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김낙풍(金樂灃)

1786(정조 10)∼1834(순조 3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적여(績汝), 호는 삼락재(三樂齋). 김섭(金涉)의 증손으로, 할

아버지는 김표로(金彪老)이고, 아버지는 김성(金城)이며, 어머니는 장학호(張學浩)의 딸

이다. 김이안(金履安)의 문인이다. 김이안의 호는 삼산재(三山齋)으로 김창협(金昌協)의

증손자이며 김원행(金元行)의 아들이다.

1814년(순조 14) 사마시에 합격한 뒤, 이듬해평안도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전적이 되었으며, 온릉령(溫陵令)을 거쳐 예조좌랑과 호조정랑․병조정랑을 역임하면서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다.

1822년 장령이 되었다가, 같은 해 종부시정 겸 편수관이 되어 선원보(璿源譜)를 찬수

한 공으로 1823년 병조참의에 올랐으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1824년 돈녕부도정으로 불

렀으나 나가지 않았다. 조선 중기의 예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金長生)의 예론을 열심

히 따랐다. 김장생은 구봉 송익필(宋翼弼)에게서 예학을 배우고 후에 율곡 이이(李珥)

에게 성리학을 배워서 유학의 거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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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동형(朴東蘅)

1749年(영조 25)~1808年(순조 8)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태언(台彦), 호는 불변당(不變堂)이다. 아버지는 박원유(朴元

)이며 전라도 호곡리(好谷里)에서 태어났다. 아들은 박진호(朴震祜)이고 손자는 순조

(純祖) 25년(1825) 을유(乙酉)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합격한 박규서(朴奎瑞)이다.

김이안(金履安)의 문인이다.

남원 죽산박씨 종가(南原 竹山朴氏 宗家), 즉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에 있는

죽산박씨의 종가 가옥에 가면 효자(孝子) 박동형(朴東蘅) 정려(旌閭)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저서에는 불변당유고 2권이 있다.

불변당유고(不變堂遺稿)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박동형의 시문집이다. 2권 1책으로

석인본이다. 1966년 6세손 박환준(朴煥俊)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윤동(金

潤東)의 서문과 권말에 박중식(朴仲植)의 발문이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소

장되어 있다.

권1에는 시(詩) 181수, 문목(問目) 6편, 서(書) 16편, 제문 10편, 묘표 1편, 찬(贊) 1편,

서(序) 6편, 잡저 1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2에는 부록으로 언행록 1편, 문(文) 4편, 가장

(家狀) 1편, 만(輓) 24수, 제문․행장․묘표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차운(次韻) 또는 화답류(和答類)가 많으며, 율시에는 성리학의 이학적 사변을 읊

은 것도 있다. 서(書)에는 예학과 경학(經學)에 관한 훈고적인 문답이 많다. 대개 친구

사이에 왕복한 것으로, 그 중 가례에 관한 문답이 39개 항목, 대학에 관한 문목이

29개 항목, 논어에 관한 문목이 21개 항목, 맹자에 관한 문목이 7개 항목 등으로

되어 있다.

잡저에는 자손들을 경계한 것으로, 선비된 자는 뜻을 세우기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는 내용으로 입지(立志)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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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익진(洪翼鎭)

1766(영조 42)∼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경진(景進), 호는 남애(南崖)이다. 홍현주(洪顯周)의 아들인데

큰아버지 홍봉주(洪鳳周)에게 입양되었다. 홍익진의 처는 기씨(奇氏)이다. 김이안(金履

安)과 김원행(金元行)의 문인이다. 미호 김원행은 도암 이재(李縡)의 제자이며 담헌 홍

대용(洪大容)의 스승이다.

1790년(정조 14) 별시에서 부(賦)를 지어 정조로부터 시권(試券)을 하사받았으며,

1799년 왕명으로 농정소(農政疏) 를 올리자 정조가 이를 가상히 여겨 영릉참봉을 제

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후진들의 교육에 정열을 쏟았다. 특히

문장에 뛰어나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았으며 실천하는데 주력하였다. 뒤에 학행이 인

정되어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남애집 2권이 있다.

남애집(南崖集)은 조선 후기의 학자 홍익진의 시문집이다. 2권 1책으로 석인본이다.

현손인 홍복희(洪復憙)와 홍석희(洪錫憙)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기노장(奇

老章)의 서문과 권말에 홍복희의 발문이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

다.

권1에는 부(賦) 11편, 시 3수, 소 1편, 발 제2편, 일기 1편이 있고, 권2에는 부록으로

가장․묘갈명․묘표․서(序) 각 1편, 서(書) 4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농정소(陳農

政疏) 는 1799년(정조 23)에 농정에 대한 시무(時務)를 진언한 상소로, 먼저 옛 성현들

의 정치제도와 그 시행에 대한 뜻을 밝히고, 당시 농정의 폐단을 12조목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지적한 다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였다. 토지가 건조하고 습함에 따라 파

종의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과 곡물도 기후의 특성에 따라 적기에 파종하고 수확해

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한발․홍수․역민(役民)․징세(徵稅)․저수(貯水)․동경(冬耕)

등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농업관계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일장여소년부(日長如少年賦) 는 봄날의 길고 화사함을 소년시절의 학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봄날이 길고 좋기는 하지만 영구히 계속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소년시절도 오래 가는 것이 아니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

여 성취해야 된다는 글이다. 이밖에도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보고 들은 것을 모아 비망

에 대비한 일기(日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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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종선(金宗善)

1766(영조 42)∼1810(순조 1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성보(城甫), 호는 송재(松齋)이다. 할아버지는 청원부원군(淸

原府院君) 김시묵(金時默)이고, 아버지는 공조참의 김기대(金基大)이다.

일찍이 이술원(李述源)으로부터 글을 배운 뒤 박윤원(朴胤源)․오윤상(吳允常)의 문인

이 되었다. 근재 박윤원과 영재 오윤상은 모두 김원행(金元行)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정조에 의해 특별히 척신(戚臣)으로 기용되어 돈녕부주부(敦寧府主簿)가 되었으며,

1800년 순조가 즉위하면서 의령현감을 역임한 뒤 승지와 도승지가 되어 매번 강연(講

延)에 나아갔다. 1809년(순조 9) 형조참판을 거쳐 이듬해 우윤(右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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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승연(李升淵)

1767(영조 43)∼1829(순조 2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초명은 뇌연(雷淵). 자는 문계(文階) 또는 태초(太初), 호는 연재

(衍齋)이다. 세종의 별자(別子)인 광평대군(廣平大君)의 후손(14대손)으로, 아버지는 군

위현감 이의화(李義和)이며, 어머니는 통덕랑(通德郞) 유언(兪彦)의 손녀이다.

홍의영(洪儀泳)과 박윤원(朴胤源)에게서 수학하고, 1792년(정조 16) 사마시에 합격한

뒤, 1804년(순조 4) 익릉참봉(翼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어머니의 상중이라 부임하지

않았다. 1810년 제릉참봉에 제수되었다.

이어서 의금부도사․종묘서직장(宗廟署直長)․상의원별제(尙衣院別提)․장악원주부․

호조좌랑․영희전령(永禧殿令)․장녕전령(長寧殿令)․전생서판관(典牲署判官) 등을 역

임한 뒤, 1817년에는 목천현감이 되었다. 1826년 장악원(掌樂院)과 사옹원주부(司饔院

主簿)를 거쳐 1827년에는 군자감판관(軍資監 判官)을 지냈다. 청렴결백하고 공사를 바

르게 집행하여 사람들이 ‘신명같다’고 칭송하였다. 문장에 뛰어났으며 남긴 유고(遺稿)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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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재의(李載毅)

1772(영조 48)∼1839(헌종 5).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여홍(汝弘), 호는 문산(文山)이다. 1772년(영조 48)에 서울 공

동(公洞)의 외가에서 출가하였으며, 진사 이응오(李應五)의 아들이다. 모친은 안동김씨

승지 김약행(金若行)의 딸이다. 송계간(宋啓幹)의 문인이다. 추양 송계간은 송준길(宋浚

吉)의 후손이다.

이재의는 외가의 집에서 태어났기에 자연스럽게 외조부 김약행에게 수업하여 문예가

일찍이 성취될 수 있었다. 그가 약관이 되지 않은 나이인 17세에 이미 사마시 생원, 진

사 초시에 모두 합격한 것은 아마도 초년에 외가의 훈도가 큰 힘으로 작용한 듯하다.

이주국은 증손인 이재의를 무척이나 사랑하여 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주

국은 유정모(柳鼎模)와 남유두(南有斗)와 같은 당시에 모두 문학으로 이름이 난 선비들

을 서당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재의 형제를 가르쳤다. 이재의가 이들로부터 전수받아

익힌 것이 적지 않았다. 유정모에게서 소학과 같은 수신서를 비롯하여 유교경전을

배우고, 남유두에게서는 시문학을 익혔던 것 같다. 성장하여 이재의는 경학방면의 선학

을 찾았는데, 박윤원(朴胤源)에게 예를 묻고 송환기(宋煥箕)에게 제자의 예를 올리고

그 문하에 출입하였다. 이에 박윤원과 송환기는 이재의가 장차 크게 성공할 것으로 기

대했다고 한다. 이처럼 이재의는 초년에 외조부에게 수학하고 본가로 돌아온 뒤엔 집

안의 글방에서 유정모와 남유두를 통해 문학, 즉 기본 경전 학습과 작문중심의 과거공

부에 치중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경학이나 성리학 방면의 담론을 위해 스스로 박윤

원과 송환기의 문하를 찾았던 것이다.

이재의는 박윤원과 송환기 이외에도 당시에 명망이 있던 선학들과 틈나는 대로 교유

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호남을 대표하는 재야 학자인 정재면(鄭在勉)이다. 정재면에

게 주역의 원형이정(元亨利貞)에 대해 물었고, 논어의 효제(孝悌)와 충신의 관계에

대해 물은 것이 홍재전서(弘齋全書)에 보인다.

정약용(丁若鏞)과의 교유는 유배지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은 이후로 1814~1839년까

지 무려 25년 동안 지속되었다. 여기에서 정약용의 시 한 수를 통해 이재의에 대한 생

각의 일단을 헤아려본다. 정약용이 윤사월 십이일에 이재의와 함께 문암장에 가 노닐

면서 배 안에서 지은 작품이다.

