게 한다. 다

만 밑 뚜껑은 사변(四邊)이 서로 합하는 곳에 5푼(1.53㎝)으

로 도랑가에 닿게 하여 반 면(面) 5푼(1.53㎝)은 남겨 쇠못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사각이 어금니처럼 교차하는 곳에 반드

시 원 구멍을 어금니가 교차한 곳에 닿도록 하여야 한다. 어

금니 뒤에 솜으로 메우고 사각(四角)에는 송지(松脂)를 밀랍

(蜜蠟)에 타서 뜨거운 무쇠를 가지고 열을 가하여 도색(塗色)

해야 한다.

Ⅳ. 자승차 복원과 우수성

1. 자승차 부속기구 구조

1) 방통(方筒)

그림 1. 저(底:밑면) 1도(圖) 그림 4. 격판(隔板) 4도(圖)

그림 2. 전(前:앞면) 2도(圖) 그림 5. 설(舌) 5도(圖)그림 3. 측(側:옆면) 3도(圖) 그림 6. 수저(水杵) 6도(圖)

그림 12. 축(軸)

그림 13. 축지(軸枝)

그림 9. 쌍륜(雙輪) 6도(圖) 그림 10. 접목(接木) 3도 그림 11. 축지장삽단(軸枝章箑端) 7도(圖)

그림 7. 수삽(水箑) 4도(圖) 그림 8. 삽장(箑章) 5도(圖)

2) 수륜(水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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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架)

3. 자승차의 구조와 작동원리11)

자승차의 구조는 양수장치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생산하는 수차(터빈

으로 수륜과 언조로 구성), 물을 뿜어내

는 펌프, 그리고 기구 간에 동력을 전달

하는 동력전달장치로 구성된다. 

자승차는 흐르는 물의 에너지를 이용하

여 수차(터빈)를 회전시키면 수차가 피

스톤 펌프를 구동하여 낮은 곳의 물을 

뿜어 올리는 원리로 오늘날의 터빈수차

와 왕복식피스톤 펌프가 하나로 조합된 

기계장치와 같은 원리를 가진다. 

그림 16. 언조 계측치

그림 18. 방통 계측지

그림 20. 자승차 완성도

그림 21.  자승차 설치도

그림 17. 수륜 계측치

사진 1. 자승차 복원 모습

사진 3. 자승차 복원 모습

그림 22. 자승차 구조와 명칭도

사진 2. 자승차 복원 모습

사진 4. 자승차 복원 모습

그림 19. 수저 계측지

11 _국립중앙과학관 자승차 연구팀(정동찬, 윤용현)이 자승차도해 번역서와 자승차 복원도를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저술한, 박호석, 2007. 「자승

차의 기구학적 구조와 성능에 대한 고찰」 「규남 하백원의 실학사상연구」를 중심으로 발췌하여 다루었다.

통가틀

승통(송출관)

삽장, 수륜(수차)

언조(터빈케이싱)

쌍륜(피니언 기어)

수저(피스톤)

후통(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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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빈수차인 수륜과 언조

수륜과 언조로 구성되며, 흐르는 물의 위치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차(수륜)을 회전시켜 회전동력을 생

성하는 역할을 한다. 

수륜에 너비 43.758cm, 길이 61.2cm의 널빤지를 수차날

개(삽장)로하고 모두 8장을 45도 간격으로 배치하였다(그

림11, 17 참조). 그리고 터빈 케이싱인 언조는 수차의 바깥

둘레에 접하는 크기의 반원 통으로 되어있어(그림 15, 16

참조) 유입되는 물이 흩어지지 않고 수차의 날개로 유도

되도록 하였다. 물의 낙차나 유속을 이용하여 물레를 회

전시키는 재래수차는 회전 날개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로 

회전하는 개방형 날개를 가지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이 비

효율적인 반면, 자승차의 경우는 언조라고 하는 케이싱이 

있어 유입되는 물을 그대로 회전날개로 받게 하여 물이 

가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토록 하는 기능을 가졌다. 

이는 오늘날의 터빈수차와 같은 원리로서 물의 위치에너

지와 운동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하려한 매우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 

■ 펌프인 수저와 전통

물을 뿜어 올리는 펌프는 병렬로 연결된 두 개의 전통(그림 

1 ~ 3, 18 참조)과 수차 축의 부속구로 회전하는 쌍륜과 연

결되는 수저(그림 6, 19)로 구성되는데, 전통은 실린더, 그리

고 수저는 피스톤의 기능으로 오늘날의 왕복식 펌프와 동

일한 형식이다. 

수륜에서 발행된 동력은 쌍륜(그림 13, 17 참조)을 통해 회

전운동이 직선운동을 바뀌어 수저로 전달되어 펌프가 작

동된다. 쌍륜에 의해 수저가 위로 올려지면 전통의 바닥에 

뚫린 구멍(흡입공, 그림 1 참조)을 막고 있는 설(흡입밸브, 그

림 5 위)이 열리면서 물이 전통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때 물

을 밖으로 내보내는 격판의 구멍(송출공, 그림 4)을 설(송출

밸브, 그림 5 아래)이 막아 들어온 물이 전통에 담기게 된

다. 이 과정을 흡입행정(suction stroke)라고 한다.

수저가 최고의 위치(5단으로 구성)까지 올라가면 쌍륜과 수

저의 목치(기어)가 서로 결합이 풀리게 되면 수저는 자신의 

무게만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이때 전통의 설은 닫히

고 격판의 설이 열리면서 전통의 물이 후통으로 들어가는

데, 이 과정을 송출행정(deliverly stroke)라고 한다. 

후통의 물은 다음 행정으로 송출되는 물에 의해 승통을 통

해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양수가 되는 것이다.

