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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암행어사와 련해서는 여러 방면의 술과 논문이 있다.1) 그러나 아직 

산재해 있는 자료의 실체조차 규명하지 못 했고2) 당연히 종합 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  아직 발굴하지 못한 일기들을 수습하고, 개별 일

기류 작품에 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각종 기 에서 일기류에 

한 지속 인 심을 갖는 것은 매우 고무 인 일이다.3) 지 까지 발굴된 

암행어사 일기는 15종 정도로 추산되며 앞으로 더 추가될 가능성이 많다. 

남아 있는 암행어사 일기 에서도 일정한 문학 인 수 을 갖춘 것은 손가

락에 꼽을 정도이다. 

구강의 암행어사 시  일기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는 필사본(72장)

의 형태로 성균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유일본이다. 분량이나 내용면

에서 지 껏 소개된 암행어사 일기 에서 首位에 놓일 만 하다. 具康(1757

∼1832)의 본 은 綾城, 자는 公休, 호는 休休이다. 1812년 가을에 함경도 

암행어사에 임명되어 다음해 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이때의 경험을 일기

인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와 국문 가사 ｢北塞曲｣ 등에 남겼다. �休休子

自註行路編日記�는 최 로 소개되는 함경도를 다룬 암행어사 일기이다. 

 1) 김명숙, ｢�西繡日記�를 통해 본 19세기 평안도 지방의 사회상｣,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35집, 한양 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 황재문, ｢사환일기와 직생활: 암행어

사 일기를 심으로｣, � 동한문학� 제30집, 동한문학회, 2009; 박 호, ｢조선시  사

환일기 연구: 박래겸의 �서수일기�를 심으로｣, �동방한문학� 제45집, 동방한문학회, 

2010.; 박동욱, ｢박래겸의 암행어사 일기 연구｣, �온지논총� 33집, 온지학회, 2012 ; 조남

권, 박동욱 공역, �126일간의 평안도 암행어사 기록 -서수일기-�, 푸른역사, 2013 ; 박동

욱, ｢박 보의 �繡斧記程� 연구｣, �大東漢文學� 44집, 동한문학회, 2015 ; 오수창, 

�서수일기�, 아카넷, 2015; 윤세순, �해서암행일기�, 서해문집, 2015.

 2) 기존에 발굴된 자료와 지 껏 알려진 암행어사 일기의 목록은 �서수일기�(조남권, 박동

욱 공역)에 정리되어 있다. 필자는 최근 한국국학진흥원에 �繡行 �과 �靈城君繡衣使

記行� 등 2종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선시  일기 해제 작업을 꾸 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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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塞曲｣은 1,000행이 넘는 장편 가사이다. 북새곡은 구강이 암행어사 

시 의 체험을 기록한 것으로, 암행어사가 쓴 유일한 국문 가사라 할 수 있

다. 암행어사 일기와 북새곡의 내용은 상당 부분 복되어 있어 각 자료의 

미비 을 충실히 보완해 다. 암행어사 일기를 통해 가사의 내용을 오독한 

것이나 독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명이 가능하다.

구강에 한 연구는 주로 가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4) 구강이 쓴 암행어

사 일기가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지만, 가사 연구를 한 보

조 자료로 간략하게 이용했을 뿐, 일기 자체에 해서 본격 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본고에서 구강의 암행어사 일기를 반 으로 살펴 으로써 암

행어사 연구의 외연이 확 되기를 기 한다.

2. 암행어사의 일정과 의미

□ 주요 방문 지역

원산-문천-고원- 흥-정평-함흥-삼수-갑산-무산-종성-경흥-온성-회

령-부령-경성-명천-길주-단천-이원-북청-홍원-함흥-정평-문천-덕원 

(마지막 출도)

 4) 강 섭, ｢南湖 具康의 ｢北塞曲｣에 하여｣, �韓國學報� Vol.18, 일지사, 1992 ; 박요순, 

｢具康의 休休文集 ｣, �한남어문학� 19호, 한남 학교 한남어문학회, 1993 ; 오 용, 

｢�북새곡�의 작품 유형과 형상화 방식 연구｣, 麗水大學校 敎育大學院 석사논문, 2004 

; 이항아, ｢�북새곡�의 내용  특성과 형상화 방식 연구｣, �문창어문논집� 47집, 문창어문

학회, 2010 ; 이항아, ｢�북새곡�의 내용  특성과 형상화 방식 연구｣, 부산 학교 학원 

석사논문, 2011 ; 최미정, ｢�북새곡�에 나타난 북 의 풍경과 직자의 감성｣, �한국학논

집� 53집, 계명 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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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로

안변-석왕사-회양- 화-송우- 원-원곡

1812년 9월 1일 구강은 金學淳과 함께 암행어사에 임명되었다. 구강은 

당시 56살의 나이인데다 다릿병까지 앓고 있었다.5) 書를 開坼한 뒤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가족과 인사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곧바로 떠나는 것이 

일반 이지만 그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노자를 마련하고 9월 5일에 

길을 떠난다. 통상 약간의 물품을 戶曹로부터 하사 받기도 하지만, 부분

의 소요 경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암행어사 임무를 수행하며 知人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신분 노출의 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 한 자제를 

하기 마련이다. 

그가 나흘 동안 모은 노잣돈은 150貫이었다.6) 이  110 은 먹기에 용

이한 식료품을 구하는데 사용했는데, 三甲으로부터 북쪽의 六鎭에 이르기

까지는 돈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남은 돈  20 은 종인들에게 딸

린 처자식의 양식을 보조하는 데 쓰고 나머지 20 만 따로 챙겼다.7) 소요 

경비에 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8) 이처럼 

출발 이나 출발 후에 지에서 경비를 조달하는 방식은 다른 암행어사 

일기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미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드디어 9월 

6일에 종자 6명을 동하고 길을 떠났다.9)

 5) 박 보 39세, 박래겸 43세, 박만정 49세와 비교해 볼 때도 그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9월 2일 禁  李得濟에게 50민; 9월 3일 訓  朴宗慶에게 30민; 9월 4일 摠使 金基厚

에게 20민, 친구 徐明世에게 30 ; 9월 5일 春川邸吏에게 20민 . 

 7)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自三甲至北六鎭, 不通錢貨故也. 餘數爲曰 ●兩除

二十分, 從人輩, 使其妻子助數日之粮. 行橐, 只有二十貫, 欲引龜尾之短, 以接鶴

脛之長, 豈不艱哉. 宿. (9월 5일) * ●은 독 불가 자.

 8) 9월 18일에는 노자가 떨어져 潛通하기도 하고, 80貫을 빌리기도 했다. 9월 22일에는 

노자 70 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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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았다. 그 로 머물 다. 종인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나는 德聚, 尙

禧, 德喆과 함께 서쪽으로 長津에 들어갈 것이니 池生, 時旭, 仁孫은 곧바

로 北關으로 향해라. 일마다 자세히 탐문하여 몇 월 몇 시에 경흥 고을 아

래에서 일제히 모이자. 여기부터 함께 왔던 길을 되밟되 6인은 더러는 먼  

가기도 하고 더러는 뒤에 가기도 하면서 고을마다 鎭마다 마을마다 동네마

다 체를 치듯 머리를 빗질하듯 해야 한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으  종이

에다 기록을 하고, 장의 잘잘못과 아 이나 백성의 선악을 다섯 사람에게 

묻고 세 사람이 모두 ‘좋다’라고 말하거나 모두 ‘나쁘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비록 믿을 만한 말이라도 자기의 견해로 참고하여 조

이라도 의심할 나 가 없어야 일에 오류가 없게 될 것이니 삼가고 삼가라.”

라고 했다.10)

날짜, 기후, 식사, 명승지, 노정, 숙소 등을 필수 으로 기록한 것은 다른 

일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동행한 인원들의 활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은 여겨볼 만한데, 박 보의 ｢서부기정｣이 동행한 인원에 한 언

이 거의 없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수행원들과는 모두 함께 이동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단 규모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에 쉽게 발각되고, 여러 고을을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몇 개의 무리로 나 어 각자 여러 곳을 조사하게 하

고, 다시 특정한 장소에서 합류하기를 반복한다. 구강은 수행원 각자의 활

동과 성격에 해서 구체 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암행어사 활동의 

실제 인 진행 방식과 더불어 아랫사람을 하는 그의 따스한 인간미까지 

 9) 종자는 6명이었는데 李仁采, 池昌奕, 全尙禧, 李時旭, 李仁孫, 崔德喆 등이고 역졸은 

4명이었는데 趙今金, 姜義眞, 金孫伊, 李仁得 등이다.

10)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淸. 仍留. 約從人曰, “我 德聚尙禧德喆, 西入長津, 

池生時旭仁孫, 直向北關. 事事探仔細, 某月某時, 齊 于慶 邑底. 自此同爲復路, 

六人或前或後, 邑邑鎭鎭, 里里村村, 如篩如櫛. 大事 事, 輒記於紙, 官長得失, 吏民

善惡, 問于五人, 三人皆曰, ‘善’ 皆曰, ‘惡’ 此信 也. 雖信 , 參之以己見, 一分無疑

然後, 事可無誤, 愼之愼之”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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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11) 지 껏 소개된 암행어사 자료  수행원들의 일상을 가

장 소상하게 다뤘다.

맑았다. 날이 샐 무렵에 출발하여 下別社에서 말을 먹 다. 甲山府에 

이르러 멀리 성 를 바라보니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 행렬이 어디로 가는

지 손가락질 하고 있었다. 할 일 없는 이들이 미리 소식을 알리는 것이 곧 

낮의 도깨비와 같아서 오히려 한 차례 웃음이 나왔다. 말을 몰아 성 안으

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집을 찾아 잠시 쉬었다가 마침내 서쪽의 문루에서 

출도하자 성 안이 물 끓듯 했다.12)

구강의 일기에 抽栍 지역에 한 언 은 없으나 9월 25일을 시작으로 

총 11번 출도를 한다.13) 돌아오는 길에 비  사실을 발했지만 추생 지역

에 속하지 않은 까닭에 출도하지 않았다.14) 암행어사는 暗行과 明行을 필

요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데, 구강의 경우 명행에 해서는 시한 바 없고 

암행에 해서만 기록해 놓았던 것으로 보아 개는 명행을 주로 진행했

던 것을 알 수 있다.