박식하고 고상 담박한 문산자는 博雅文山子

비밀한 기약이 청산에 있는지라 幽期在碧山

띳집 짓고서 몸소 농사지어 먹고 結茅思食力

노 저으며 때로 한가함을 즐기네 蕩槳樂偸閒



예악은 마음에 두지 않거나와 禮樂休牽戀

산수는 얼굴을 향하기에 합당해라 煙霞合駐顔

이 길이 원래 자유자적함이니 此行元自適

백구 같은 흰 물굽이에서 묵으리 且宿白鷗灣

또한 이재의와 교유한 대표적 인물로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을 들 수 있다. 홍직

필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77세의 장수를 누림으로써 이이-김장생-송

시열-이단하-김창흡-김원행-박윤원-홍직필-임원회-전우 등으로 이어지는 서인계 중

기호학파의 거장이다. 이재의는 본래 친구간의 도리를 중히 여겨 홍직필과 50년 동안

정분이 막연하였다. 홍직필이 만년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궁한 호숫가에 살고 있었는

데, 이재의가 매양 흥이 나면 그의 손을 이끌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손에는 술잔을

잡고 서로 마주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알지 못할

정도였다. 이재의가 죽자 홍직필은 함께 노닐던 강과 호수도 여한이 있을 것이라고 하

며 슬퍼하였다. 또한 홍직필은 제문을 지어 이재의를 애도하였는데, “나는 거문고를 끊

으려 하네. 높은 산 흐르는 물을 노래한들 영원히 감상할 이가 사라졌으니 세상이 외

롭고 우주가 쓸쓸하도다. 어느 곳에서 얻을까. 그대와 같이 곧고 변함없는 이를. 그대

와 같이 온화하고 후덕한 이를 어느 곳에서 다시 가까이할까”라고 탄식하였다.

지기인 홍직필의 기록에 따르면, 이재의는 성품이 너그럽고 온화했으며 도량과 재주

가 크고 두터웠다. 또한 속마음이 평탄하여 경계를 두지 않았으며, 간혹 속임을 당할지

라도 상대를 예전처럼 대우했다. 또한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며, 때

문에 어진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모두 그의 덕에

감복했다. 검소한 것을 덕으로 여겼으니 거친 음식이나 검소한 의복을 싫어하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지 않았다. 큰 집의 종손으로서 자질과 품격, 도량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이재의는 문중의 일을 순리에 맞게 처리하고자 힘썼다. 산 이

를 잘 길러내고 죽은 이를 잘 보내며 묘역을 잘 꾸미고 집안을 안정시키는 일에 정성

과 노력을 다하였다. 여러 아우들을 한 몸처럼 보살피고 그의 자식들을 내 몸에서 나

온 것처럼 돌보았다. 두 아우가 임소에서 죽자 여러 조카들을 어루만지고 보살펴주어

어떻게든 일어서게 해주었다. 누님을 어머니처럼 섬겨서 항상 안부를 묻기를 멈추지

않았다. 날로 종족이나 인척을 미루어 생각하되 가깝다고 친하게 대하거나 멀다가 소

원하게 대하지 않았다. 베풀어주기를 좋아하여 궁핍한 이를 도와주되 항상 온 힘을 다

한 뒤에 그만두었다고 한다.

시 짓기를 좋아하여 명승지에 이르면 반드시 시를 읊었는데, 그의 대표적인 시 한편

을 소개한다.



외로운 소나무가 절개를 안 고치니 孤松不改節

은둔자가 이리저리 노니는 곳 되었지. 隱者盤桓處

그 곁에는 작은 壇이 하나 있으니 傍有小壇築

이 맘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으랴. 此心誰與語

대표적인 저서로는 문산집이 있다. 문산집(文山集)은 조선 후기의 학자 이재의의

시문집이다. 11권 4책으로 활자본이다. 1870년(고종 7) 그의 막내 아들인 이건식(李建

栻)이 영천군수(永川郡守)로 있을 때에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상현(金尙鉉)의

서문과 시문총목(詩文總目)이 있다. 현재 규장각 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권1∼8에에는 시 825수가 있고, 권9에는 서(書) 23편이 있으며, 권10에는 제문 15편,

서(序) 4편, 기(記) 5편, 부 3편, 제(題) 3편, 발(跋) 3편, 설(說) 제2편, 잡저 4편이 있고,

권11에는 부록으로 다산문답(茶山問答)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 800여 수에는 그가 경

치를 즐겨 당나라 백거이(白居易)의 의지와 취향을 숭상한 뜻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기행시가 많으며, 이 중 단군을 찬양한 단군대(檀君臺) 나 금강산의 경치를 읊은 동

유록(東遊錄) 등이 돋보인다. 이것들은 18세기의 한시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서(書) 중의 답홍백응서(答洪伯應書) 는 사람에게 부여된 이기(理氣)에 대하여 논변

한 글이고, 장석문목(丈席問目) 은 중용과 대학에 대한 문목이다. 잡저 중 역계

만록(易繫漫錄) 은 주역 연구에 대한 기록으로, 특히 시책(蓍策)에 관한 설명은 점술

(占術) 및 설시(設蓍)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부록의 다산문답 은 정약용의 사칠성정

(四七性情)에 대한 논설을 정주(程朱)의 학설을 끌어다가 비교하여 논변한 것이다. 여

기에서 사칠(四七)은 사단과 칠정을 의미하는데, 사단은 측은(惻隱)․수오(羞惡)․사양

(辭讓)․시비(是非)의 네 가지 도덕적 정감을 말하고, 칠정은 기쁨․분노․슬픔․즐거

움․사랑․미움․욕구 등의 인간의 일반적인 정감을 말한다. 이밖에도 화양동을 읊은

화양동부(華陽洞賦) , 고양이를 잡는 일과 비유하여 쓴 착묘설(捉猫說) 등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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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직필(洪直弼)

1776(영조 52)∼1852(철종 3).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홍긍필(洪兢弼). 자는 백응(伯應)·백림(伯臨), 호는 매산(梅

山)이다. 서울 출신이며, 병마절도위 홍상언(洪尙彦)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감 홍선

양(洪善養)이고, 아버지는 판서 홍이간(洪履簡)이다.

체구가 거대하고 넓은 이마와 긴 얼굴에 성근 눈썹과 아름다운 수염이 있고 큰 쇠북

종이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를 소유하였다고 한다. 박윤원이 이름을 ‘직필(直弼)’로 바

꾸고 자를 ‘백응(伯應)’으로 바꾸어주기 전까지 그의 이름은 긍필(兢弼)이었고 자는 백

임(伯臨)이었다. 박윤원은 김원행(金元行)과 김지행(金砥行)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였

다.

3세에 부친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4세에 천자문을 배우고, 5세에 십구사략
(十九史略)을 배웠으며, 7-8세 무렵에는 한자로 문장을 지었다고 한다. 1783년 8세에

외가에서 본가로 돌아와 이때부터 일과를 정하여 공부하면서 잠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17세에는 정동(貞洞)에 있는 박윤원(朴胤源)을 찾아가 수업하였

으며, 박윤원으로부터 ‘우리의 도를 맡길 곳이 있게 되었다(吾道有托)’는 찬사를 받았

다. 그리고 박윤원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시로 선생을 찾아가 질정하고 학문을 토

론하였다.

이렇게 홍직필은 박윤원을 만난 뒤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학문의 영역에 진입할 수

있었고 학자로서의 이름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선생을 만나 이후에는 뼈를 깎는 노

력을 다하여 겨울에도 따뜻한 방에 있지 않았고 배가 고파도 솔잎을 먹으면서 책상에

서 물러나지 않았으며 몸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공부에 집중하였다고 한다. 홍직필

이 얼마나 학업에 힘을 쏟았던지 그 소문이 대궐에까지 들려 “홍모(洪某)가 요즘도 도

포를 입고서 온종일 몸을 세우고 앉아 책을 읽는다던가”라고 정조가 주변 사람에게 거

듭 물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1801년(순조 1) 부모의 권유로 사마시에 응시하여 초시에 합격했지만, 회시에 실패한

후 일체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 전념하였다. 후일에 “나는 어려서부터

벼슬에 나아가 출세하는 것을 단념하였다. 세 차례 사마시를 본 것도 억지로 어버이의

명을 받은 것일 뿐이다. 대과는 한 차례도 응시하지 않았다”라고 술회하였다.

이때부터 당대 명망있는 학자들과 교분을 맺으면서 학문적 깊이를 더해갔다. 20대 초

반부터 그가 교유했던 당시 선배 학자들로는 우암 송시열의 5대손인 호론계의 송환기

(宋煥箕)를 비롯하여 낙론계의 임정주(任靖周)․이직보(李直輔)․유한준(兪漢雋)․이채

(李采)․민이현(閔彝顯)․임로(任魯)․김종선(金宗善)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낙론

계뿐만 아니라 호론을 계승한 학자들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홍직필의 학문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희상(吳熙常)과 가장 오래 교유하였는데, 오희상이 사망할 때

까지 근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유하였으며, 인간적인 유대는 물론, 역사와 인물,

예설(禮說)과 이기심성설(理氣心性說)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정하여 가르침을 받았

다. 여기에서 예설은 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말하며, 특히 관례․혼례․상

례․제례 등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의미한다. 또한 이기심성설은 송대 성리학의 중요

한 내용으로, 성리학은 인간의 존재를 리와 기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현상인 성과 정의 문제까지도 리와 기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유가 더욱 깊어감에 따라 홍직필은 오희상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품고 있

었고, 당시의 유종(儒宗:유학자의 으뜸)으로 그를 추앙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승인 박윤원과 더불어 오희상을 당시의 학자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하였다.

낙론의 적통을 계승하였던 만큼 율곡을 비롯한 기호낙론의 선배 유학자들을 크게 존숭

하였다. 특히 율곡․김장생․송시열을 각각 우리나라의 공자와 증자, 그리고 주자라고

지칭하여 조선에서의 유학정통이 율곡학맥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송시열(宋時烈) 이후 기호학맥의 중심인물인 김창협(金昌協)과 김창흡(金昌翕)이 율곡

의 학문을 제대로 계승한 인물로 규정하였다.

또한 홍직필은 낙론 계승의 입장을 강화하면서도 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지니

지 않았다. 한원진(韓元震)의 학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그의 학설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원진의 영당(影

堂)을 수차례 참배할 정도로 선배 유학자에 대한 존숭의 뜻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태도

는 영남학파의 선배 유학자에게도 이어졌다. 그는 이상정(李象靖)의 손자인 이병운(李

秉運)을 통해 영남 제현들의 문집을 받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으며, 영남지역을

순례하며 선배 유학자들의 유적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그만큼 홍직필은 당시 유림의

중심인물로서 유림 사회 전체의 화합에 주목하였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특

히 송시열에게서 비롯된 기호 노론의 정신적 학문적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래서 송시열의 후손들과 깊은 교유를 맺었고, 직접 송시열의 묘소를 방

문하기도 하였으며, 송시열을 추향하는 여러 서원을 탐방하였다.