■ 동력전달장치인 쌍륜과 접륜

자승차에는 수륜의 회전운동을 수저에 직선운동으로 전

환하는 쌍륜이란 장치와 수륜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접

륜이란 동력전달기구가 사용되었다. 쌍륜은 반원모양의 원

호 측면에 모두 5개의 목치(그림 13, 17)를 배열하고 수저의 

목치(그림 6, 19)가 여기에 맞물리도록 하여(그림 20) 회전

운동을 직선(수평, 상하)운동으로 전환한다. 이는 오늘날의 

치차전동장치의 일종인 랙(rack)과 피니언(pinion)과 같은 

원리로(그림 22), 쌍륜의 목치는 피니언 기어에, 수저의 목

치는 랙에 해당된다. 이 장치는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거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전환하는데 사용된다. 

수륜의 축에 고정된 쌍륜의 목치가 수저의 목치에 맞물리

면 수저가 올라가 흡입행정이 시작되고 기어의 결합이 풀

리면 수저가 내려가면서 송출행정이 시작된다. 

놀라운 것은 자승차에는 ‘접륜’이라고 하는 일종의 감속

장치가 설계된 점이다. 터빈인 언조로 들어오는 물이 너무 

많거나 물살이 세면 수륜의 회전이 너무 빨라 수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파손 될 위험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

해 수륜의 축과 쌍륜사이에 별도의 접륜을 설치하여 쌍륜

의 회전속도를 줄이도록 하였는데, 수륜의 축에는 목치가 

9개인 소접륜을 달고, 쌍륜의 축에는 목치 18개의 대접륜

을 장치하여 회전속도를 절반으로 줄게 설계하였다. 아쉬

운 점은 「자승도해」에는 접륜에 대한 내용만 서술되어 있

고, 도면이 없어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없으나 이빨의 개수 

등으로 보아 오늘날의 평치차(기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자승자는 동시대의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되던 양수기구

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당시 중국에도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 수력을 이용하

여 물을 퍼 올리는 일종의 자동 양수기인 ‘수전번차(水轉翻

車)’와 ‘고전통차(高轉筒車)’ 등이 있었으나 수력으로 물레를 

돌려 낮은 곳의 물을 통이나 판에 담아 위로 끌어 올리는 정

도의 낮은 기술수준이 응용되었다. 

또한 당시의 일반적인 수차는 흐르는 물에 바퀴를 담그거나 

위에서 떨어트려 수차를 돌리는 구조이나, 이에 반해 자승차

는 흐르는 물의 에너지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안내 케이싱

인 언조를 두어 물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이용을 효

율적으로 할 수 있는 터빈수차의 원리를 적용한 점, 동력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펌프의 가동과정에서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구조인 무인자동화한 점은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미루

어 매우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발명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실린더를 서로 반대의 행정을 가지는 복통식으로 배

치하여 펌프의 작동을 원활하게 한 점, 수차의 회전력을 펌

프에 전달하여 수차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기 위

해 ‘랙과 피니언’이란 근대적인 동력전달장치의 과학원리를 

적용한 점, 펌프와 밸브의 기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수

도장을 한 점, 수차의 회전속도 조절을 위해 치차전동방식의 

감속장치를 사용한 점 등도 매우 특기할만한 기술로 평가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자승차의 실용

화 여부에 대해서는 실험단계 이거나 실제 적용 등 여러 의

견이 논의 되고 있다. 만약 자승차가 실용화 되었을 경우, 자

승차의 송출행정이 1m라면 시간당 약 13~19톤의 물을 양수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1)

Ⅴ. 맺음말

규남 하백원이 30세 되던 해인 1810년에 발명한 자승차(自升車)는 수차(水車)로서 관개용수(灌漑用水)를 목적으

로 사용된 전통 수리도구(水利道具)이자 오늘날의 양수기라 할 수 있는 자동기계장치이다. 수차는 풍차(風車)와 더

불어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이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장치였다. 수차는 그 용도에 따라 정곡(精穀)과 제분용 

물레방아의 동력으로서, 그리고 관개수리(灌漑水利)용의 물레바퀴로서 각각 이름을 달리해서 불렸다. 우리나라에

서 관개수리에 사용된 수차는 무자위와 규남이 발명한 자승차를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자승차는 조선 세종대

에 발명한 자격루(自擊漏) 이후 시도 된 자동화 기기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자승차는 다양한 과학원리를 활용한 높은 수준의 양수과학 장비이며, 본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자가 

유체역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장비이다. 규남의 자승차(自升車) 작동

원리의 핵심은 강물의 유속을 이용하여 수삽(터빈)을 돌리고 이 수삽의 회전력으로 수저(피스톤 펌프)를 들어 올림

으로써 물을 퍼 올리는 것이다. 강물의 흐름을 활용하여 수차를 회전시키는 것은 요즘 터빈(Turbine)을 이용한 수

력발전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강물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키며, 이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

로 전환하는 쌍륜이란 장치는 오늘날의 치차전동장치의 일종인 랙(rack)과 피니언(pinion)과 같은 원리를, 빠른 물

의 흐름을 제어하는 소접륜과 대접륜은 일종의 감속원리를 적용하는 등 당시 과학기술 수준을 감안 할 때 매우 획

기적이고 독창적인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규남의 자승차는 수차기술이 우리보다 앞서있던 중국, 일본 등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발명품으로 작동원리와 구조, 동력 전달 방식 등에 근현대적 과학기술의 원리가 적용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

개수리 과학기술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 된다.

4. 자승차의 과학원리와 우수성

11 _ 박호석, 2007. 「자승차의 기구학적 구조와 성능에 대한 고찰」 「규남 하백원의 실학사상연구」

그림 22. 랙과 피니언 기어

(출처-브리테니커 비쥬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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