1월 5일에는 덕취와 상희, 덕철만 남겨 놓고 일행들을 먼  서울로 보내

고, 16일부터 29일까지 釋王寺 內院庵에서 書啓 작성을 해 머물 다.15) 

11) 9월 2일 덕취의 사람됨을 묘사; 9월 8일 廉景允을 일행에 합류시키려다 실패; 9월 10일 

지생이 길을 잘못 들어 곤욕을 치름; 9월 16일 일행끼리 엿을 먹는 장면; 9월 21일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합류했는데 상희가 늦게 돌아와서 걱정하는 장면.

12)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淸. 平明發, 下別社秣馬. 至甲山府, 遠望城上, 人環

而立, 指點此行何處, 不緊漢, 通消息, 便同白晝魍魎, 還發一笑. 驅馬入城內, 覓

屋暫歇, 遂出道於西門樓, 城中水沸. (10월 9일)

13) * 출도 시기: 9월 25일, 10월 9일, 10월 18일, 10월 27일, 11월 5일, 11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 암행 시기 10월 15일, 10월 19일, 

10월 30일, 11월 3일, 11월 14일, 11월 28일, 12월 23일,

14) 2월 12일

15) 2월 16일에 修啓하 고 2월 19일에 서계를 썼다. 3월 1일에 서계와 별단을 정서하여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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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계를 완성하기 해서는 상당한 공을 들 다. 3월 2일에 入侍하여 

상감을 만나는 것으로 임무를 마쳤다. 그 뒤 서계와 별단에 의해 후속 조치

가 단행되었다.16) 그동안 북 일  24개 고을[邑], 38개 鎭, 21개 驛, 28개 

큰 고개, 26개의 큰 냇물을 지났으며 모두 174일 동안 5,595리를 다녔다.

3. 암행어사 활동의 실제

1) 공무수행의 다양한 활동

先文은 리가 지방에 출장할 때 도착 하는 날짜를 그곳에 미리 통지하

는 공문을 이르는 말이다. 암행어사는 선문을 보내는 일 자체가 신분 노출

의 험성을 감수하는 일이기에 원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강은 

‘어쩔 수 없다[不得已]’ 라는 표 을 쓰면서까지 선문을 총 9번 사용했다. 

개  때문에 앞 길을 개척하기 어려운 경우에 을 치워  人力의 동원

을 요청하는 일이 주를 이룬다.17) 구강 일행은 暴雪 때문에 불가항력 으

로 여러 번 체류  된다.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려면 신분 노출의 험을 감

수하고서라도 선문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암행어사 일기에서 선문

16) �조선왕조실록�, 3월 2일: 함경도 암행 어사 具康이 書啓하여, 鍾城의  부사 韓義運, 

甲山의  부사 申善應, 北靑의  부사 李魯新, 明川의  부사 李春熙, 吉州의  

목사 李宜秀, 慶 府使 李得秀, 洪原의  감 具明源의 잘못 다스린 실상에 하여 

논하 으므로, 모두 그 경 에 따라 감처토록 하 다. 別單에는 糶糴ㆍ海弊ㆍ驛弊ㆍ牧

弊ㆍ開 의 폐ㆍ勘籍의 폐로서 바로잡아야 할 것에 하여 말하 으므로, 모두 묘당으

로 하여  장 을 따라 채택하여 시행토록 하 다.[咸鏡道暗行御史具康書啓, 論鍾城

前府使韓義運, 甲山前府使申善應, 北靑前府使李魯新, 明川前府使李春熙, 吉州前牧

使李宜秀, 慶 府使李得秀, 洪原前縣監具明源不治狀, 幷從輕重勘處. 別單 , 糴

弊、海弊、驛弊、牧弊、開 之弊ㆍ勘籍之弊之當釐正 , 竝令廟 , 從長採施]

17) 10월 9일, 11월 1일, 11월 9일, 11월 23일, 11월 26일, 12월 1일, 12월 5일, 12월 8일,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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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된 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關文은 조선시  동등한 서 상호간이나 상 서에서 하 서로 보

내는 문서이다. 암행어사는 문을 통해 지 상황을 알리고 보고를 듣기도 

하 다. 이러한 문이 여러 번 사용되었다.  각종 等狀이 나온다. 等狀

은 조선시  여러 사람이 연명하여 부에 올리는 소장이나 청원서를 말한

다. 지인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담아 등장을 올리면 암행어사는 그에 

한 처분을 담아 뎨김[題音]을 내렸다. 等狀의 처리가 암행어사 업무의 과

함에 한몫을 했다. 구강의 일기에 나오는 等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종 폐단의 시정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弊狀18)과 停還狀, 백성들이 

임 수령의 억울함이나 남편의 옥사를 재고해  것을 바라는 鳴寃狀, 邑

으로의 승격이나 설치를 원하는 升邑狀과 設邑狀 등이 있다. , 각 지방에

서 왕명에 의하여 특별히 실시된 과거인 道科를 요청하는 文武道科狀과 

設道科狀도 있다.

다른 이의 선행을 알리는 것으로는 효자와 열녀를 칭송하는 孝狀, 烈狀

이 있고, 충성스러운 일을 선양하는 忠狀이 있다. 이외에도 孝烈狀, 孝友狀 

등이 나온다. 재물을 내어서 백성을 구제한 것을 칭찬하는 施財救民狀과 

재물을 낸 것을 칭찬하는 施財狀이 있다. 施財救民狀의 상은 太北辰, 

廉極台19), 安命玄, 元義尙 등이고, 施財狀의 상은 朴士倫, 尹東吉, 金

秋澤과 咸大閏 등이다. 재물을 내서 성묘를 수리한 것을 칭찬하는 出財修

聖廟狀과 성묘를 수리하여 고친 것을 칭찬하는 修改聖廟狀이 있다. , 흉

년에 구제한 일을 칭찬하는 救荒狀, 자신의 노고를 알리는 效勞狀이 있다. 

그 밖에 久勤差邊 狀, 復戶狀, 賜額狀, 養士狀, 罷防簾揮罹狀, 行誼狀, 

還穀位田狀, 勳裔許仕狀 등이 있다.

등장을 올리는 사람으로는 府民, 鎭民, 村民, 保民, 海民 등 일반 백성들

18) 특히 역의 폐단을 알리는 驛弊狀이 주를 이룬다.

19) 그에 해서는 여러 건의 기록이 나온다. 그  成海應의 ｢好義傳｣이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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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를 이루고, 그 밖에 馬戶首(역에 딸리어 역마를 맡아 기르는 사람), 

親騎衛, 驛吏, 人吏 등이 있다. 암행어사에게 등장을 올리는 일이 일반 백

성과 하  리들에게는 유효한 문제 제기 수단이 되었다. , 백성들이 巡

相, 府使, 縣監, 兵使, 鎭 , 判官, 察訪을 칭송하는 등장을 올려 암행어사

의 단을 再 시켰다.

治罪의 상은 아 들이 부분을 차지하는데 實名을 시했다. 現官과 

련된 아 은 물론이거니와, 前官과 련된 아 들도 상이 되었다. 치죄

의 상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監色, 營倉色, 由吏, 吏監, 吏校, 

吏民, 吏鄕, 人吏, 倉監, 倉色, 通引, 鄕監, 鄕人, 鄕任 등이다. 여기에 官

奴와 기생도 포함된다. 처벌은 嚴刑, 刑, 移囚, 棍, 귀양 등으로 나눠서 집

행했다. 

2) 암행어사의 고난과 고초

三水에 도착해 採探하러 나 어 보내고 나는 作廳으로 들어갔는데, 

은 아 들 열 몇 사람이 청상에 몇몇은 워 있고 몇몇은 앉아 있다가 나를 

보고 일어나기에 내가 말했다. 

“나는 호남 사람이오. 마침 일이 있어서 厚州에 가게 되었는데, 노자도 

이미 떨어지고  잘 만한 곳도 없소. 부디 그 께서 밥 한 끼와 자리 하나

를 빌려 주어 내게 하룻밤 묵고 가게 해주겠소?”

그들은 물끄러미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어떤 이는 흉년이 든 것을 

 어떤 이는 냉골이라 핑계 고, 어떤 이는 방에다 자물쇠를 채워 놓았다 

하고, 어떤 이는 궤짝을 잠갔다 하면서 한 두 사람씩 빠져나가더니 마침내 

사람들이 사라져 텅 비었다. 매우 무료하여 일어나 벽 에 붙인 싯구를 

보니  가운데에는 내가 알만한 것이 꽤나 많았다. 결국 서성 밖에 나가서 

잤다.20)

20)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至三水, 分遣採探, 我入作廳, 吏十數人, 或臥或坐

於廳上, 見我而起, 余曰, “我湖南人也, 適有事, 去厚州, 行資已絶, 且無宿處, 幸上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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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를 다니는 암행어사에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은 매우 커다란 문제

다.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

다. 특히 숙소 문제에 해서는 다른 일기에도 공통 으로 기록이 남아 있

을 정도다. 숙소에 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하나는 불결

함과 열악함에 한 토로이고, 다른 하나는 아  문 박 를 당하는 것이다. 