홍직필은 여러 차례 출사의 기회가 주어졌고 국왕의 간곡한 부름도 있었지만 일찍부

터 출사를 단념하고 끝까지 그 뜻을 꺾지 않았다. 일찍이 “나이 어려 아는 바 없지만

명예와 절개를 귀하게 여기노라”라고 선언하였듯이 선비로서 명예와 절개를 지키고 도

학에 매진하고자 하였다. 홍직필에게 제수되었던 관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810년 돈녕부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1814년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

로 제배되었다. 이때 동궁(東宮: 뒤의 翼宗)이 새로 세자에 올라 당시의 유명 인사들을

뽑아 매일 서연(書筵)을 열 때 발탁되었다. 1822년 장흥고봉사에 임명되었으나 물리쳤

다. 1838년에 이조에 재학(才學)으로 천거되어, 이듬해 장악원주부․황해도도사에 임명



되고, 1840년에는 군자감정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다음해 경연관(經筵官)에

천거되고, 이어 지평을 거쳐 집의에 이르렀다. 1844년 특별히 당상관으로 공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소를 올려 사양하고, 다시 동부승지에 제배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

뒤 성균관좨주를 비롯해 1851년 대사헌에 전후 두 차례나 특배되고, 이듬해에는 지돈

녕부사에 승배되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국왕의 소명(召命)이

계속되었어도 끝까지 응하지 않고 처사로서의 삶을 고수하였다. 그만큼 그의 뜻은 완

고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대표적인 학자는 훗날 기호학계의 비중있는 학파를 이룬 임헌

회(任憲晦)를 비롯하여 오희상과 더불어 홍직필 문하에서 낙론의 종지를 익힌 조병덕

(趙秉㥁), 19세기 호남유학의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인 소휘면(蘇輝冕), 그리고 비록 훗

날 화서 이항로의 문하로 입문하였지만 젊어서 홍직필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힌 김평묵

(金平黙)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19세기 기호학계 및 정계를 주도했던 이지수(李

趾秀)․박예빈(朴禮彬)․윤종섭(尹鍾燮)․김기례(金箕澧)․김한충(金漢忠)․한운성(韓運

聖)․신응조(申應朝)․강장환(姜長煥)․민주현(閔冑顯)․심규택(沈奎澤)․전병순(田秉

淳)․이응진(李應辰)․김만수(金萬壽)․박기종(朴淇鍾)․서찬규(徐贊奎)․민영목(閔泳

穆)․이병문(李秉文)․이용만(李容萬) 등도 모두 홍직필의 문인들이다. 그리고 임헌회의

문인인 전우(田愚)를 비롯하여 홍직필의 재전제자들은 기호학계의 중심에서 한말 도학

을 주도하였다. 그만큼 홍직필은 19세기 낙론의 충실한 계승자이자 확산의 중심이었다.

개천의 경현사(景賢祠)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매산집(梅山集) 52권이 있다. 시

호는 문경(文敬)이다. 즉 ‘도덕이 있고 견문이 넓음을 문(文)이라 한다’와 ‘밤낮으로 경

계함을 경(敬)이라 한다’는 시법에 따라 ‘문경’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다. 세상을 떠난

뒤에 처음에는 광주의 구수동(九壽洞)에 묻혀 있다가 15년이 지난 정묘년(1867)에 죽산

군 근이면 외초리 곡촌의 남향 언덕으로 옮겨 정부인 전주 이씨와 합장되었고, 다시

이장되어 현재는 청화산 자락에 묻혀 있다.

매산집(梅山集) 조선 후기의 학자 홍직필(洪直弼)의 시문집이다. 53권 28책. 목활자

본. 현재 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866년(고종 3) 임헌회․서정순(徐政淳)․신춘조(申春朝) 등에 의해 편집․간행되었

다. 권말에 임헌회의 발문이 있다. 이때에 제자들이 홍직필이 남긴 자료를 완전히 수

집․정리하지 못하다가 새로 발견되는 자료를 거듭 모아 편집을 완료했으나, 끝내는

간행을 못한 채 매산속집이라는 필사본 5책으로 남아 있다. 이 속집에는 간행본에

실려 있는 것도 있고, 처음 초고본에서 교정할 때 제외시켰다가 뒤에 속집에 편찬 추

가된 정사(淨寫)본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매산선생서증편(梅山先生書贈編) 4
권 2책도 필사본으로 합본되어 있는데, 홍직필이 종유(從遊)하던 사람들에게 보낸 서한

문을 1875년에 제자들이 모아 엮은 것이다.



권1에는 부(賦) 3편과 시 235수가 수록되어 있다. 김종직(金宗直)의 시를 차운한 불

국사화점필재운(佛國寺和佔畢齋韻) , 중국 도잠(陶潛)의 귀거래사 를 소재로 한 화도

연명귀거래사(和陶淵明歸去來辭) 등이 있다. 권2·3에는 시 442수가 수록되어 있다. 최

치원(崔致遠)의 시를 차운한 수보최고운운(遂步崔孤雲韻) , 율곡 이이의 시 화석정

(花石亭) 을 차운한 화석정근화판상율곡선생운(花石亭謹和板上栗谷先生韻) , 중봉 조

헌의 시를 차운한 도형강근차중봉선생운(渡荊江謹次重峯先生韻) 등이 있다.

권4에는 소 11편, 계(啓) 1제2편, 의(議) 4편, 연설(筵說) 1편, 악대연설(幄對筵說)이

수록되어 있다. 사대사헌겸진소회소(辭大司憲兼陳所懷疏) 등을 비롯하여 계·의·연설

등은 모두 관직을 사직하거나 부름을 받을 때 왕에게 올린 글로, 국가의 현실 타개와

안위(安危) 문제를 다루고 있다. 권5∼26은 750편의 서한문으로, 스승 박윤원(朴胤源)에

게 올린 상근재박선생(上近齋朴先生) , 임정주(任靖周)에게 올린 상운호임장(上雲湖

任丈) , 문인 임로(任魯)에게 보낸 상영서임장(上穎西任丈) 등이 있다.

권27에는 잡저 8편, 서(序) 21편, 권28∼30에는 기 2제2편, 제발(題跋) 14편, 명(銘)·잠

(箴)·찬(贊)·전(箋)·고축(告祝) 등 33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31에는 오희상(吳熙常)과 박

윤원의 제문 등 제문 27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32∼44는 애사·신도비명·묘갈명·묘비명

으로, 문장가로서의 그의 문명(文名)을 짐작할 만큼 많은 사림에게 글을 써주었다. 권

45∼50은 박윤원을 비롯하여 당시 그가 교류한 문인들에 대한 시장(諡狀)·행장이 수록

되어 있다. 권51은 유사(遺事)·전(傳), 권52는 잡록(雜錄), 권53은 연보이다.

[참고문헌]

헌종실록(憲宗實錄), 철종실록(哲宗實錄), 숙재집(肅齋集), 매산집(梅山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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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희상(吳熙常)

1763(영조 39)∼1833(순조 3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사경(士敬), 호는 노주(老洲)이다. 오진주(吳晋周)의 증손으

로, 할아버지는 대제학 오원(吳瑗)이고, 아버지는 대제학 오재순(吳載純)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이천보(李天輔)의 딸이다. 1781년(19살)에 그의 숙부인 예조판서 오재소(吳載紹,

1739~1811)에게 입양되었다.

어려서부터 형 오윤상(吳允常, 1746~1783)에게 수학하였는데, 오윤상은 당시에 김원행

(金元行)과 김량행(金亮行) 등으로부터 경학으로 촉망받았던 학자였다. 자라면서 육적

(六籍)에 더욱 힘을 썼고, 특히 중용에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며 의심나는 것은 오윤

상에게 질문하여 분명해질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옛 성현을 스스로 기약하였고, 공부는 순서에 따라 정밀함을 다하고 침잠하여

깊은 이치를 밝히고 찾았으며, 특히 자득(自得)을 주로 하였고 헌장(憲章)을 삼가 지켰

다. 그래서 천착하고 새로운 것을 내세우거나 섭렵하여 외면(外面)에 힘쓰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다. 또한 학문을 하는 데는 마땅히 경학을 먼저 하고 예학은 그 뒤이며, 예의

쓰임은 더욱 일상에서의 실천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일찍이 이연평(李延平)의 ‘묵좌징심(黙坐澄心)’이라는 말을 좋아하여 간혹 눈을 감고

정좌하여 심(心)과 리(理)가 하나되는 묘리(妙理)를 체험하곤 하였다. 평소에 의리의 분

변에 엄하여 천리와 인욕은 공과 사로 나뉘는 것이니 마땅히 한 칼에 두 동강을 내듯

이 막힌 곳이 없어야 할 것이며, 만일 조금이라도 계고(計較)한다면 이미 그 속에 빠진

것이라고 하였다.

선유들 중에 특히 이이와 김창협을 존모하였는데, 김창협에 대해서는 ‘은미한 것을

드러내어 계왕개래(繼往開來), 즉 지나간 과거의 일을 계승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여는

공이 있으니 마땅히 이이와 함께 공자의 사당에서 배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유도 적

었고 문밖의 출입도 극히 드물었으나, 사우관계에 있어서만은 적극적이어서 김량행(金

亮行)․심정진(沈定鎭)․박윤원(朴胤源)․이직보(李直輔)에 대해서는 존경해서 섬겼다.

