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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康侯晉의 家系와 生涯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信川康氏世譜”2)를 열람한 결과 康侯晉은 茂長 渴馬谷派에 속하였다. 
무장은 전북 高敞의 서남부에 위치하였고, 多岐한 蘆嶺山脈의 끝자락이 완만한 구릉을 이루며 
서해를 바라보면서 곳곳에 넓은 논밭이 펼쳐 있는 곳이다. 高敞은 북으로 부안과 남으로 靈光
에 접해 있으며 기후는 온화하고 농수산물이 풍성하며, 기름진 풍토를 걸맞게 다듬고 지켜온 
이곳 주민의 땀과 피가 얼룩진 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이다. 이곳의 교통은 海運이 매우 발달하
여 우리나라 서남부 해안과 경기는 물론 關西까지 교류가 활발하였다. 平時에는 국가의 物産
이 집산되는 물류기지였고 亂時에는 名士가 낙향한 은거지로 학문과 禮樂이 뛰어난 고장이었
다. 七世祖인 旒가 癸酉靖亂 후에 벼슬을 받지 않고 靈光에 숨어 살면서 돈庵이란 號를 사용
하였다고 한다. 시조의 11세손이고 돈암의 고손자인 德民이 정유재란에 節慨를 세워 致命하
였다. 康侯晉은 덕민의 증손인 有泰의 셋째 아들이다.3)

  “신천강씨세보”는 생년과 몰년은 물론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경우가 많을 정도로 충실
한 家乘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가문에 학문이 높았던 인물이 많았고, 가세도 
넉넉하게 유지하여야 가승도 충실하게 기록하기 마련이다. 그 가운데서도 후진은 특히 뛰어났
고, 그에 관한 생애와 저술 그리고 생몰시기와 家系 墓所 등을 수록하였다.4)

  그는 字가 子順甫5)이고 호는 太平散人이며, 1685년(숙종 11년)에 태어나 1756년 (영조 32
년) 5월 2일 졸하였다. 그는 經學과 史書에 밝았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鑑影錄”과 “華夷雜
錄”, “松沙誌”6)등이 세상에 전한다고 하였다. 그는 전국을 두루 유람하면서 同宗의 족보와 遺
跡을 살펴서 草譜 3권도 만들었다고 한다. 그의 묘는 茂長 托谷面 江南村 靑龍嶝에 있고 癸
坐있다. 配位는 海州吳氏로 壽海의 딸이었고 같은 영역의 묘소에 묻혔다. 그는 平安道 順安의 
吳宗老와 함께 유람하거나 그의 書齋인 靑柳齋에서 쉬기도 하면서 이곳을 거점으로 그와 함
께 묘향산과 평양의 유적을 답사하였다.

  1918년의 세보에 의하면 아들 淵孝가 있었으나 손자가 없고 손녀만 있었으므로 계승자가 
끊어졌다. 태평산인의 맏형이었던 以亨도 당대에 후손이 없었다, 1979년 세보를 수단하여 간
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후손을 자처하는 인물이 나타나 8대의 家系를 보충하였다.7) 그러나 그 
후손은 후손인 태평산인의 저술을 포함한 유물을 보존하지 않았고, 묘소의 移葬과 관리는 물
2) “信川康氏世譜” 권 4 1918 청구번호 古 58-6
3) (7世)旒-應辰-諒-彌-#

(11世)德民-貴生-智水-有泰-以亨
                             侯範
                             侯晉-淵孝
                             侯寯(庶弟)-胄信
4) 字子順 號太平散人 博識經史 多有著書 鑑影錄 華夷雜錄 歷代會靈 松沙誌篇 行子世 周八城 求籃同

宗譜系古跡 以成草譜三卷 乙丑生 丙子五月二日卒 墓托谷面 江南村 靑龍嶝亥坐 配海州吳氏 壽海女 
墓同原 同坐

5) 世譜에는 자순이라 하였으나 ‘甫’가 빠졌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6) 歷代會靈은 1979년 간행한 세보에는 歷代會英으로 실렸다. 필자는 후대보다 먼저 나온 세보의 기록

이 정확하다고 추측된다. 다만 松沙誌란 茂長이 茂松과 長沙가 합쳐져 만든 고을 이름으로 茂長誌이 
다른 이름이라 하겠다.

7) 信川康氏世譜 農耕出版社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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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화이잡록의 보존도 태평산인의 둘째형인 侯範의 후손인 尹煥이 관장하여 유지하였다고 한
다.8) 부친 有泰(號 화수정)는 부유하였다고 전해지며, 태평산인의 모친은 系妃였다고 口傳하
고 있다. 세보에 의하면 화수정의 배위로 羅州鄭氏만 나타나고 태평산인은 정씨가 졸한 2년 
후에 태어났다.9) 이때 화수정의 나이는 52세였다. 이로 보면 태평산인은 서자가 아니더라도 
정씨가 아닌 繼室의 소생임은 확실하다.10)

  태평산인의 스승이나 학문적 계승을 살필 자료는 없다, “감영록”에 의하면 그는 많은 제자
를 두었고 知友가 곳곳에 있었던 느낌을 준다. 그의 고조는 정유재란에 殉命하였고 증조도 早
卒하였으나 조부는 75세, 부는 78세로 장수하였다. 조부는 효성이 뛰어났고 沙湖 吳益昌과 
司藝 李譚을 사사하였고 문장과 덕망이 높았다고 한다. 부친은 通政大夫란 官階를 가졌지만 
職位가 없으므로 募贖한 散職으로 짐작된다. 부는 인품보다 재산을 늘리거나 처첩을 두고 60
세 가까운 나이까지 많은 자식을 생산하였다고 하겠다.

  태평산인은 늦둥이(晩得)에 가까우나 字에서 보듯이 온순한 성품이었다고 짐작된다. 글재주
가 뛰어나 조부를 닮았고 호방한 성품은 부친을 닮아 조부와 부친의 장점을 겸비하였으나 많
은 자식을 두지 못한 점에서는 조부의 결점에 가깝다. 그는 50대에 關西와 湖南을 두루 답사
하였다. 몸집은 뚱뚱하고 風濕이 있어서 평양에 가까운 永柔縣에서 침을 맞으며 병을 다스린 
이야기도 기행문에 실려 있다.

8) 신천강씨 대종회 총무의 정보에 의함.
9) 有泰(花樹亭)는 79세(1634~112년)로 장수하였다. 화수정의 配位는 羅州 鄭氏이고 2세 年上으로 52세

(1632~1683)를 생존하였다.
10) 世譜에는 화수정의 서자로 侯寯이 수록되었고 그는 태평산인 보다 5년 후에 태어났다. 
   父母와 生沒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     有泰(1634~1712)
    모     鄭氏(1632~1683)
    兄     以亨(1661~1708)
    兄     侯範(1669~1727)
    본인   侯晉(1685~1756)
           서동생 侯寯(준)(1690~미상)
    이상과 같이 태평산인은 바로 앞의 형과는 16세 터울이고 서동생과는 5세의 터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