박만정의 �해서암행일기�에서는 주민들이 숙소를 제공하는 것에 비 조

인 태도를 보여 무척 애를 먹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구강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의 기록을 보면 은 아 들에게 숙소를 

간곡히 부탁해보지만 온갖 핑계를 면서 거 하는 정황이 등장한다. 이뿐

만이 아니라 10월 15일 기록에는 갖은 고생 끝에 숙소로 삼을만한 집을 찾아 

부탁했는데, 밤  낯선 사람의 고 없는 방문이라는 이유와 장모가 아 다

는 핑계를 들어 거듭 사양을 하자, 화가 난 구강이 역졸을 시켜 포박까지 

했다고 한다.21) 다음날인 10월 16일에도22) 연이틀에 걸쳐 곤욕을 당하자, 

借一飰一席, 容我一宿而去乎” 彼輩面面相顧, 或托以凶年, 或托以冷堗, 或鑰於房, 

或鎖其樻, 一出二出, 於是, 虛無人, 甚無聊, 起看壁上拈書, 中頗多可知 . 遂出西城

外宿. (10월 6일)

21)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促鞭而至, 則所 主人, 衣狗皮, 脫冠巾, 拒而不納

曰, “客何爲 , 暮夜突入人家, 何如是不識事體? 且家丈母, 病患甚重, 如何待客, 亟

往他處” 余曰, “主人反不知事體如此? 黑夜, 山多惡獸, 更何處向去, 且路由於此, 必

知自虛 來, 如有一分人心, 曷如是拒人耶?” 彼漢一向牢拒, 語甚悖慢, 忿何不生, 使

驛卒, 縛而坐, 直入內室, 彼漢咆哮不絶曰, “汝縛兩班, 歸鄕烏可免乎. 且丈母, 心驚病

添, 卽今欲死, 殺人之罪, 又孰當之” 聞來, 還不覺絶倒. 已而解其縛, 喩以道理, 彼漢

俯首而聽, 注目而去. 夜半進飰, 麤不堪食. 是日行八十里, 口占一律, 以志苦狀. (10월 

15일) 

22)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日已向黑. 緣溪而探, 忽到人家, 手剝柴門, 狺狺一

聲, 自內而出, 作意外惡說曰, “爾等, 多率惡漢, 昏夜作挐, 無乃强盜耶? 此有弓砲, 正

爲爾輩備也. 余心笑之曰, “前夜, 見困於豚漢, 今夜受辱於狼夫, 眞所 僅免曺崖石, 

更遭水磨石” 視其漢, 身長八尺餘, 短鬚環頷, 頭戴騣巾, 手握鐵杖, 眞悍類也. 心又思

之曰, “若示巽弱, 必百倍㥘辱, 吾寜挫其惡” 乃叱之曰, “爾豚犬漢, 行客犯夜, 困來叩

門, 爾 强盜何也? 是以强盜之心, 見人, 莫詑爾弓砲, 我亦有一大斧, 欲試爾豚犬漢” 

遂呼從 曰, “脫爾腰邊斧, 視我好手段” 彼漢乃低聲問曰, “客何人也” 余又叱之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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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돼지 같은 놈한테 곤욕을 치 고 오늘밤에는 이리 같은 놈한테 곤욕

을 당하는구나”라고 탄식했다. , 구강 일행을 강도로 오인하여 그들이 소지

하고 있던 무기로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박을 당한 일도 있었다.23) 체로 

지인들은 외지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에 해 매우 꺼렸다.

이 원은 손님을 하는 이었다. 세월은 오래되고 사람은 드물어서 

마룻 와 들보가 모두 헐어 좌우에다 버 목을 었지만 방이라도 매몰

될까 걱정되니 천명을 아는 자는 마땅히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산은 깊고 밤은 가까우며 사방에 사람 사는 동네가 없으니 이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덕취에게 말하기를 “건물이 무 져서 압사해서 죽는 것

도 운명이니 아무튼 들어가 있도록 하세”라고 했다. 경 무렵에 院直이 

귀리로 만든 밥을 올렸는데 반찬은 신 김치뿐이라 배가 비록 부르기는 했

지만 목구멍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 워 있자 무언가가 지붕 

에 떨어져 벽을 타고 내달려 이불을 뚫고 들어와서는 온몸을 쉴 새 없이 

깨무는 것이 마치 르고 깎아내는 것과 같았으니, 비록 잠을 재 하는 벌

에 물렸다고 해도 어떻게 짧은 시간만이라도 을 감을 수 있겠는가. 일

어나 앉았더니 하늘이 밝아졌다. 수십 수백 마리가 넘는 빈  같은 것이 

이불 속에 여기 기 숨어 있어 비린내가 코를 찔러 댔다. 내가 태어난 이래

로 고생이 이날 밤과 같은 경우는 없었다.24)

“爾識此人, 欲爲之何?” 彼漢, 乃惶懼謝曰, “鄕人, 不知 客, 罪當萬死” 余責之曰, 

“鄕人獨非人耶, 人家故人來之, 豈意爾有獸心耶” 彼又謝之曰, “ 客赦罪赦罪” 遂請

入內室曰, “女息雖病臥, 可貼之深” 北人 客入此曰, 貼此貼着也. (10월 16일)

23) 항상 주인집의 박 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9월 27일에는 주인 늙은이 노씨에게서 잘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24)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此院待客之館也. 年久人稀, 棟梁傾圯, 左支右撑, 

刻間, 有壓覆之患, 知命 , 宜不入. 但山深夜近, 四無人境, 此奚適. 語德聚曰, “壓

而死亦命也, 第入處” 初更量, 院直進耳牟, 飰饌止酸葅一器, 腸雖招, 喉不納. 夜深而

臥, 有物落屋上, 走壁而行, 穿衾而入, 咬渾身不休, 如刺如刻, 雖中合睡虫, 豈能片時

閉睫. 起坐至天明, 十百箇如豆蝎, 徧伏衾裏, 腥臭觸鼻, 生來喫苦, 莫此宵若也.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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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거처를 얻게 되더라도 제 로 숙면을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 많았

다. 박래겸의 �서수일기�에는 날이 물어 마땅히 숙소를 정하지 못해 길가

에 있는 작은 집에 유숙하기를 청하는데, 다름 아닌 官奴로 일하고 있는 

종의 집이었다는 일화가 나온다.25) , 박만정의 �해서암행일기�에도 병든 

아이와 한 방에서 자면서 악취 때문에 힘들어 하다 숙소를 옮긴 사연을 찾

아볼 수 있다.26) 박 보의 �繡斧記程�에서는 빈 와 모기, 더 에 시달리

면서 이날 밤의 괴로움이 평생에 제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27) 불결한 

숙소는 격무에 지친 암행어사 일행에게 안락한 휴식의 공간이 되지 못했다.

의 기록을 보면 붕괴의 험이 있는 건물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빈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사연이 나온다. 구강은 이날 밤 

기억을 태어난 이래로 가장 큰 고생이었다고 토로할 지경이었다. 10월 22일

에는 추 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어렵사리 인가를 찾았으나 주인집 아내

가 역병에 걸려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히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했고,28) 10월 30일에는 허름한 집에 들어갔으나 구멍이 뚫려 바람조차 막을 

수가 없었고 하늘의 별까지 볼 수 있었다 하니 露宿과 다를 바 없었다. 게

다가 벼룩과 빈 까지 고통에 한몫을 했다.29)

25) 박래겸, �서수일기�, 11면: 時値日暮, 無處投泊, 懇乞路傍蝸屋, 卽時役官奴之家也. 

幸得容接, 仍止宿.(4월 2일)

26) 박만정, �해서암행일기� 3월 22일조.

27) 朴永輔, �繡斧記程�, 12면: … 략…宿阿耳鎭炭嶺下. 數間草店, 人多屋熱, 蚊聲遶髩, 

壁蝎遍軆. 坐而未眠, 雨聲達夜不止, 其 惱可知. 發行以後穩眠, 未滿十宵, 而是夜

苦狀, 當數平生第一也.(4월 26일)

28)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行十里, 雨雪交下, 北風大吹, 衣渥而笠折, 肉割而骨

刻, 雖木石, 不能堪. 四無人家, 欲避不得, 幾死. 至高嶺鎭, 寜府屬鎭也. 顚倒入城

內民家, 坐席未煖. 傍 有呻吟之聲, 不絶于口, 聞來, 主人妻, 遘癘疾, 方欲取汗, 心

惡之, 移向他家, 仍留宿.(10월 22일)

29)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飯後發, 從此復路. 馬上得一律. 屛却官隸, 復作暗行. 

阿吾地飰, 慶 府屬鎭也. 寒透衣, 風脫笠, 骨冷 直, 行色奇怪, 不成樣. 阿山鎭宿, 

慶 府屬鎭也. 主人之屋, 獘獘多孔, 牕不能掩風, 屋可以見星. 蚤蝎之屬, 橫行臥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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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 내리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그치지 않기에 그

로 머물 다. 한 편의 율시를 지었다. 주인이 조밥을 지었는데 강낭콩을 

섞고 닭을 잡아서 국을 끓 다. 六稜盤을 들고 무릎을 꿇고 올렸다. 밥은 

부드럽고 달아 좋았으나 국은 기름장을 섞지 않아서 五味  한 가지의 

맛도 나지 않아 입에 맞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 밤에는 나무토막을 

태웠으니 그 불은 삼나무의 기름을 태우는 것 같았다. 체로 서쪽 육진은 

호랑이와 표범과 곰의 소굴이요,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며 얼음이 얼고 

이 내리는 고장이었다. 한 해가 끝나도록 멥 밥[粳飯]을 먹을 수가 없었

으며 추 가 다 하도록 솜옷을 입을 수가 없었으니 사람 사는 것의 백 가지 

에서 하나도 즐거운 것이 없었다. 

덕철이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께서는 여기에서 산 지가 몇 나 되었습니까?” 

주인이 말했다. 

“ 까지 다섯 를 살았습니다.”

덕철이 말하기를

“좋은 팔자라 이를 만합니다.”

라고 하 으니 이것은 아첨하는 말이었고 도리어 포복 도 할 만했다. 