특히 민치복(閔致福)과는 우의가 가장 돈독하였는데, “형(오윤상)을 잃은 뒤로는 오직

민치복에 의지하고 받은 도움이 가장 많았다. 그리하여 내가 아는 바로 이 리의 본체

를 실제로 통견함이 있는 자는 오직 민치복 한 사람 뿐이다”라고 할 정도로 높이 평가

하였다. 항상 학자들에게 먼저 명성과 실질을 분변할 것을 가르치면서 “모름지기 자기

를 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위기위인(爲己爲人)의 구분을 확실히 하여야만 거의

도에 들어가는데 헤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별한 사승 관계가 없는 그는 선배 학자들의 사상을 취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

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이(李珥)·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 등과 이재(李縡)·김



원행(金元行) 등의 성리설을 따르고, 한원진(韓元震)·임성주(任聖周)의 학설을 주기(主

氣) 일면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주리(主理)·주기(主氣)의 경향을 취하여 한

편으로 치우치는 두 갈래의 관점에 모두 반대하면서 불리(不離)·부잡(不雜)을 말하여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리(理)를 근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다. 또한 리와 기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리로부터 기를 추론하는 것과 기로부터 리를

추론하는 두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주돈이(周敦頤)의 태극설(太極說)은 리로부터 기를

추론한 것이고, 장재(張載)의 태허설(太虛說)은 기로부터 리를 추론한 것이지만, 그 궁

극에서는 한가지로 이기일체(理氣一體)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기의 혼일(渾一)한 상

태를 말하면서 불리(不離)·부잡(不雜)의 양면성을 강조하지만, 리는 스스로 기에 즉(卽)

하면서도 기가 아니고 형체가 없으면서도 유위(有爲)하는 묘(妙)가 있다고 하였다. ‘불

리와 부잡’은 리와 기의 떨어질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즉 현상계

는 이기가 함께 작용이지만, 그 중에서 주(主)와 본(本)이 되는 것은 리일 뿐이라고 하

였다. 이렇게 이기를 합하면서 리를 주로 하는 사상은 대체로 이재(李縡)의 사상을 계

승한 것이다. 사단(四端)·칠정(七情)에 관해서는 김창협의 학설을 적극 지지하고, 성

(性)에만 본연(本然)과 기질(氣質)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心)도 본연과 기질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기에도 본연이 있는데 그 본연의 자리를 신(神)이라고 한다고 하

였다. 또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는 인심·도심이 성(性)의 올바름에 근원하거나, 혹

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발동한 뒤를 말한 것이라

고 하였다. 또 마음이 감응하지 않을 때 진체(眞體)의 근본은 담일(湛一)하고 영소(靈

昭)·활화(活化)하여 리와 합치된다고 하면서 심합이기설(心合理氣說)의 입장을 말하였

다.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서는 사람(人)과 사물(物)은 근본적으로 리가 같을 뿐

만 아니라 신(神)도 동일하다고 전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일하지 않게 나

타나는 이유는 형기(形氣) 때문이라 하여, 호론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반대하고,

낙론의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일원분수(一原分殊)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오희상과 교유한 적이 있는 홍직필은 오희상의 학문과 사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

다. 즉 “마음을 비우고 뜻을 너그럽게 하여 자기의 견해를 세우지 않고 글로 인하여

의(義)를 따랐다.……또한 세상의 유학자들이 주기(主氣)의 의론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

지 못하고 오류를 전파하여 장차 이단의 근거가 되어 리가 기의 주인이 되는 뜻이 어

두워졌다. 선생은 ‘리’자를 발휘하여 정자와 주자 이래로 이 이치를 드러내어 힘들게

부식(扶植)한 참 이치가 이에 다시 밝혀졌으니 그 공은 성대하다고 이를 수 있다.……

조예가 이른 것이 탁연히 400년 오도의 결국이었다.”

홍직필은 오희상의 학문을 400년 유학의 결국(結局)이라는 찬사로써 표현하였으며,

문인인 유신환(兪莘煥)은 “선생의 학문은 무적무막(無適無莫)하여 이미 높고 또한 낮으

며 이미 넓고 또한 간략하였다. 선생의 도는 불리부잡(不離不雜)하였으며 이미 나타나



고 또한 감추었으며 이미 흩어졌고 또한 합하여 심중에 쌓인 것이 바깥으로 발하여 아

래에서 배워서 위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정치적 경력을 보면, 1800년에 서용보(徐龍輔)의 추천으로 세자익위사세마(世子

翊衛司洗馬)가 되고, 장릉참봉(長陵參奉)·돈녕부참봉·한성부주부·황해도도사·사어(司禦)

등을 지낸 뒤, 1818년 경연관·지평 등에 임명되었으나 광주(廣州)의 징악산(徵嶽山)에

은거하였다. 이 동안 지평(持平)·장령(掌令)·집의(執義)·승지 및 이조·형조·공조의 참의,

1829년 세손부(世孫傅), 1832년 찬선(贊善) 등에 임명되었으나 환로는 그가 바라던 바

가 아니었기에 모두 사퇴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이에 신하로써 임금을 섬김에 몸

을 지키는 것이 최상이고 보은(報恩)은 다음이라고까지 말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태도

는 특히 양모인 한산이씨(韓山李氏)의 권고에 힘입은 것이었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이황과 이이의 양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주리(主理)·주기(主氣)의 양설에 대해서는 주리설을 옹호하였다. 이

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는 독서수기(讀書隨記)․노주집(老洲集) 등이 있다.

시호는 문원(文元)인데, ‘道德博文曰文, 主義行德曰元’이라는 시법(諡法)에 의거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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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경의(韓敬儀)

1739(영조 15)∼1821(순조 21).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청주(淸州). 호는 치서(菑墅)이다. 영의정 상경(尙敬)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통

덕랑(通德郎) 진철(震喆)이며, 어머니는 단양우씨(丹陽禹氏)로 상규(尙奎)의 딸이다. 큰

아버지 진유(震愈)에게 입양되었다. 이장오(李章五)에게 사서를 배우고, 뒤에 조유선(趙

有善)의 문인이 되었다. 나산 조유선은 김원행(金元行)의 문인이다.

향시(鄕試)에 네 번 합격하였으나 부친상을 당한 뒤로는 벼슬에 뜻을 끊고, 오직 경

학에 열중하여 장현문(張玄聞)·이춘위(李春韡) 등과 함께 이택회(麗澤會)를 조직하고,

사서오경과 소학·심경·근사록·성리대전·강목 등을 강론하였다.

예악(禮樂)·도수(度數)·역상(易象) 등도 깊이 연구하여 후진양성에 전념하였고, 지행일

치(知行一致)를 평생의 신조로 삼았다. 학행(學行)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시문(詩文)에

도 능하였다. 뒤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치서집 6권이 있다.

치서집(菑墅集)은 조선 후기의 학자 한경의의 시문집이다. 6권 3책으로 목활자본이

다. 1822년(순조 22) 아들 한흥교(韓興敎), 손자 한영희(韓永熙)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

였다. 현재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2에는 시와 만사 227수, 서(書) 3편, 서(序) 3편, 기(記) 1편, 발(跋) 3편, 잡저 10

편이 있고, 권3∼6에는 제문 19편, 행장 25편, 묘갈명 7편, 묘지명 13편, 묘표 5편, 부록

으로 저자의 행장 등이 수록되어 있고, 끝에 허무(許懋) 등 300여명의 사림(士林)이 저

자의 학문과 효행을 들어 관에 포증(褒贈)을 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서(書)는 모두 고을사람들을 대신하여 관가에 건의한 민원서(民願書)이다. 청수축본

부내성(請修築本部內城) 은 송도(松都)의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사실들을 열거하고, 심

도(沁都, 江華의 옛 이름)와 함께 국가의 막중한 요충지이므로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관방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다.

청포유사과순룡부부서(請褒劉司果順龍夫婦書) 는 병자호란 당시 전몰한 유순룡과 남

편의 뒤를 따라 자결한 그의 처 장씨(張氏)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들의 충렬(忠烈)을 포

양하여 줄 것을 건의한 글이다.

종정계서(從征契序) 는 1811년(순조 11) 홍경래(洪景來)의 난 때에 송영(松營)의 기

사(騎士)로서 토벌에 가담하였던 18명의 계(契)의 내력과 그 취지를 기록한 것이다. 홍

경래의 난은 1811년(순조 11)부터 1812년(순조 12)까지 홍경래와 우군칙 등을 중심으로

평안도에서 일어난 농민반란이다.

그밖에 주역의 구괘(姤卦)를 이용하여 천도(天道)의 소장(消長)과 억음부양(抑陰扶

陽)의 뜻에 대하여 논한 독구괘(讀姤卦) 와 경전 강마를 위하여 조직하였다고 하는

이택회규약(麗澤會規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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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명희(金命喜)

1788(정조 12)~1857(철종 8)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성원(性源), 호는 산천도인(山泉道人) 또는 산천(山泉)이다.

김노경(金魯敬)의 아들이며 추사 김정희(金正喜, 1786~1856)의 동생이다. 송계간(宋啓

榦)의 문인이다.

1810년(순조 10) 진사(進士)가 되고 벼슬은 현령(縣令)에 그쳤다. 1822년(순조22)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의 일행으로 가는 아버지를 따라 북경(北京)에 가서, 해동 금

석원(海東金石苑) 의 저자인 유희해(劉喜海)와 진남숙(陣南淑) 등과 교분을 맺고 귀국

후에도 그들과 편지·글씨를 교환했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요 금석학자인 추사

김정희(金正喜)가 그의 형이며, 그의 형인 김정희와 함께 글씨가 뛰어났다. 김정희는

한국 금석학의 개조(開祖)로 여겨지며, 한국과 중국의 옛 비문을 보고 만든 추사체가

있다. 또한 그는 난초도 잘 그렸다.

특히 김명희는 ‘차 만드는 법’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둔사 승려인 향훈에

게 채다와 제다에 이르기까지 6개 항목에 걸쳐 소상하게 다법수칙(茶法數則) 을 써

주었다. 향훈에게 채다(采茶)와 제다법(製茶法)에 대해 6개 항목에 걸쳐 써준 내용이다.

이것은 초의의 다신전(茶神傳)과 함께 조선 차문화사의 대단히 중요한 글이다. 아무

튼 김명희가 인용한 차 관련 서적들을 보면 ‘대관차론’, ‘복원별록’, ‘다소’, ‘다전’ 등 차

의 고전들로서 차에 관한 지식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김명희는 왜 향훈에게 차를 만드는 법을 소상하게 설명하려고 했을까. 여러 추

측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사찰에서 차 만드는 법이 제대로 전수되어 있지 않았

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의 주류문화는 어디까지나 선비문화였고, 차문화의 전통을

그나마도 선비들에게서 찾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라나 고려조에는 사찰에서 선

진 외래문화가 융성했지만 조선조에서는 사찰이 주류에서 밀려난 까닭에 차문화도 변

방에 속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차문화는 선비사회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쉽게 단

절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다법수칙 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은 채다(採茶)와 제다(製茶)에 관한 여섯 항목의 짤막한 글이다. 글 끝에는 다음과

같은 후기가 적혀 있다. “다법 몇 항목을 써서 견향(見香)에게 보인다. 이 방법에 따라

차를 만들어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부처님의 일 아님이 없을 것이다. 산천거사.” 여기

에서의 산천은 바로 김명희를 말한다. 김명희가 견향(見香), 즉 대둔사 승려 향훈(香薰)

스님에게 써준 것이다. 여기 적힌 방법대로 차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 부처님 전에 공덕을 쌓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기에 적힌 여섯 항목의 내용은 김명희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권27에 실린 만학지(晩學志)권5, 잡식(雜植)
조의 차 관련 내용 중에서 간추린 것이다. 김명희가 직접 중국 다서를 보고 베꼈다고

도 볼 수 있겠지만, 원문을 대조해보니 서유구가 옮겨 적으면서 생략한 대목이나 원본

과 다르게 적은 몇 글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서유구의 저술에서 추려 적은 것이 분

명하다.