내가 하룻밤을 자는데도 스스로 팔자가 사납다고 말했는데, 하물며 5 나 

오랫동안 살았음이랴. 이른바 강낭콩은 색깔이 붉으면서도 크고 맛은 달면

서도 연하여서 늦게 심어도 일  먹을 수 있으며, 맺은 넝쿨이 가장 아름다

웠다. 한 주먹을 바꾸어서 가지고 다니는 자루에다 넣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서울 집에 심으려고 해서 다. 六鎭부터 茂山까지는 순무와 배추 등은 없

고 다만 갓[芥菜] 김치가 나무통에 있었다. 그러나 소 이 귀하여서 섞지 

못하 으므로 그 맛이 싱겁고 시고 떫었으나 시원하여 먹을 만했다.30)

不堪一眠. 只待東方之明. 聞隣邑得失列鎭善否, 時旭輩所探, 無同異.(10월 30일)

30)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雨雪, 終日不止, 仍留. 賦一律. 主人作粟飯, 雜江南

菽, 殺鷄爲羹. 擧六稜盤, 跪進, 飯則精軟而甘, 羹不和油醬, 五味無一味, 戞戞不能食. 

夜燃曲榾, 其火杉肪. 大抵西六鎭虎豹熊羆之穴, 風霜冰雪之鄕. 歲卒而不得食粳飯, 

寒盡而不得綿絮, 人生百無一 . 德喆問主人曰, “主人居此爲幾世” 主人曰, “逮我爲

五世矣” 德喆曰, “可 好八字” 此阿好之 . 還覺絶倒. 我宿一夜, 自以 惡八字, 况

五世之久乎. 所 江南菽 , 色赤而大, 味甘而軟, 晩種早食. 蔓結 佳, 換得一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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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북방의 음식은 구강의 식욕을 돋우기에 부족했다. 주인은 정성껏 

음식을 올리지만 입에 맞지 않아 식사를 포기하곤 했다. 9월 29일 기록에는 

밥과 술을  받았지만 둘 다 도 히 먹을 수 없어 설사를 핑계 고 못 

먹겠다고 했으며31), 10월 24일에는 주인집에서 받은 녁상이 무 더

러워서 식사를 포기하기도 했다.32) 더러는 기치 않게 大麥麵33), 白山

茶34), 과일35) 등을  받는 호사를 리기도 했지만 일상 인 일은 아니

었다.36) 이동하는 시간이 많은 까닭에 휴 하기 쉬운 용식으로 엿이 이용

되기도 했다.37) 

비가 내렸다. 심 때 출발해서 일행이 여기서부터는 제 갈 길로 헤어지

게 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時旭의 무리들을 격려하여 말하기를 “잘 가고 

잘 가거라. 잘 자고 잘 먹어라. 길에는 나쁜 짐승이 많으니 부디 일  들어

納於行槖, 欲種於京家也. 自六鎭至茂山, 無蔓菘之屬, 只有芥菜葅之於木桶而鹽貴不

和, 故其味太澹而酸澁, 然淸凉可食.(9월 28일)

31)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已而進飯, 呼吏持壺來. 飯炊以粟, 酒釀以牟, 兩味雖

合, 飯不似酒不似, 不能强食. 托以腹疾曰, “酒食雖好, 病不能多啜, 還愧厚意, 數語後

相罷.(9월 29일)

32)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進夕飯, 麤甚不堪食.(10월 24일)

33)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邑産玄果俗名乧竹. 素是珎品, 邑中大麥麵, 細如

倭麵, 有名於隣近. 玄果水和麥麪, 其色鮮紅, 其味淸甘, 可堪一啜.(10월 9일)

34)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地産白山茶, 而白頭山所生, 佳. 故名曰白山茶. 彼

人採供皇帝, 一名皇帝茶. 狀如杉葉, 莖細而柔, 味辛而香, 能療食滯痰結.(10월 18일)

35)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俄餉茶, 啖乾柿大棗, 津津團團, 此二果, 北關之所

無, 而此甚神奇. 鎭 嶺南人, 故得來此兩果, 以供大賓.(10월 11일)

36)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酒則粟也, 肴則魚也. 進夕飰, 五楪, 皆鍮器也. 粳米

雜靑粱作飰, 肥鷄雜 薇作羹. 一楪燔魚, 一楪煑肉, 一楪芥葅, 一楪䓀莄菜, 一楪山

鷄炙, 極精潔故飽食.(10월 6일)

37)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早飯後發, 永 飯. 一行飢甚, 買秫飴食. 我取一團, 

折三分二, 含牙頰間, 飴甚强, 齒甚豁, 不能嚼. 行十餘里, 札札猶着口中. 尙禧, 長我

三歲, 齒如利鉅, 刻能喫二團, 眞所 難賭食肉 也. 草原驛宿, 定平地也. (9월 16

일); 搜行李療飢, 人食一團凍飴, 馬食一掬烹牟.(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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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늦게 출발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자 세 사람 한 슬픔을 치 못하여 

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長津 동쪽 지역은 높은 고개와 험한 시냇물이 많

아서 범과 표범과 곰이 낮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천만번 

빌어야 아무런 탈 없이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咸  땅인 歧川倉에서 

잤다. 尙禧가 뒤쳐져서 날이 물도록 이르지 않았다. 가랑비가 그치지 않

고 있어 매우 걱정이 되었다. 드디어 율시를 한 편 지었다. 한밤 이 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상희가 온 것을 알 수 있었으니 기쁨을 말할 수가 

없었다.38)

북방에서 虎患을 당하는 일은 일상 으로 벌어졌다. 연행록에서도 이 문

제 때문에 신경을 쓰는 정황이 나온다. 구강은 일행들을 각자 탐문한 곳으

로 나 어 보내면서 짐승들에게 피해당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9월 26일

에는 長津으로부터 茂山까지는 맹수가 많아서 혼자 다닐 수 없다고 했

고39), 10월 2일에는 호랑이와 담비 때문에 겁을 집어 먹은 말이 앞으로 가

지 않았으며40), 10월 5일에는 곰과 범의 오 이 아직도 따스한 기운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서 놀라고41), 10월 12일에는 낮에도 짐승에게 해를 입기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42) 언제든 맹수가 출몰하여 생명을 할

38)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雨. 午時發, 一行從此分張, 心懷甚惡. 勉時旭輩曰, 

“好去好去. 善宿善食. 路多惡獸, 幸可早入晩發” 三人亦不禁悽然, 澘然爲 曰, “長

津以東, 多崇嶺惡溪, 虎豹熊羆, 橫行於白日, 千萬祝無恙行” 歧川倉宿, 咸 地也. 尙

禧後, 日暮不至. 微雨不絶, 心甚憂慮. 遂賦一律. 夜半有叩門聲, 知尙禧來, 喜不可

.(9월 21일)

39)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自此至茂山村, 稀路, 且多惡獸, 不可獨行. 故數三人

馬, 偕行而如商旅行.(9월 26일)

40)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虎狼鳴於深谷, 貂鼠跳於高樹, 非直無意前進, 馬亦

不能行, 雖十生九死, 難保. 其竟濟 旣立而休 旣休而行 五里 一嶺十里 一嶺九十里內 

七嶺相頡  如七國之勢也.(10월 2일)

41)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深拱而去, 忽見熊虎遺矢, 煖氣尙出, 可知幾羣纔過, 

又念我雖不見渠, 渠必見我人, 莫不驚懼.(10월 5일)

42)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壁揭熊虎之皮, 足爲一馬之直, 而地多惡獸, 白晝攫

人, 人多殺傷, 大可懼也.(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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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암행어사 수행 기간 내내 구강을 괴롭혔다. 

이처럼 숙소의 선정, 열악한 숙소 상태, 입에 안 맞는 음식, 맹수의 출몰 

등은 암행어사 일행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그는 고통스런 기억을 고통스

럽게 그리지만은 않았다. 보통 다른 일기들이 서계와 별단 작성을 한 단

순한 기록의 의미를 지닌 일기 다면, 구강의 일기는 유머나 트 어린 시

선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상황을 그려내어 흥미를 유발하 다. 

3) 노정의 험함과 추위와의 사투

서리가 아직 녹지 않아서 로는 머리에 들이쳤고 빛은 끝이 없어서 

아래로는 발에 닿고 있었다.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화살과 같고, 흐

르는 여울물은 쇠뇌와 같아서 비록 한여름이라도 한기가 몸에 가득하고 손

과 발이 터졌으며 얼굴이 검푸른 빛이 되고 살쩍에는 싸라기 이 맺혔으며 

수염에는 얼음이 매달렸고, 배가 굳고 입이 떡 벌어져 죽을 밖에는 다른 

계책은 없었다. 해가 나오길 몹시 고 했으니 산이 높아 해가 더디 뜨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하여  나무를 꺾어서 불을 피우게 한 뒤에야 차츰 추

가 풀렸다. 거기서 10여 리를 가자  얼마나 험했던가. 홍수가 산을 에워

싸고 언덕을 넘어 나무를 뽑아내고 바 를 뒹굴게 해서 찾을 만한 길이 없

었다. 나무뿌리를 오르고 바 를 넘어서 천신만고 끝에 20리를 가게 되자 

처음으로 산이 열리고 평평해진 땅을 보게 되었다. 거기서부터 15리를 가게 

되자  얼마나 높았던가.43) 

그는 지 않은 나이에 다릿병까지 앓고 있었다. 게다가 험한 지역의 연

속에다 강추 까지 그를 괴롭혔다. 박래겸의 �북막일기�8월 29일 기록을 

43)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霜未消, 上侵於頭, 雪色無邊, 下觸於足. 谷風如矢, 

灘流如弩, 雖三夏, 寒粟徧身, 手脚皴, 顔面黛, 鬢結霰, 髥懸氷, 腹梗口呿, 死外無策. 

苦待出日, 山高故遲. 使之折木, 熱而後, 稍解. 行十餘里, 又何險也. 大水懷山襄陵, 

拔木轉巖, 無處覓路. 登木根, 跨巖脚, 千辛萬苦, 行二十里, 始見山開地平. 行十五里, 

又何高也.(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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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날 밤에는 날씨가 혹한이라 잠을 자도 을 붙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일행이 모두 일어나 앉아 불을 쪼여서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술을 데워 

추 를 막기도 하면서 앉아서 새벽을 맞았다”44)라고 나온다. 함경도는 8월

말에도 잠을 청할 수 없을 만큼 강추 으니, 주로 한겨울에 일정을 소화

해야 했던 구강의 고생을 짐작할 수 있다.�서수일기�는 7월에, �해서암행일

기�는 5월에 각각 임무가 종료되었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구강은 9월에 

일정을 시작했으니 가장 험지(險地)에서 혹한기에 임무를 수행한 셈이다.

날씨가 맑았다. 떠나려고 하면 으로 길이 꽉 막  있었고 떠나지 않기

에는 일정이 무 박하여 은 하게 진의 겸인을 불러 “나는 장사치로 경

원 땅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에 청나라 시장에 좇아가려 하네. 일정이 

무 박한데 에 막 서 통하지 않고 있네. 부디 청의 명령[官令]을 

빌어서 군인 여섯 명이 을 밟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니 “무에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얼마 안 되어 건장한 사내 여덟 사람이 

각자 나무 삽을 잡고서 갈 길을 재 했다. “날씨가  큰 이 내릴 것 같으

니 더디게 할 수 없다. 더디게 해서 출발하게 되면 이 이미 세 길이나 

쌓여서 길에 다니는 사람이 끊기게 된다.”라고 말했다. 여덟 사람이 더러는 

발로 밟아 넓히고 더러는 을 쓸어 길을 열어서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행 에 이르러 잤다.45)

강추 와 함께 폭설은 일정을 지연시켜 암행어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래했다. 일정을 포기하고 머무른 것은 개  때문이었다. 일기에도 이

44) 박래겸, �북막일기�: 是夜, 天氣酷寒, 睡不能着. 一行皆起坐, 或附火取煖, 或煖酒禦

寒, 坐而達曙.(8월 29일)

45)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淸. 欲發則雪路塞, 不發則行期迫, 潜招鎭傔曰, “余

以商客, 方入慶源, 歸趂淸 . 行期甚迫, 而雪塞不通. 幸借官令, 可得踏雪軍五六人

乎?” 曰, “何難之有” 已而健夫八人, 各執木鍤, 促行. 曰, “天氣又似大雪, 不可遲. 遲

乃發, 雪已三丈, 路絶行人” 八人 , 或踏而拓, 或掃而開, 千苦萬辛, 僅到行營宿.(10

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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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사실을 시했다. 북방의 폭설은 자신의 우물도 찾아갈 수 없게 만드는 

정도 는데, 이 내리기 에 우물까지 을 이었다가 이 쌓이면 을 

흔들어서 길이 통하게 만드는 방법을 써야 했다.46) 그의 일행은 을 치워 

달라고 지원을 부탁하는 일이 잦았다.47) 그 방법 에 하나로 先文(도착하

는 날짜를 미리 통지하는 공문)이 이용되었다.48) 체 으로 조 인 편이

었으나, 어떤 경우에는 官屬들이 고생하고 싶지 않아 이 쌓 다는 핑계로 

완곡히 거 하기도 했다.49)

20리를 가자 험한 땅이 나타났다. 는 아홉 번이나 꺾인 가 른 고개

고 아래에는 천척이나 되는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길이 없어서 고

개를 넘을 수가 없었고 배가 없어서 강을 건  수가 없었다. 간에 겨우 

한 기 통하는 길이 있었지만 태로운 바 가 그 허리를 차지하고 있었

다. 그런데 모습이 말안장과 같아서 가까스로 사람은 받아들일 만하지만 

말은 지나갈 수 없어서 메고 간 뒤에야 지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말은 

무겁고 사람은 으니 어쩌겠는가. 고민하는 사이에 사냥꾼 여섯 명이 

어깨에다 곰이나 돼지, 기러기와 따오기 등을 메고 왔다. 내가 그들을 다

히 불러 말하기를 “장부들 나를 구제해 주시오.”라고 하니 사냥꾼들이 “구

제하려면 어 해야 하겠소.”라고 했다. 내가 “길이 좁고 험해 말은 지나갈 

46)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魚面堡村 宿. 大雪時, 雪齊于屋, 人莫能出戶. 雖穿

雪而出, 井道不可 . 故 絞大繩, 橫于道上, 及是時, 擧而拓之, 則可以通道. 北六鎭, 

種種如此云.(10월 2일)

47)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前路甚險, 壯雪大塞, 不得已通於察訪, 使人開拓.(12

월 1일)

48)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前路雪齊陵岸, 卒不可行, 故前期踏拓. 是日曲曲掃

踏, 頭頭開拓, 驅十丈之雪於百仞之塹, 六十里長程, 穩如平地. 北關每每雪塞, 不出

道. 不先文則不能作行, 若久留一處, 則貽獘甚多. 不得已先文行 屢矣.(11월 26일)

49)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明日 從虛 嶺行, 忽聞本府校獵貂去虛 , 還歸

曰, “虛 , 雪已深一丈, 人不能往來, 從人皆難之” 余曰, “豈其然, 此去虛 , 不過百

二十里, 便是一山. 此旣無雪一點, 彼豈有一丈雪乎. 自此作行, 官屬多苦惱, 故此

出, 爾等勿信之” 自此, 至同仁鎭, 不得已先文, 盖踰昆丈德故也.(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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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으니 여러 사람의 힘을 빌어서 한번 말을 들고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소”라고 하자 여섯 사람이 곧바로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겠소.”라고 

답했다. 곧바로 모두 고리를 벗고 두 사람은 말의 머리를, 네 사람은 말의 

배를 들고, 두 사람은 말의 꼬리를 잡고는 으 차 으 차 소리를 내면서 

발을 맞추어 가니, 말도 태로운 길이란 것을 알고 요동치지 않았다. 잠깐 

사이에 양의 창자와 같은 고불고불한 길을 4번 넘게 된 것이다. 내가 갑 

안에 있는 담배를 기울여 주며 “장부들이 아니었다면 나의 행차를 그만둘 

뻔했소. 고맙고 고맙소”라고 말했다.50)

함경도에는 이름난 고개가 많다. 咸關嶺을 넘는 것은 도의 어려움이라 

이를 만하니 하늘에 올라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고51), 摩雲嶺에 

해서는 으로 만 길이나 되는 깎아지른 듯한 골짜기가 있어서 한 걸음이

라도 잘못 디디면 몸 둘 곳이 없다고 하 으며,52) 摩天嶺은 워낙 산림이 

울창하여 맹수들이 다녀도 볼 수 없을 정도 다고 했다.53) 길이 험해서 안

을 해 기도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54) 그만큼 험한 지세는 목숨에 

50)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行二十里, 有危險之地, 上則九折峻嶺, 下則千尺深

江, 無路, 嶺不可越, 無舟, 江不可渡. 中間, 纔有一線通路. 而危巖據其腰, 狀若馬鞍, 

僅能容人, 馬則不可過, 扛而去. 然後可越, 而馬重人 , 奈若之何, 正悶間, 有五六獵

夫, 肩擔熊猪之屬, 雁鶩而來. 余急呼曰, “丈夫救我” 獵夫曰, “救之何爲” 余曰, “路狹

而險, 馬不可過, 乞衆力, 一扛馬去, 可好可好” 六人郞應之曰, “何難之有” 卽皆脫襦, 

二人擧馬首, 四人擧馬腹, 二人擧馬尾, 屓屭作聲, 齊足而行, 馬亦知其危,, 不搖不動. 

瞥然間, 踰了羊腸 四番, 余傾匣中草, 之曰, “微丈夫, 我行休矣, 多謝多謝”(10월 

19일)

51)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坐歇, 煮酒, 飮數杯, 夕踰咸關嶺. 長雖不遠, 高甚無極, 

可 蜀道之難, 難於上靑天, 人馬, 寸寸立歇, 氣息喘喘, 如吳牛之見月, 謠曰, 鐵之北第

二嶺, 摩之南第三嶺, 處於一下二上, 難爲弟, 難爲兄, 峻險不可復記.(12월 11일)

52)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摩雲之高險, 摩天相頡 , 而近嶺百里, 無掌大平

野, 路皆緣山顚崖壁, 旁臨萬仞絶壑, 一步蹉脫, 卽身無處所, 猶覺神�.(12월 1일) 

53)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大嶺峻極于天, 右邊濱涯, 不知爲幾 , 松檜檟杉之

屬, 鬱鬱密密, 雖怪禽惡獸, 往來其間, 不得以見也. 此南關第一崇嶺, 名曰摩天. 天可

以摩, 則其高可知.(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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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 다.