김명희의 다법수칙 은 송대(宋代)와 명대(明代)의 5종 다서에서 한 두 항목을 초록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 2, 3, 5는 모두 찻잎 따는 요령과 시기를 다룬 채다

(採茶)의 내용이고, 4와 6은 차덖기에 관한 내용이다. 그밖에 보관이나 찻물, 차 끓이기

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 글이 단지 차를 따서 덖는 과정에 도움을 주

려고 필사된 것임을 말해준다.

다법수칙 의 채다법(採茶法)와 초다법(炒茶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채다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중에는 동트기 전에 찻잎을 따야 한다.

둘째, 찻잎을 딸 때는 손톱으로 끊어야지 손가락으로 짓무르게 하면 안 된다.

셋째, 일년 중에는 곡우(穀雨)를 전후한 시기가 채다의 가장 적기다. 시기가 좀 늦더

라도 맛이 밴 뒤에 따야 향이 좋다.

넷째, 잎은 연녹색에 둥글고 도톰한 것이 상품이다.

다섯째, 채취한 찻잎은 맑은 물에 즉시 담궈두는 것이 좋다.

또한 초다법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여린 잎을 오래 덖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덖으면 안 된다.

둘째, 한 솥에 한꺼번에 덖는 분량은 4냥 이하가 적합하다.

셋째, 화기가 지나쳐서 태우면 절대로 안 된다.

넷째, 쇠솥의 날 비린내가 배거나 기름기가 스며도 안 된다.

다섯째, 찻잎을 덖을 때는 나뭇가지를 써야지 통나무나 잎을 쓰면 안 된다.

여섯째, 찻잎을 고루 섞어 주려면 손가락에 대나무를 깍지 끼워 쓰면 좋다.

일곱째, 차를 덖다가 향기가 올라 올 때 덖기를 멈추어야 한다.

여덟째, 곁에서 부채질을 해서 열기를 걷어내 주어야 한다.

이상은 김명희가 향훈 스님에게 준 다법수칙 6항목의 내용이다. 내용은 찻잎 채취의

방법과 시기를 적은 채다법과, 찻잎을 덖을 때 주의 사항을 적은 초다법으로 구분된다.

이 글은 향훈에게 채다와 초다의 방법을 일러주기 위해 김명희가 중국 차서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이는 앞서도 말했듯이 초의를 비롯하여 여러 승려들이 다투어 차를

만들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렇다 할 제다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 조선 차문화



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정작 김명희 자신은 제다에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차의 생태나 성질도 잘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국의 다서를 읽음으로써 그 과정을 체득했고, 이를 향훈에게

요령있게 가르쳐 주어 그가 만든 차 맛이 한결 더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기여한 공이

있다. 실제 김명희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를 다시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그저 이론으로 섭렵한데 그친 서유구에 비해 김명희의 다법수칙 은 바로 향훈에게 전

해져서 실전에 적용되었다. 초의의 다신전 과 함께 김명희의 다법수칙 이 차문화사

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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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광두(盧光斗)

1772(영조 48)∼1859(철종 1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청지(淸之), 호는 감모재(感慕齋)이다. 함양(咸陽) 개평촌(介

坪村) 출으로, 할아버지는 노정국(盧楨國)이고, 아버지는 호조참판에 추증된 노석규(盧

錫奎)이며, 어머니는 밀양박씨로 내오(來吾)의 딸이다. 신성진(愼性眞)의 문인이다.

1814년(순조 1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819년 전적이 되었고 그 뒤 지평(持

平)·이조좌랑 등을 역임하였고, 1826년(순조 26) 자인현감(慈仁縣監)이 되어 많은 선정

을 베풀었다. 1836년(헌종 2) 장령에 제수되어, 임금의 나이가 아직 어리니 이륜(彛倫)

과 도덕으로 잘 보도(輔導)하여야 한다 하고, 경전(經傳) 중에서 절실한 것만을 뽑아

책을 만들어 올리니 충성이 지극하다 하여 특별히 동부승지에 승진되었고, 1851년(철종

2)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말년에는 노광리(盧光履)와 함께 아버지의 글 중에서 요지를 뽑아 가학십도(家學十

圖) 를 만들었고, 후학을 양성하는데 전념하였다. <풍천노씨 가학십도 목판(豊川盧氏

家學十圖 木版)>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박물관에 있는 목판이다. 2015년 1월 15

일 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 제586호로 지정되었다. 풍천노씨 가학십도 는 한 집안의

가승(家乘)로서의 가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책에 수록된 16명의 학문과 삶은 조선시

대에도 칭송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내용을 전해준다. 또한

가문에서 배출된 선조의 유훈과 행적을 도설로 정리하여 체계화한 구성은 매우 독창적

인 것이다. 따라서 풍천노씨 가학십도 는 구성과 내용에 있어 모두 가치가 크므로 경

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홍직필의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드시 특별히 뛰어나고 재덕

이 있는 선비가 그 사이에 태어남이 있을 것이니 그것이 노씨가 세상을 구제하는 아름

다움이 된 까닭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사암공(徙庵公)의 후손 노광두가 또한 일찍이 정

당한 말을 올려 은총을 받아 발탁되었고 풍고공(風皐公)의 후손 노광리가 학문을 심고

문장을 쌓았으나 세상에 명예를 구하지 않았으니 이 두 사람도 한 지방의 여망(輿望)

이었다. 노씨의 문중에 어찌 그렇게 어진 사람이 많다는 것인가. 이것은 아마도 선조들

이 선(善)을 행한 보답인 것이다. 대체로 선이라는 것은 하늘이 사람에게 품부한 바이

고 사람이 소유한 것은 인의(仁義)와 충신(忠信)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여 여러 사람에게 베풀게 하는 것이니 모두 이치의 당연한 바

로 하는 바가 없어도 하게 되는 것이다. 노씨 가문의 십 수세대가 밝은 조정에 나아가

면 드러나고 물러가면 산수 속에 은거하면서 오직 시서(詩書)와 예악(禮樂)의 가르침을

계술하고 행하여 몸에 모아 간직하면서 덕으로 빛내지 않고 남에게 베풀면서 멈추지

아니하니 그 축척한 바가 두터웠다. 그러므로 대대로 전해오는 여러 후손의 아름다운



명성과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행함이 더욱 오래될수록 더욱 드러나 이 <가학도(家學

圖)>가 길을 가는 사람의 이목에도 살펴지게 된 것이다.”

저서로는 감모재집 2권 1책이 있다.

함양 노참판댁 고가(咸陽 盧參判宅 古家)는 개평리에 있는 주택으로 현재 소유자의 6

대조이자 호조참판에 추증된 노석규(盧錫奎)가 1746년에 지곡면 오평마을에서 이곳으

로 이거(移居)하였다고 한다. 노석규의 아들 노광두가 호조참판을 역임할 당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살림이 어려워져 함양, 안의 지방의 환곡에 대한 상소를 올려 이 지역

에 대한 세금을 탕감하게 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감사의 뜻으로 노광두에게 많은 재물

을 주었으나 노광두는 거절하였다고 한다. 노광두가 벼슬에서 퇴임하여 고향으로 돌아

왔는데 인근의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노광두가 기거할 수 있는 사랑채를 지어 주기를

청했으나 이것만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백성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초가집으로

건립하도록 하였는데 1823년의 일이다. 안채의 건립연도는 알 수 없으나 마을에서 가

장 오래되었다는 증언과 노석규의 이거 시기를 보면 적어도 1745년경에는 건립된 것으

로 추정된다. 1830년에 노광두가 가묘를 창건하였으며 1945년에 안채를 중수하였다.

노참판고택은 평촌천의 좌측에 있는 개평마을의 동쪽부분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고택은 남북으로 긴 대지에 북쪽인 뒤에서부터 사당, 안채, 사랑채, 대문채가 차례로

배치되어 있다. 현재 담장이 없어 별도의 영역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안채는 정면 4

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평면은 좌측부터 부엌 1칸, 툇마루가 딸린 온돌방

1칸, 툇마루가 딸린 마루방 1칸, 툇마루가 딸린 온돌방 1칸이며, 배면에도 0.5칸의 툇칸

이 있어 겹집구조이다. 공포양식은 장여수장집이며 상부가구는 도리가 다섯 개인 5량

가이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1.5칸의 홑처마 우진각지붕이다. 평면은 좌측부터 툇마루가

딸린 온돌방 2칸, 마루 1칸, 툇마루가 딸린 온돌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포양식은

장여수장집이며 상부가구는 도리가 세 개인 3량가이다. 사랑채의 지붕은 초가였지만

시멘트일식기와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기와집으로 교체되었다.

감모재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 노광두(盧光斗)의 시문집. 2권 1책. 목활자본. 그의

아들 노기수(盧箕壽)의 편집을 거쳐, 1922년 증손인 노근영(盧近泳)과 노종한(盧鍾漢)

등이 간행하였다. 권말에 족손(族孫)인 노보현(盧普鉉)과 노근영의 발문이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부산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에 시 36수, 소(疏) 4편, 서(序) 10편, 기(記) 6편, 발(跋) 3편, 상량문 제2편, 제문

7편, 행장 3편, 묘갈명 4편, 봉안문 1편, 권2는 부록으로 연보, 사제문(賜祭文)·행장·묘

갈명 각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소 중 사지평소(辭持平疏) 는 1821년(순조 21)에 올린 사직소로, 당시 환곡(還穀)의

폐단이 매우 심함을 특히 함양과 안의의 현황을 들어 지적하고 그 시정책을 제시하였



다. 사호조참판소(辭戶曹參判疏) 에서는 임금의 도리와 백성의 구제에 대한 방책을 언

급하고, 아울러 언로(言路)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모단기(永慕壇記) 는 임진왜란 때 이운(李蕓)과 함께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싸

우다가 진주에서 전사한 참봉 안흥종(安興琮)과, 정유재란 때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순신(李舜臣)의 휘하에 들어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봉사(奉事) 안헌(安憲) 부자의 장

렬한 전공을 기리기 위하여 만든 영모단의 기문(記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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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병욱(金炳昱)

1808(순조 8)∼1885(고종 22).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문거(文擧), 호는 뇌서(磊棲)로 경상도 문경 출생이다. 아버

지는 돈녕부도정 김석근(金襫根)이며, 어머니는 문희전씨(聞喜錢氏)로 전도석(錢道碩)의

딸이다. 또한 일제 시대 극작가와 연극이론가로 유명했던 김우진(金祐鎭, 1897~1926)의

조부이다.