맑았다. 날이 샐 무렵에 출발하여 大莫村에서 밥을 먹었는데 定平 땅이

었다. 고을에서 獨凶을 만났는데 창고에 남은 곡식이 없어 賙賑을 얻지 못

했다. 백성들이 많이 흩어지고 도망쳐 남은 집에는 연기가 없었으니 경치가 

몹시 시름겨웠다. 咸 府의 포에서 잤다.55)

날이 늦은 뒤 출발하여 10여리에 이르 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손에 

곡식을 한 묶음씩 들고 길을 막은 채 크게 부르짖으며 “어사 께서는 친히 

이 손 안에 있는 물건을 보소서.”라고 했다. 손 안에 있는 것을 보니 빈 껍질

이었다. 여러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 희들이 이것을 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북쪽에 사는 

백성들은 곡식으로 운명을 삼고 있는데 올해에는 크게 흉년이 들어 사방의 

들에 늦은 곡식이 껍질만 있고 알맹이는 없습니다. 원컨  어사 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했다. 나는 “불 하도다, 내가 조정으로 

돌아간 뒤에 마땅히 책임자들과 상의하여 희에게 물리는 공세를 없애도

록 할 것이니 희들은 그 게 알고서 물러가라”라고 했다.56)

거친 자연환경 탓에 民草들은 고단한 생활에 노출되기 쉬웠다. 의 

은 정평 땅의 비참한 모습을 목도하고 기록한 것이다. 흉년으로 곡식은 떨

어지고 구휼을 얻지 못한 백성들이 流民이 되어 떠나자 마을은 空洞化되었

54)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路過甘峴, 凡九十九曲. 高低不常, 夷險不齊, 或騎或

步. 路右有神 , 祈雨處也. 其神甚靈, 使行人, 再拜於前致虔則無事, 否則車折馬敗

云. 使德喆輩往而拜跪而祝.(10월 16일)

55)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淸. 平明發, 大莫村飯, 定平地也. 邑逢獨凶, 倉無餘

粟, 賙賑不得. 民多散亡, 餘戶無烟, 景色甚 絶. 咸 府店宿.(9월 17일)

56)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晩後發, 至十餘里, 十百民, 手握一束粟莖, 遮道大呼

曰, “乞御吏道親覽此手中物” 視之乃空殼也. 衆民曰, “汝等示此何意?” 衆民齊聲

曰, “北民以粟爲命, 而今年大凶, 四野晩粟, 有箕無實, 願御吏道, 活我衆民” 吾曰, 

“可憐矣. 還朝後, 當議除爾等公稅, 爾等 去”(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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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백성들이 구강을 만나 사정을 얘기하고 호소하자 세 을 면제해 주겠다

고 약속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9월 24일의 기록에는 流民의 비참한 모습을 

직  보고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지만 그를 뿌리치고 떠나는 상황을 유민과

의 화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57) 바로 이어 9월 25일의 기록

에는 유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인 모순에 해 시했다.58)

4) 함경도의 특이한 풍속과 풍물

여기로부터 북 에 이르기까지는 일곱 고을이 있다. 동쪽으로 무산 등 

네 고을을 들어가자 남자는 수고롭고 여자는 한가로웠다. 물을 긷고 구질 

하는 것이나 불 때고 채취하는 것 모두 여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남자가 

책임을 진다. 그런 까닭으로 여자는 다만 삼을 쪼개거나 옷을 지을 뿐이고 

일생을 문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은 개 오랑캐의 풍속이었다. 

여자들이 부 한 집에 있었다. 길손은 벽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온종일 

소리 한 번 들을 수가 없었으니 도리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59)

함경도의 풍속은 서울과는 사뭇 달랐다. 서울에서 남자와 여자의 일이 

57)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平明發, 當黃草嶺, 長三十里, 內外兩嶺, 甚險峻, 樹

木參天, 日色不漏. 踸踔而步, 寸寸而憇, 欲坐則厚雪滿地. 頤杖而立, 輒鎭喘息, 艱到

第二嶺, 流民相續, 男扶男, 女負女, 哀號窮林間, 慘然不忍見. 問曰, “君輩從何處來, 

向何處去” 答曰, “吾輩長津人. 飢餓死 無去處去” 曰, “君輩去 曷生? 寜坐死. 豈可

資溝壑之塡. 我 本官甚善, 圖安堵之策, 可復躡我後” 彼皆不信, 顚仆而去, 無計

可挽. 未幾逢本倅, 營門邑店宿. 入境也. 民已流亡 , 過半, 十家僅存三四, 苦無烟

氣.(9월 24일)

58)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邑在高峻, 兀如轎上丁子, 早寒早霜, 穀惟粟麥, 無粳

稻, 無綿絮, 非可生之地. 以鎭升邑 , 僅爲三十年, 初山力極盛牟麥一石落, 秋得六

七十石, 關西江邊之民, 移來力農, 家給人足, 近來, 地力幾盡, 連値歉荒, 今則民皆

散, 官不得收糴, 督居 , 徵 戶, 以是 民益不能奠居, 挈家而走 , 不知其數. 前年三

千餘戶, 今爲六百戶, 不已則邑 無矣.(9월 25일)

59)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自此至北關, 七邑. 東入茂山等四邑, 男勞女閒, 井臼

炊採, 不責於女. 故女但裂麻縫衣, 一生不出戶外, 此盖胡俗也. 衆女渾處一屋, 行客

在隔壁, 終日不聞其一聲, 還不知有人也.(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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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함경도에서는 통상 여자의 일이라 생각되는 

일들까지도 남자가 담했다. 게다가 性문제에 있어서도 남달랐다. 여자가 

淫行을 지르더라도 남편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60) 

특히 冠婚喪祭는 완 히 달라서, 아들을 낳으면 3일 안에 찬 물에 목욕

을 시키고61),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행렬이 新行을 가기도 했으며62) 

먼 곳에서 친척이 죽으면 가죽과 살은 어내고 만 거두어 상자에 넣어서 

지고 갔다.63) 함경도 특유의 독자 인 풍속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앙에서 

지방을 볼 때 흔히 보이는 폄하와 멸시의 시선이 강했다. 이러한 몰이해는 

비단 구강의 경우만은 아니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이 딸을 낳으면 서른 살이 가까워진 뒤에야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하 으니 개 여자가 매우 귀한 까닭이었다. 딸에게 집에서 

일을 시키고도 불 히 여기지 않았으니 나이가 지 하게 먹는 것이 화목을 

가장 손상시키는 일단의 일이 된다. 이런 까닭으로 이따  桑中의 음란한 

풍속이 있었다.64) 

여자가 부족하여 집안일을 시키려고 고의 으로 시집을 늦게 보내 노처

60)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邑俗善淫女有二三, 其夫本夫恬而不怪, 雖 蠻貊之

邦, 可也.(10월 9일)

61)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曾聞深北之人, 生子, 三日之內, 沉于寒冷之水, 死則

曰短命 , 生則曰長壽 . 今 源, 往往有此云. 兒雖銅頭鐵額, 鮮能不死也.(10월 27일)

62)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逢衣狗 十百人, 左列右隊. 中有一牛背上, 駕如轎

機, 揮之以靑衾, 長䋲作左牽, 橫亘路左, 呵禁行客. 此村女新行也, 北關, 新行之法, 

如此云. 而今始見之, 可駭可呵.(10월 26일)

63)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三甲之人, 親戚死於遠方, 則爲運來之便易, 刮其皮

肉, 收其骸骨, 納於笥篝中, 擔而歸之, 聞來, 不勝驚慘. 端人往往有此俗, 雖 蠻貊, 

可也. 在王化不遠之地, 爲此殘惡不忍之事, 不可使聞於他人.(11월 29일)

64)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此土之人生女, 年近三十而後, 使之嫁夫, 盖爲女子

極貴故. 使役於家, 不恤, 其年晩, 爲傷和之一端. 是以往往有桑中淫風.(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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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양산하는 분 기도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집안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

고, 과년한 딸이 시집을 가지 못해서 성도덕이 문란해지기도 했다. 노처녀가 

양산되면 자연 으로 노총각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11월 16일에는 37살의 

石도령이란 자와 구강이 나  이야기를 매우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다. 석도

령은 이웃마을에 사는 26살의 이씨 집 딸을 연모한다며 군가 자신과 그 

여자의 혼인만 성사시켜 다면 결혼한 뒤 이씨의 재산을 상속받아 반을 

떼어주겠다고 했고, 구강은 그 두 사람을 맺어주겠다고 다짐을 한다. 11월 

20일의 기록에 의하면 구강이 이웃 마을에 찾아가 매를 시도했으나 이미 

정혼한 곳이 있다며 거 을 당해 끝내 혼사가 성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석도령의 착각이었는지 20일 기록에는 이씨 딸의 나이가 26살이 아닌 

17살로 나온다.65) 이 사건이 인상 이었는지 구체 으로 기술되어 있다.

숲이 무성한 가운데 커다란 짐승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사람과 말들이 

깜짝 놀라서 을 씻고 살펴보니 개가죽을 입은 큰 놈이었다. 설 은 강구

에 있는데 높고 험한 것이 이송과 같아서 겨를이 있어도 기록할 수가 없었

다. 自作堡에서 잤는데, 서쪽 육진의 여섯 번째 다. 살고 있는 주민은 말

을 잘 하고 했으며, 의복은 기괴했다. 육축과 한 집에서 함께 잤다. 벚나

무 껍질[樺皮]을 창에 바르고 돌조각으로 집을 지었으니 함경도 에서도 

제일 심한 것이었다.66) 

함경도 사람들은 신분과 귀천을 막론하고 개가죽 옷을 입었다. 매우 낯선 

풍경이었는지 구강은 에서 여러 번 이 옷에 해 언 하고 있다. 그 에 

하나 더 주목을 끄는 것은 특이한 사투리 다. 10월 24일 기록을 보면 말소

65) 암행어사 혼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는 여러 문헌에 한다. 류기옥, �암행어사 설화 

연구�, 우석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2005, 29∼30면 참고. 