7세부터 수학하기 시작하였으며, 10세가 넘어서는 민조영(閔祖榮)에게 나아가 성명

(性命)의 학문을 배웠다. 18세가 되자 보다 많은 사우들과 교유하고 학문을 넓히고자

하여 부친에게 허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올라와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중심인물이었던 김희순(金羲淳)과 김수근(金洙

根)두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김수근의 아들이며 후일 국권을 흔들었던 김병학(金炳

學)·김병국(金炳國)과 교유하였다. 김수근은 김병욱의 학문과 사상 형성과정에 매우 커

다란 영향을 미친 스승이었는데, 김수근의 문하에 공부하면서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점

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의 해결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김수근에 대한 존경

심이 대단하였으니, “내가 평생 다른 사람과 합치되는 것이 적어 도처어서 미움을 받

았는데 오직 溪山(김수근)선생만이 나를 깊이 알아 매양 허락해주셨다”라고 할 정도였

다. 김수근으로부터 수업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심성론적인 논변보다는 환곡이나 재정

확보책 등 현실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현실문제에 대한 김수근의

깊은 관심은 북학풍의 가학(家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858년(철종 9) 궁중의 경사로 6품 벼슬에 등용되어 1860년에 사헌부감찰과 장악원주

부를 거쳐, 1862년에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소문난 연풍(延豊)의 현감으로 임명되어

큰 치적을 남기며 숙폐(宿弊 : 오랜 동안 쌓인 폐해)를 일소하였다.

새로 부임한 감사와의 알력으로 사직하고 돌아오자 현에서 동비(銅碑)를 세워 덕을

기렸다. 1867년(고종 4) 문경현(聞慶縣)의 숙폐를 다스리다 토호로 몰려 황해도 문화현

(文化縣)로 귀양갔다. 하지만 어려운 시국을 풀어나갈 방도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그러한 고민의 성과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소하는 등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때 귀양지에서 태평오책(太平五策) 을 올렸는데,

고종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들었고 귀양도 곧 풀렸다.

1882년 돈녕부도정에 임명되었다. 항상 지(知)·인(仁)·용(勇) 중에서 ‘용’이 학문의 관

건임을 들어 자신이나 후진을 채찍질하였고, 삼정(三政)에 대한 그의 해박한 식견은 고

금을 통틀어 막히는 데가 없었으며, 늘 개혁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창고가 비

어있고 의식(衣食)이 부족한데 어느 겨를에 예의와 염치를 돌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도덕과 문학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조선 지식인들의 학문태도를 비판하였다. 조선의 문



학과 명절(名節)은 중국과 비교해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지만 국가를 경영하고 민생을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성(老成)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신

진들은 청담(淸談)만을 고상히 여길 뿐 세상의 일에는 전혀 어두워 삼정(三政)이 무엇

인지도 모르고, 설령 경제정책을 품은 사람이 등용된다고 해도 조정의 의론이 각각 다

르고 조치가 일정하지 않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이 민생파탄의 원인이라고 파

악하였다.

이처럼 명절과 문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민생이 제정된 후

에야 배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의(大義)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

지만, 일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일의 성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병자

호란과 정묘호란의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척사(斥

邪)의 요체는 오도(吾道)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선왕의 도를 강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학하는 선비를 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저서로는 뇌서집
이 있다.

뇌서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김병욱의 시문집. 6권 2책. 필사본. 현재 국립중앙

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07년 김병욱의 아들 김성규(金

星圭)와 장손 김호진(金灝鎭) 등이 편집·필사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김성규의 발

문이 있다.

권1·2에 시 434수, 권3에 서(書) 31편, 소 5편, 서(序) 3편, 기 3편, 발 제2편, 권4에

제문 9편, 가장(家狀) 1편, 논설 18편, 전(傳) 1편, 표 3편, 권5에 잡저 8편, 권6에 잡저

5편, 공문(公文) 19편, 부록으로 가장 1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밖에 이 책을 정초(正

草)하기 전 초록한 시고(詩稿)가 주필(朱筆)의 흔적이 선연하게 권말에 함께 묶여 있다.

서(書)에는 당시 국권을 잡고 있던 김병국(金炳國)·김병학(金炳學)과 국정에 대해 주

고받은 편지와 민태호(閔台鎬)·민규호(閔奎鎬) 및 흥선대원군에게 보낸 편지도 있어,

당시 그의 활약상과 교유가 범상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 내용들도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회복시킬 삼정(三政)에 대한 고언(苦言)들로 점철되어 있다. 그의 삼정에

대한 견해는 정축재소(丁丑再疏) · 유곡역취모의(留穀亦取耗議) · 논적정(論糴政) · 논

군정징색지폐(論軍丁徵索之弊) · 사창절목(社倉節目) 등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는 환자[還上]를 빌미로 국민을 수탈하는 갖가지 명목의 세금들을 열거하고, 환자

를 정부에서 취급하지 말고 마을별로 관장하면서 모조(耗租: 환자를 받을 때, 곡식을

쌓아둔 동안에 축이 날 것을 예측해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던 곡식)만을 정부가

거두어들일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대의 위영제도(衛營制度)의 문란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여러 가지 혁신책들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집정자들에게 이러한 여러 역사적인

고찰과 그의 경략은 성인이 다시 난다고 하여도 내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에는 그의 이런 견해를 집합한 태평오책(太平五策)이



라는 역저가 있어 고종에게 많은 칭찬을 들었으나 불타고 없어졌다고 하였다.

복사소견(鵩舍消遣) 은 그가 고향 문경에서 폐단을 일소하려다 토호(土豪)로 몰려

문화(文化)에 귀양가서 당시 삼정의 문란, 관리들의 수탈, 토호의 폐단, 당시 정객들의

인물평을 80여 조목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으로, 당시 사회상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것

이다. 문경현구폐전말(聞慶縣捄弊顚末) 은 그가 문경의 유지들과 폐정을 척결한 전말

을 적은 것이고, 임오군란의 시발을 분석한 국변기략(國變紀略) , 운요호사건(雲揚號事

件)에서 일본의 침략을 예시한 인항설(仁港說) , 압록강 연안의 무창(茂昌)·여연(閭

延)·우예(虞芮)·자성(慈城)을 군(郡)으로 승격해 변방의 경계를 튼튼히 할 것을 주장한

복사군의(復四郡議) 가 있다. 수불론(讎佛論) 도 그의 역저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순종실록(純宗實錄), 뇌서집(磊棲集),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



13. 강장환(姜長煥)

1806(순조 6, 병인) ~ 1871(고종 8, 신미)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진주(晋州). 자는 선지(善之). 호는 주일재(主一齋)이다.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윤조(胤祖)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강성(姜珹)이다.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이다.

1833년(순조 33) 문과 급제하여,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율봉도찰방(栗峰道察訪)․

무안현감(務安縣監)․선전관(宣傳官)․충청도사핵어사(忠淸道査覈御使)․홍문관교리(弘

文館校理) 등을 역임했다. 1855년(철종 6) 서장관(書狀官)으로 북경(北京)을 다녀왔다.

1856년에 간행된 친필본 조원록(兆轅錄) 1책이 있다. 철종 6년(1855) 동지사(冬至

使)의 서장관(書狀官)인 강장환의 신년하례를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3달 22간의 일기와

견문기(見聞記)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국조방목(國朝榜目), 진주강씨보(晋州姜氏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 김한충(金漢忠)

1801(순조 1)-1873(고종 10) 조선 후기 문인.

본관은 부녕(扶寧), 호는 습정재(習靜齋),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이다.

습정재유고(習靜齋遺稿)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김한충의 시문집이다. 2권 1책으로

석인본이다. 현재 서울의 김종원가(金鍾元家)에 소장되어 있다. 1938년 김한충의 증손

김형석(金炯錫)·김형돈(金炯敦)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병재(金炳梓)의 서문,

권말에 증손 김환정(金煥正)·김형돈의 발문이 있다.

권1에는 시 1수, 소(疏) 1편, 서(書) 제2편, 장(狀) 제2편, 문(文) 1편, 기(記) 28편이

있고, 권2에는 부록으로 비소시(匪所詩) 23수, 비소서(匪所書) 15편, 가장 제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 가운데에는 임진왜란 때 충절을 세웠던 9대조 김익복(金益福)에게 200년 뒤에 시

호가 내려지자 당시의 명공 석학들과 함께 축하하는 시가 있다. 소의 청만동묘복향소

(請萬東廟復享疏) 는 1865년(고종 2) 대원군이 만동묘를 철폐하자 다시 복원할 것을 청

한 상소이다. 만동묘를 짓게 된 동기, 조정으로부터 전토·노비·사액을 받아 춘추로 향

사하게 된 내력을 기술하고, 수백 년 동안 사기(士氣)를 배양하고 의리를 강구한 곳임

을 역설하고 있다.

문의 자경문(自警文) 에서는 사람이 우주 대자연의 섭리 속에 태어나 하늘로부터 받

은 본성을 함양해 인생의 직분을 다할 뿐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기의 초산적소일기(楚

山謫所日記) 는 저자가 만동묘 철폐령을 극력 반대하다가 평안북도 초산으로 귀양갈

때의 일기이다. 1866년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의 기록인데, 서울을 출발해 초산에 도

착하기까지 매일 듣고 본 것과 노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부록의 경정초산비소시(敬呈楚山匪所詩) 와 경정초산비소서(敬呈楚山匪所書) 는 저

자가 초산 적소에 있을 때 저자의 의리 정신과 기절을 찬양하는, 당시 석학들인 이원

식(李源植) 등 18인의 시와 박제유(朴濟裕) 등 17인의 서찰이다. 한말 유학사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습정재유고(習靜齋遺稿),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민영목(閔泳穆)

1826(순조 26)∼1884(고종 21).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정치인.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원경(遠卿), 호는 천식(泉食). 달용(達鏞)의 아들로, 민태용

(閔泰鏞)에게 입양되었다. 명성왕후의 11촌 조카이다. 민진원의 6대손으로, 나이는 많았

으나 민승호, 민겸호에게는 1촌 조카가 되었다. 민영상은 그의 8촌 동생이고, 민영익은

12촌 동생이 된다. 민씨 척족세력의 거두의 한사람이었으며, 명성황후의 11촌 조카이

다.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이다.