66)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林茂中, 巨獸忽出. 人馬皆驚, 拭目而視, 衣狗皮大漢

也. 雪關在江口, 高險如李松, 暇不能記也. 自作堡宿, 西六鎭之六也. 居人, 語諞急, 

衣服奇怪. 六畜同宿一屋. 樺皮塗牕, 片石編屋, 深北中尤甚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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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높으면서도 하고 사투리를 많이 써서 태반은 알아들을 수 없었으며 

개짓는 소리나 돼지 소리처럼 들린다고도 했다.67) 말소리 뿐 만이 아니라 

낯선 나그네를 하는 모습도 생경하기는 마찬가지 다. 11월 1일 기록에 

길을 물어보면 턱으로 가리키고, 부르면 달아나고, 손을 내두르면 엎드렸으

니 의미를 알 수 없는 행동들이라고 했다.68) , 서울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물건과 경들은 그의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했다. 10월 8일에는 물 방아

를, 10월 25일에는 연통69)에 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스물네 개 고을의 친기  모두 모여서 무 를 시험했다. 웅건한 사람이 

반이고 날래고 사나운 사람이 반이오.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포를 잘 쏘았다. 비록 달리는 범이나 구멍에 있는 돼지라도 활을 쏘기만 

하면 번번이 명 했으니 진실로 북 의 건장한 사내이고 국내에 있는 강병

이었다.70)

함경도는 尙武 통이 강한 곳이다. 추 71)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생기는 인내심과 아울러 국경을 인 한 지리  특수성이 그들을 강하게 만

들었다. 그들은 무 의 달인이어서 각종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었다. 그러

67)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語音高急, 多用方 , 語意太半不諳. 已而入內室, 余

顧笑德聚曰, “如此怪音, 平生初聞. 猪聲乎. 犬吠聲乎” 德聚亦大笑.(10월 24일)

68)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源人, 習性頗怪, 行人問去路, 則輒頤指而止, 南耶

北耶遠邪近邪, 不知其所向, 招之則輒走, 揮之則輒伏, 其意亦未可知.(11월 1일)

69)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自此至六鎭, 俗尙烟筩, 家家逐堗而竪, 朝夕村烟, 齊

聚直上, 正如密雲 , 天晴霞鎖洞, 亦奇觀也.(10월 25일)

70)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二十四邑親騎衛, 幷 試藝. 雄健 半, 驍悍 亦半, 

善騎善 , 又能善砲. 雖奔虎突豕, 可以一發輒中. 眞北關之健夫, 國內之强兵.(10월 

23일)

71) 어린 아이가 삼일 동안 노숙을 하는 일화는 그들이 얼마나 추 에 잘 단련되었는지를 

설명해 다.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初入大東院, 院直子九歲兒, 訪其妹, 去

茂山, 時三日露宿於虛 嶺云. 到今思之, 則外黃之兒, 雖能於 羽, 決不能於此, 還

可 惡種也.(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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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개인 인 무  솜씨와는 별도로 변방의 진지 상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72)

맑은 날이다. 아침밥을 일  먹은 뒤 陽已驛에서 출발해 文川의 屬驛에

서 묵었다. 포 앞에 큰 다리가 있었는데 바닷물로 들어가는 곳이었다. 석

양이 질 무렵 다리 아래가 크게 떠들썩하더니 연어를 사냥한다고 했다. 많

은 사람들이 고리와 바지를 홀딱 다 벗고 목  안으로 물고기를 몰았다. 

고기 떼들이 여러 사내들이 친 그물로 들어가면 한 자쯤 되는 물고기를 잡

아 모았는데 한 마리도 빠뜨리지 않았다. 수백 마리의 고기를 잡아들이는 

모습은 장 이었다.

그 무리들은 꽤나 사나운 듯하여 시험 삼아 손에 엽  세 닢을 쥐고 물고

기 한 마리를 사려고 해보았더니 한 사내가 쫓아내며 말하기 “어디에서 온 

키가 큰 양반이기에 일 이 숙맥도 구별하지 못하는가, 몇 자나 되는 고기

를 세 닢의 엽 으로 사려는 것은 여태 들어본 도 없으니, 으로 돈을 

만들었는가 물고기가 흙과 같은가,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어  쫓아내기를 기다리겠소. 내 발로 가겠소” 

하고 마침내 포로 돌아갔다.73)

우연히 목도하게 된 연어를 사냥하는 이 장면은 ｢북새곡｣에 그 로 등장

한다. 실제 장이 실감나게 떠올려질 정도로 매우 생동감 있게 표 되었다. 

그는 화체를 즐겨 사용했다. 가사인 ｢북새곡｣의 주된 특징으로 화체를 

손꼽은 바 있다.74) 일기에서는 어떤 상황을 상 방과의 화체를 통해 제시

72)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鎭樣極蕭條, 雖十數盜來劫, 可束手而無防禦之勢.(9

월 29일)

73) 구강,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淸. 早飯後, 發陽已驛, 宿文川屬驛也. 店前有大橋, 

入海水處也. 夕陽時, 橋下大喧, 盖獵鰱魚云. 十百羣, 赤脫襦袴, 驅魚於木箭中, 魚隊

盡入. 衆夫擧網而括尺鱗, 無一漏一網, 獲數百尾, 亦壯觀. 彼輩, 甚似獰 , 試其爲

人, 手握三葉錢, 欲買一魚, 一夫逐之曰, “何來身長兩班, 曾不識菽麥, 數尺魚三葉錢, 

前後未聞, 金作錢耶, 魚如土耶, 速去速去” 吾笑曰, “何待逐乎? 吾自去矣” 遂歸店

中.(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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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곤 하는데, 그 빈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화체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장면은 더욱 생동감을 얻게 되고, 독자로 하여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든다. 

약아빠진 장사치와 흥정을 하는 목에서 구강 특유의 장난기가 발동한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다 장사치에게 무안을 당하지만 안색을 붉히지 

않고 돌아온다. 笑 내지는 余心笑之라는 말을 들어 언제나 여유를 잃지 않

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료들과도 스스럼없이 화를 주고받으며 유쾌하게 

웃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 다. 그의 낙천 이고 인간 인 모습을 엿보기

에 부족하지 않은 부분들이다. 그가 구사하는 트(wit)는 여행에서 오는 

긴장을 이완시키고 동행하는 사람들과의 호흡을 유연하게 만들어 다. 구

강의 이 일반 인 일기가 가지는 특성과 무 치는 않겠지만, 짧은 문장과 

排比句를 선호하고, 고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은 그만의 개성이라 볼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본 바, 인물과의 상황은 부분 화체로 진행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생생하게 묘사하여 장감을 배가시켰다. 

4. 결론

구강의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는 174일 동안의 함경도 암행어사 기

록을 담고 있다.75) 지 까지 확인된 암행어사 일기  가장 긴 기간 동안의 

기록이다. 한문 일기이지만 한문학에서는 본격 인 연구가 없었고, 지 껏 

가사 연구의 보조 자료로만 사용 다. 그의 일기는 기왕에 소개된 암행어사 

일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가치 있는 기록의 의미를 띤다.

74) 이형 , ｢<북새곡>의 표 방식과 작품세계｣,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고려  고

문학․한문학연구회 편, 집문당, 1995.

75) �서수일기� 3월에 16일부터 동년 7월 28일까지 126일 동안의 기록을, �해서암행일기�

는 3월 7일에서 동년 5월 12일까지 65일 동안의 기록을 각각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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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이나 출발 후에 지에서 경비를 조달하는 방식은 다른 암행어사 

일기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미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 先文과 

關文, 각종 等狀과 뎨김[題音], 치죄가 소상히 나와서 실제 암행어사의 공

무 수행을 악하기에 용이하다.

56살의 늦은 나이와 다릿병까지 않던 그에게 암행어사의 격무는 무리

지만, 의식주를 심으로 공무 수행의 어려움을 충실히 기록해 두었다. 북방

의 맹수들과 함경도의 험한 지리는 수행 기간 내내 생명에 을 주었다. 

한겨울의 강추 와 폭설은 암행어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주범이었다. �서수

일기�가 7월에 �해서암행일기�가 5월에 임무를 종료하 는데 반면 구강은 

9월에 임무를 시작하 다. 酷寒에 임무를 수행한 탓으로 다른 기록에서 찾

을 수 없는 혹한기의 함경도 모습과 그에 따른 임무수행의 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함경도는 서울내기에게는 異國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

 충격을 주었다. 關北은 비교  자료와 기록이 부족한 지방인데, 그가 남

긴 일기를 통해 당시 그곳의 사실 인 풍속과 풍물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구강은 매우 수  높은 트를 구사했고, 그런 은 수행원들과의 유연한 

계에도 한몫했다. 사람들 사이의 사연과 부딪친 상황은 그의 일기 속에서 

부분 화체로 표 되고 있다. 화체가 자주 사용되니 상황이 입체 으

로 보이고, 몰입도를 높이면서 읽는 재미까지 배가시킨다. 묘사에도 탁월한 

재주가 있어 마치 에서 그 일을 목도하듯, 풍경을 바라보듯 생생함을 가

져다 다.

구강의 일기에는 수행원의 활약상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리더로써 아

랫사람을 하는 자세도 고압 이지 않고 평교하는 동료를 하듯 끈끈한 

동료애까지 보여 주었다. 일기에서 드러나는 훌륭한 문학  감수성과 개성

이 그의 남아 있는 문집에서는 더욱 발휘되리라는 기 와 함께 본고의 부족

한 부분은 후일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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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休休子 具康의 암행어사 일기 연구

구강은 1812년(순조 13) 가을에 함경도 暗行御史에 임명되어 다음해 까지 임

무를 수행했다. 이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일기인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를 썼고, 

국문 가사 ｢北塞曲｣을 남겼다. 

구강의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는 174일 동안의 함경도 암행어사 기록을 담고 

있다. 한문 일기이지만 한문학에서는 본격 인 연구가 없었고, 지 껏 가사 연구의 

보조 자료로만 사용 다. 그의 일기는 기왕에 소개된 암행어사 일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가치 있는 기록의 의미를 띤다.

출발 이나 출발 후에 지에서 경비를 조달하는 방식은 다른 암행어사 일기에

서는 볼 수 없었던 기록이다. , 先文과 關文, 각종 等狀과 뎨김[題音], 치죄의 상황

이 소상히 나와서 실제 암행어사의 공무 수행을 악하기에 용이하다. 다음으로 의

식주를 심으로 공무 수행의 어려움을 충실히 기록해 두었다. 북방의 맹수들과 함

경도의 험한 지리는 수행 기간 내내 생명에 을 주었고, 한겨울의 강추 와 폭설

은 암행어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주범이었다. 함경도는 서울내기에게는 異國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  충격을 주었다. 