본래는 인현왕후의 큰아버지인 민시중의 후손으로, 민시중의 차남인 민진주의 5대손

민달용(閔達鏞)의 아들이었지만, 민유중의 아들 민진후의 5대손 민태용(閔泰鏞)에게 입

양되었다. 실제로는 명성왕후에게도 15촌 조카가 되나 민태용의 양자가 되면서 11촌

조카가 되었다. 민진후의 아들 민익수가 명성황후의 고조부였고, 다른 아들인 민우수가

양아버지 민태용의 고조부였다.

일찍이 성균관에 들어가 유생으로 수학하였고 1871년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해 홍문관수찬이 되고 1872년에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다. 1872년 7월 김수현(金壽

鉉)을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남정익(南廷益)을 부사(副使)로 청나라에 파견할 때 서장

관(書狀官)으로 연경에 다녀오고 나서 개화주의자인 박규수(朴珪壽), 오경석, 윤웅렬 등

과 같이 서양의 기술 도입과 개국통상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귀국 후 교리(校理)가

되고, 1873년에는 홍문관 응교로 재직 중, 그해 흥선대원군을 탄핵한 최익현의 상고가

올라오자, 다른 홍문관 관원들과 함께 자신의 과실을 탄핵하였다. 이어 최익현을 국문

하고 죄줄 것을 여러 번 건의하였다.

1873년(고종 10) 겨울 청나라에 동지사가 파견될 때 동지하절정사(冬至賀節正使)에

임명되어 다시 연경에 다녀왔다. 이때 만청려(萬靑黎) 등 청나라의 외교관들과의 면담,

시문을 주고받은 내용을 북사담초라는 책으로 펴냈다.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개화주의자인 박규수(朴珪壽) 등과 같이 서양의 기술 도입과 개국통상의 유

용성을 강조하였다.

1874년 고종의 친정 후 원손 우유선(右諭善), 1875년 이조참의를 거쳐 겸보덕(兼輔德)

으로 재직 중 순종의 왕세자 책례식의 예모관(禮貌官)으로 참석하였다. 세자책봉식 후

당상관으로 승진, 여러 벼슬을 거쳐 1878년 이조참판이 되었다. 1879년 홍문관제학(弘

文館提學),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 1880년 공조판서를 거쳐 1881년 이조판서로 승진했

으며, 곧 이어 군무변정기연사당상(軍務邊情譏沿司堂上)과 한성부판윤에 올랐으며, 평

안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882년 여름 임오군란 때 변장 도주한 명성황후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장례를 치

를 때 대호군(大護軍)으로 종척 집사의 한사람이 되었으며, 곧 이회정(李會正), 정범조



(鄭範朝) 등과 함께 국장도감제조(國葬都監提調)의 한 사람으로 임명되어 장례를 주관

하고, 흥선대원군, 이회정, 정범조 등과 함께 빈전에 상주기도 하였다. 그 뒤 8월에 되

돌아온 명성황후를 맞이하였고, 명성황후를 영접한 관리들을 포상할 때 가자되어 종1

품으로 승진하였다.

명성황후의 개화정책을 받들어 민규호 등과 함께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폐쇄적이

라며 비판하였고, 개항론을 내세워 영국,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주장하였다. 1882년 8

월 판의금부사로 특별 승진, 행예조 판서(禮曹判書)를 거쳐 11월 평안도관찰사에 임명

되었다가 부임하기 전에 경상도관찰사로 개정 임명되었다.

1883년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가 되어 전권대사로서 조영(朝英) 및 조

독수호조약(朝獨修好條約)을 조인하였다. 또한 그 해 1월 일본과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을 체결하였고, 3월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을 거쳐 6월 조일통

상장정(朝日通商章程) 및 해관세칙(海關細則)·일본인어채범죄조규(日本人漁採犯罪條規)·

조선국간행리정약조(朝鮮國間行里程約條) 등을 조인하였다. 그리고 8월 인천일본조계조

약을 체결하였다. 9월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을 거쳐 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交涉

通商事務衙門督辦) 숭록 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

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으로 조영수호조약의 체결에

참여하였다. 그해 12월 독판교섭통상사무에서 면직되고 경기해안방어 사무총관(京畿沿

海防事務總管)에 임명되었다.

그 뒤 박문국당상(博文局堂上)이 되어 박영효(朴泳孝), 유길준(兪吉濬), 김윤식(金允

植), 김만식(金晩植) 등과 같이 1883년 10월 30일 조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漢城
旬報)를 발간하였다. 민승호와 민겸호가 연이어 죽자 민태호(閔台鎬)․민영익(閔泳翊)

및 민응식(閔應植) 등과 함께 민씨 척족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 사민체제(四閔

體制)를 구축, 권력의 핵심인물로 부각되었다.

천수환 사건 때에 독판교섭통상공사를 맡아 사건해결에 노력하였다. 일본 선박 천수

환(天壽丸)의 선장이 울릉도장과 결탁하여 울릉도에서 목재를 밀반출한 사건이 일어나

자, 1884년(고종 21) 일본 서리공사 시마 부리다나에게 공함(公函)을 보내어 이에 대해

서 항의하고 목재 밀반출을 중지시켰다.

1884년 3월에는 다시 독판교섭 통상사무(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에 임명되어 청나라의

청국총변조선상무(淸國總辦朝鮮商務) 진수당(陳樹棠) 을 만나 인천항(仁川港) 중국 상

인들의 거주지역에 관한 규정인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에 참여하여

체결하였다.

1884년 4월 경기연안 해방사무(海防事務)에 임명되었다가 1884년 5월 좌부빈객과 병

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5월말 다시 판돈녕부사로 전임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개화 정

책에 찬성하였지만 나중에는 민태호, 민영익, 민응식과 함께 이른바 사민체제를 구축,



권력의 핵심인물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급진개화파의 눈 밖에 났고, 서재필, 김옥균,

윤치호 등의 공격을 받았다.

9월 총관기연해방사무로 부임하였다가 소환되었다. 1884년 10월 18일 갑신정변 때 병

조판서로 재직 중 김옥균, 서재필 등 개화당 인사들에 의해 조영하(趙寧夏), 민태호 등

의 수구당 요인들과 함께 경우궁(景祐宮)으로 입궐하던 중 고영석(高永錫)․황용택(黃

龍澤)․윤경순(尹景純)이 이끄는 난군의 총에 맞고 참살당하였다.

갑신정변이 진압된 뒤 10월 29일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

다.

저서로는 북사담초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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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민주현(閔冑顯)

1808(순조 8)∼1882(고종 19). 조선 말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치교(穉敎), 호는 사애(沙厓). 아버지는 문행(文行)이 뛰어나

서 호조참판으로 추증되었고, 어머니는 울산김씨(蔚山金氏)로 김인후(金麟厚)의 후손인

김방엽(金邦燁)의 딸이다. 민주현은 1808년에 동북현 사평리집에서 2남 1녀 중 둘째 아

들로 태어났다.

학문은 주로 아버지로부터 배웠으며, 송치규(宋穉圭)·안수록(安壽祿)·장헌주(張憲周)·

기정진(奇正鎭)·홍직필(洪直弼) 등을 두루 사사하였다. 7살 때에 아버지로부터 십구사
략(十九史略)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 한 번 배우면 책을 덮고 암송하는데 한

글자도 틀림이 없으므로 그의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14세 때에

는 당․송․원․명과 우리나라 여러 시인 중 좋은 시를 뽑아 시집을 엮어 그 이름을 
박동집(泊董集) 이라고 하였다.

16세 때는 시전(詩傳)을 읽고, 18세 때에는 주역을 읽었으며, 19세 때에는 관례를

행하였다. 20세 때에는 양호영(梁灝永)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혼례를 올렸다. 21세 이

후 성리서를 잠심강구하여 종제 민삼현(閔三顯)과 함께 조계사와 영봉사에서 글을 읽

었다. 29세 때에는 구례 향시에 응하여 백형 민갑현(閔甲顯)과 함께 나란히 합격하였

다. 그 후 송치규(宋穉圭)를 찾아가 교유하였고, 안수록(安壽錄)과 장헌주(張憲周)의 문

하에 드나들며 교유하였다. 39세에 장성의 탁곡에서 기정진(奇正鎭)을 찾아뵈었는데,

민주현의 식견이 남다름을 알고 기정진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되어 도의로써 교우를

허여하였다.

40세에는 홍직필 선생을 알현하였다. 44세의 늦은 나이로 경과정시(慶科庭試)에 병과

로 급제하였다. 45세(1852)에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로 벼슬생활을 시작

하였고, 이 해에 스승인 홍직필 선생이 상을 당하여 광주 구수동에 가서 곡을 하였는

데 홍직필의 장례를 집행함에 있어서 알맞게 헤아리고 예절의 규정이 곧고 치우침이

없으니 사방에서 보는 이들이 칭송하였다.

46세(1853)에는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 1854년 조경묘별검(肇慶廟別檢)을

지냈다. 그 뒤 성균관전적․사간원정언․형조좌랑․사간원헌납․사헌부집의․봉상시정

(奉常寺正)․병조정랑․사간 등을 거쳤다. 64세 때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동지춘추관

사(同知春秋館事)․병조참판, 67세에 좌승지를 역임하였다. 여러 스승을 사사하였으며

66세에 다시 임헌회(任憲晦)의 제자가 되기도 하였다.

민주현은 향촌사회에서 올바른 예법이 보급될 수 있도록 앞장섰다. 특히 신암(申巖)

과 더불어 12동지회를 결성하고 상가(喪家)에 만연된 허례허식과 낭비의 폐습을 고치

지 위해 향음례(鄕飮禮)를 제정, 검소하고 실용적인 상장제례(喪葬祭禮)를 보급하여 사



람들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였다. 이때 저술된 초학지남(初學指南)1권은 학

동들의 교육지침서가 되었다.