구강은 매우 수  높은 트를 구사했고, 그런 은 수행원들과의 유연한 계에

도 한몫했다. 사람들 사이의 사연과 부딪친 상황은 그의 일기 속에서 부분 화체

로 표 되고 있다. 화체가 자주 사용되니 상황이 입체 으로 보이고, 몰입도를 높

이면서 읽는 재미까지 배가시킨다. 묘사에도 탁월한 재주가 있어 마치 에서 그 

일을 목도하듯, 풍경을 바라보듯 생생함을 가져다 다.

주제어 암행어사, 具康, ｢北塞曲｣,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함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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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76)Study of the Diary of Gugang, a Secret Royal Inspector to the King
*

77)Park, Dong-wook
**

Year 13 of the reign of King Soon-jo, Gugang was appointed as the secret 

royal inspector to Hamgyeongdo province and he carried out his duties until the 

spring of next year. Based on this experience, he wrote his diary “The Journals 

of Hyuhyuja (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and the Korean lyrics “Puksaegok.”

Gugang’s book “Hyuhyuja” or “The Journals of Hyuhyuja” records his 174 days 

of activity as the Secret Royal Inspector in Hamgyeongdo province. Despite being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no serious research was done by Chinese classics 

scholars and, to this point, it was merely being used as supplemental material 

for lyrical research. His diary, compared to other known secret royal inspector 

diaries, is a very worthwhile record.

The record of his method of procuring funds prior to departure or on-site 

is a first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diaries of the secret royal inspectors. 

In addition, his “Sun-moon (official notice of arrival),” “Kwan-moon (document 

addressed to a lower official),” “Deung-jang (an appeal under joint signatures)” 

and “Jae-keum (official ruling to an appeal)” which details the punishment of 

a crime i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secret royal inspector 

performing his public duties. The diary next keeps a faithful record of the 

difficultie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public office, particularly in regard 

to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The predatory animals of the norther province 

and the rough terrain of Hamgyeondo province remained life-threatening 

throughout his tour of duty. And, the extreme cold of winter and heavy snow 

were main culprits responsible for delaying the schedule of the secret royal 

inspector. Hamgyeondo province provided the Seoulite author a culture shock 

equal to that of a foreign country.

Gugang displays a very high level of wit, and it this has contributed to a 

 * This paper has been selected for financial support by the Hangyang University’s 

intern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 (HY-2017)

** Associate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Humanities / E-Mail : 

sanw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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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relationship with his entourage. The conflict situations among people 

he encountered is mostly expressed through a conversational style in his diary. 

Since the conversational style is often used, the situation looks three- 

dimensional, increasing the flow of immersion and doubling the fun of reading. 

The author has a particular talent for description, so his narrative provides a 

vividness that creates a feeling of closely witnessing the event and viewing the 

scene as it unfolds. 

[Key words] Secret Royal Inspector, Gugang, “Puksaegok,” The Journals of 

Hyuhyuja(休休子自註行路編日記), Hamgyeongdo

논문접수일 : 2018. 04. 25. 심사완료일 : 2018. 05. 29. 게재 확정일 : 2018.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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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경유장소 秣馬 장소 유숙장소
출도

여부

이동

거리
기타

9월 1일 熙政 禁營의 校卒인 김씨

9월 6일 樓院 抱川 80리

9월 7일 白鷺洲․錦繡亭 永平 鐵原 105리

9월 8일 鐵原․金化 金化邑店 40리 지 70리

9월 9일 金城 昌道驛 50리 지 90리

9월 10일 麥坂․連松浦 新安驛 50리 지 淮陽府 40리 지 90리

9월 11일
長谷․鐵嶺․高山

驛․別害馬
龍池院

9월 12일 釋王寺

9월 13일 元山 文川

9월 14일 文川의 屬驛

9월 15일 黑石嶺 高原 

9월 16일 永 定平 草原驛

9월 17일 定平 大莫村 咸 府店

9월 18일 民樓

9월 21일 咸 의 歧川倉

9월 22일 中嶺

9월 23일 咸  樺皮店 咸 의 笠隅

9월 24일 黃草嶺 營門의 邑店

9월 25일 ○

9월 26일 長津의 薪束倉

9월 27일 長津 梁巨倉 別害村

9월 29일
 三水의 屬鎭인 別

害鎭

廟坡堡 * 서육진의 2

번째

9월 30일 新路嶺
神方 * 서육진의 3번

째

10월 1일 압록강
江口堡 * 서육진의 4

번째

10월 2일 江口의 李松嶺  魚面堡의 사

10월 3일

魚面鎭 

*서육진의 5번째

10월 4일 魚面의 束山嶺 自作堡 * 서육진의 6

[목록] 구강의 암행어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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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10월 5일 三水의 大東院

10월 6일 三水의 白山 西城 밖

10월 7일

台嶺․別社․梅

口․虛麟 
虛麟站

* 별사, 매구, 

허린은 모두 

三水 땅이다.

10월 8일 上長平里

下長平里 * 상장평리, 하

장평리는 모두 

甲山 땅이다.

10월 9일 甲山府․虛 嶺 下別社 ○

10월 10일 同仁 甲山

10월 11일  雲寵鎭

10월 12일 同仁鎭 甲山의 屬鎭

10월 13일

昆丈德 * 일명西水

羅嶺 甲山 땅에 있

다.

深浦 40리 지 紫水里 30리 지  70리

10월 14일 大東院 虛 嶺 50리 지

10월 15일 椒浦 50리 지 長坂 50리 지  80리

다시 암행 재

개

* 추포와 장  

모두茂山 땅. 

10월 16일 甘峴 茂山의 南漢村

10월 17일 山羊壁․두만강 茂山의 長水

10월 18일 ○
東 城 樓 에서 

출도

10월 19일

長壽坂․茂山府의 

屬鎭인 梁永堡․

殺嶺

茂山府의 屬鎭 新豊

山
암행

10월 20일 寜府

10월 21일 西門 밖 西門 밖 작은 집

10월 22일

寜府의 속진인 乶

下鎭 (* 이른바 五國

城이다) 

 寜府의 속진 高

嶺鎭

10월 23일 受降樓 行營

10월 24일 鍾城의 德明村 鍾城의 扶溪

10월 25일 姜八嶺
慶 府의 속진 阿吾

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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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長峴 *경흥부의 남

쪽 5리 지 .
慶 府

10월 27일 ○ 北門樓

10월 28일
경흥부의 속진 西水

羅
府衙

10월 29일 望日樓

10월 30일
경흥부의 속진 阿吾

地

경흥부의 속진 阿山

鎭

11월 1일
경흥부의 속진 乾原

堡

11월 2일
龍 ․경흥의 古珥

島

경흥부의 속진 訓戎

鎭 
90리

11월 3일
穩城府의 속진

黃拓坡堡
암행

11월 4일 穩城
鍾城府의 속진

永達鎭

11월 5일
鍾城府의 속진

潼關鎭
鍾城府 ○

11월 6일 穩城府

11월 8일
寧府의 속진

防垣堡 

회령부의 속진

高嶺
100리

11월 10일 茂山嶺 회령부 25리 지

11월 11일 高嶺

 때문에 그

로 머물다. 

11월 7, 9일에

도  때문에 

그 로 머물

다.

11월 12일
寜府의

古豊山 70리 지  

객 에 화재가 

나다.

11월 13일 富寜府 65리 지

11월 14일 兄弟巖 富寜의 石頭村

11월 15일
부령의

頭里村

11월 16일
富寜府의 屬郵인 輸

城驛

11월 17일 鏡城의 海津 30리

11월 18일 鏡城 읍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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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永康倉 경성의 米倉村

11월 22일 鬼門關․七寶山 明川府底

11월 23일 明川의 倉社 吉州

11월 24일 城津 큰 에 머묾

11월 26일
吉州의 臨溟站 70리 

지 .

11월 27일 城津의 35리 지 .

11월 28일 摩天嶺 端川의 摩谷站 암행

11월 29일 端川府
* 이곳으로부

터 南關

12월 1일 摩雲嶺
利原縣의 屬驛인 谷

口站

12월 2일 侍中臺  利原縣 40리 지 .

12월 4일 居山驛 50리 지 .

12월 5일 北靑府 55리 지 .

12월 7일 德書院
北靑의 平浦站 50리 

지 .

12월 8일 落花巖․落花軒 洪原縣 45리 지 .

12월 9일 倚斗亭 그 로 머묾.

12월 11일 咸關嶺
咸 府의 屬驛 

德山站 70리 지 .

12월 12일 咸 府 30리 지 .

12월 14일 民樓 그 로 머묾.

12월 15일
知 亭․北山樓․

馳馬臺
그 로 머묾.

12월 16일 擊毬亭․本官 그 로 머묾.

12월 18일 民樓
함흥과 정평 사이 地

境站 30리 지

12월 19일 定平

12월 20일
草原驛․永 府의 

屬郵․永 府
○

12월 22일
璿源殿 15리 지  赤

田.

12월 23일 高原郡 ○ 암행

12월 24일 文川郡

12월 25일 德源府 ○

12월 29일 安邊府 50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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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飄飄然亭․駕鶴樓

1월 4일
安邊府의 속역인 南

山站 30리 지

1월 5일 釋王寺 10리 지 .

1월 16일 內院庵

2월 6일 高山驛 55리 지 .

2월 7일 鐵嶺 淮陽에서 55리 지 .

2월 9일 新安驛 40리 지 . 昌道驛의 40리 80리

2월 10일
金化縣의 속역인 眞

木驛 50리 지 . 

2월 11일 金化縣 50리 지 .

2월 12일 松隅 50리 지 . 90리

2월 13일 樓院 40리 지 .

2월 14일 圓谷 45리 지

3월 2일
政院․六仙樓․涵

仁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