민주현은 형제간에 우애가 심히 돈독하였고, 자식을 가르침에 의로운 방법으로 하였

으며, 친하고 멂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공경하고 예의를 다하였다. 행동엥 절제와 엄

숙함이 따랐고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학문하는 일을 특별히 여기지 않았다. 민

주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글이 있다. “무릇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나의

분수 안에 있으니 어찌 반드시 종일토록 독서한 연후에야 학문을 한다고 하겠는가? 선

비라는 자는 마땅히 제때에 학문에 힘써서 자신의 덕을 쌓고 여력이 있으면 문장을 익

혀 자신의 재주에 통달해야 하니 잘 쌓이고 이미 두터우면 절로 감동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출사(出仕)하여 임금을 섬길 때는 계책을 내고 생각을 밝혀 나라를 걱정하고

공익에 힘쓰며 항상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뜻으로 삼아 그 뜻에

합치하지 않으면 몸을 거두어 물러나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현은 화

순지방을 대표할 만한 선비이자 학자로 홍직필의 문인이며 도학과 절의가 출중하여 유

림의 지표가 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직시 국방과 교화에 대한 정책을 주장하였고, 만년에는 학문을 강론하면서 후진양

성에 전념하였다. 저서로 사애문집 6권이 전한다.

사애문집(沙厓文集)은 조선 말기의 학자인 민주현(閔胄顯)의 시문집이다. 6권 4책으

로 목활자본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전남대학교 중앙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895년(고종 32)기우만(奇宇萬)이 편집한 것을 1933년에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최익현(崔益鉉)의 발문이 있다.

권1·2에는 사부(辭賦) 1편, 시 234수가 있고, 권3에는 소 7편이 있으며, 권4에는 서

(書) 50편이 있고, 권5에 잡저 13편이 있으며, 권6에는 서(序) 제2편, 기 11편, 제발(題

跋) 3편, 명 제2편, 혼서 1편, 축문·제문 각 4편, 묘표 1편, 행장 제2편, 유사·묘지 각 3

편이 있으며, 별책 부록에는 민주현의 인물 정보를 알 수 있는 연보·행장·묘갈명·묘지

명·유사가 수록되어 있다.

사부는 화도연명귀거래사(和陶淵明歸去來辭) 이다. 시에는 계절을 소개로 한 시, 선암

사·송광사·계룡산 갑사·지리산 쌍계사 등을 소재로 한 기행시, 매화[梅]·대[竹]·국화[菊]

등을 소재로 한 영물시(詠物詩), 홍직필(洪直弼)·기정진(奇正鎭) 등 스승에게 올린 증여

시, 이수광(李睟光)·이색(李穡)·권필(權韠)·김인후(金麟厚) 등 문인·학자들의 시에 대한

화운시(和韻詩), 만시(輓詩) 등이 있다.

소 가운에 면성학정방례소(勉聖學正邦禮疏) 는 학문을 권장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도

모하고 인륜 도덕을 준수하자는 내용이다. 청양병위이비완급소(請養兵威以備緩急疏)

는 국가가 무사할 때 미리 군병을 조련했다가 비상시에 대비하자는 상소문이다. 이 밖

에도 과거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진과폐소(陣科弊疏) 와 문란해진 삼



정을 바로잡아 백성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자는 삼정대책(三政對策) 등이 있다.

잡저의 책제(策題) 에서는 정법(政法)의 근본적 개혁을 경장(更張)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역사적 고찰을 통해 역설하고 있다. 몽양

편(蒙養篇) 은 후세 교육을 위해 만든 오륜(五倫) 해설서이다. 경서와 심성에 대한 내

용으로 대학도설(大學圖說) 과 심전설(心田說) 이 있다. 그밖에 단사설(丹史說) · 학

자오요(學者五要) · 직중쇄언(直中瑣言) · 방원도(倣原道) · 독강목당중종기(讀綱目唐中

宗記) 등은 저자의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다. 수해(睡解) 는 잠을 소재로 한 수

필이다. 기(記)의 태허사기(太虛舍記) · 연와기(然窩記) · 봉강서원이건기(鳳岡書院移

建記) · 문천재기(文泉齋記) · 지헌기(芝軒記) · 임대정기(臨對亭記) · 효자손공정려기

(孝子孫公旌閭記) · 유쌍회정기(遊雙檜亭記) · 즉이당기(則以堂記) 등은 화순 지방의

문화사를 이해하는데 참고 자료가 된다.

조선 말기의 정치적·사회적 사정을 살피고 유학자의 정치 참여 의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19세기의 호남 인물인 민주현의 개인 문집으로 당시 국내ㆍ외

적으로 혼란기를 맞이하여 유학자인 저자의 해박한 지식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

맥과 인맥을 통해 인적 교유망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참고문헌]

사애문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김재석(金載石)-(제2편)

1895(고종 32)~1971. 근대의 학자이다.

본관은 울산(蔚山). 자는 경담(景潭), 호는 월담(月潭)이다. 그는 하서 김인후(金麟厚)

의 후손이자 간재 전우(田愚)의 문인으로 순창과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재야 유림

이었다. 김인후로 이어지는 가학 전통과 간재의 학문을 계승하려는 그의 노력은 유학

자적 면모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당시의 엄혹한 역사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

피하지 않고 항일의병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학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지사적 유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재석은 타고난 자질이 비범하고 매우 총명했다고 전해진다. 8세의 어린 나이에 부

친의 명에 따라 ‘구름’을 소재로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구름 덮이니 하늘은 낮아지는 듯 雲浮天似低

그 구름 걷히니 다시 높아지네. 雲散天還高

본체는 항시 변함없으니 本體恒無變

본성을 회복하는 일 힘들다 마오. 復初莫說勞

첫 구절의 ‘구름 낀 하늘’과 둘째 구절의 ‘구름 걷힌 하늘’에 대한 묘사는 사실적이고

평담한 맛이지만, ‘구름 낀 하늘’과 ‘구름 걷힌 하늘’이 셋째 구절의 ‘본체’, 넷째 구절의

‘복초’와 연결됨으로써 함축적이고 의미있는 도풍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그의 월담유고(月潭遺稿)에 수록되어 있는 자경십도(自警十圖) 의 내용

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경십도 는 월담유고권3, 잡저 에 수록되어 있다. 김재석이

간재 전우의 학문을 계승한 성과는 자경십도 에 담겨있다. 자경십도 는 간재의 가르

침에 따라 ‘소심존성(小心尊性)’의 의미를 밝힌 것으로, 모두 10폭의 그림(圖)과 설명

(說)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경십도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 사일(事一), 제2 삼외(三猥), 제3 삼요(三要),

제4 사극(四克)은 존심지방(存心之方) 즉 공부론을 밝힌 것이고, 제5 인체(仁體), 제6

지경(持敬), 제7 서학(恕學), 제8 위미(危微) 역시 ‘존심지방’의 의미를 미루어 밝힌 것

이므로 공부론의 확장이며, 제9 총도(總圖), 제10 체용(體用)은 작가 자신의 생각을 덧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제1부터 제8까지는 김재석 자신의 독창적 학

문과 사유의 산물이라고 보기보다는 간재의 가르침을 도설로 풀어 설명한 것이고, 제9

는 간재의 가르침에 김재석이 보충한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제10은 김재석 스스로 지

어 도합 십도(十圖)를 구성한 것이다.

자경십도 의 내용은 대부분 ‘소심존성’의 성리학적 의미를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발



명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유학자들이 견지해야 할 공부를 비교적 평이하게 설명하

고 있다. 자경십도 는 아마도 간재의 문집 곳곳에 보이는 ‘모모자경(某某自警)’이라는

글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흔적을 간재의 문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컨대

제1 사일도(事一圖)의 내용은 간재사고(艮齋私稿)권32에 보이는 원적사자경(圓寂寺

自警) 과 그 취지가 매우 흡사하다. ‘사일도’의 오른편에 위치한 해설에서 “우리 인간은

천지로부터 지선(至善)의 본성을 품수받았고 성현으로부터 인의(仁義)의 가르침을 받들

고 있으며 임금과 어버이에게는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간재

의 원적사자경 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보인다. 즉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반

드시 먼저 천지와 부모와 임금과 스승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은

혜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두 구절은 그 내용과 논리가 일맥상통한다.

김재석이 밝히고 있듯이, 자경십도 에는 간재의 ‘소심존성설’을 해명한 도설이 있다.

예컨대 제1 사일도(事一圖)에서 “지금은 이기(理氣)와 의리(義利)의 분변에 밝고, 성심

(性心)과 본말(本末)의 영역을 구분하며,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극복하는 공부가 성현

과 군부의 마음에 이와 같음이 있어야 할 뿐이다”라고 했다. 이 구절은 자경십도 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 특히 성(性)과 심(心)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성을 지존무대(至尊無待)의 본체로 심은 지령불매(至靈不昧)의 묘용으로 그 관계

를 확정한 것은 간재의 성사심제설(性師心弟說)의 요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을 절대적인 본체로 간주함으로써 심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부여한 것은 구

한말 ‘심’을 위주로 전개되던 성리학, 특히 한주 이진상(李震相)과 화서 이항로(李恒老)

등의 입장에 대한 간재의 반격과 비판의 핵심이론이다. ‘사일도’의 이 구절은 간재의

‘성사심제설’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자경십도 제3 삼요도(三要圖)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요도에서

김재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심의 본체는 비록 선하지만, 그렇지만 성을 받들

어 따라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도체가 될 수는 없다. 기질의 본체는 비록 맑지만 마음

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갑자기 영각(靈覺)이 될 수는 없다.” 삼요도는 간재의 성리학적

입장, 즉 기호 낙론의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심은 성을 받들어 따라

야 한다”는 주장과 “기질은 마음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삼요도에

서 기호 낙론의 입장을 따르는 간재의 입장과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김재석의 생각

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석은 구한말에 태어나 일제에 의해 침탈되고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조선의 역사

를 직접 체험한 인물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때로는 적극적으

로 독립활동에 참여하며 주어진 역사가 아니라 스스로 주도하고 해석하는 역사를 살아

왔다. 재야 유학자로서 그가 보인 우국충절은 당시의 역사적 현실에서 매우 값진 의미

를 갖는다. 비록 그의 학문이 독창적인 성리학 체계와 의미를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는 간재의 학술을 계승하고 기호 낙론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서 김인후

와 자연당 김시서로부터 그의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가학을 지키고 선조들의 규범과

가치를 끊임없이 발양하는 그의 행동은 향촌 사회의 모범을 수립하려는 사림 본연의

일이기도 하다.

끝으로 그가 생을 마치기 불과 몇 년 전에 지은 한편의 시를 은미하면서 그가 평생

추구했던 삶과 학문의 목표가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를 확인해 본다.

돌을 쪼아 옥 만들기를 先君期待意

선군은 기해댔건만 將石欲玉成

머리 하얗게 센 오늘까지도 白首今何事

본성 회복하는 일 밝히지 못했네. 復初尙未明

[참고문헌]

월담 김재석의 생애와 학문 (간재학논총제6집, 소현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김창립(金昌立)-(제2편)

1666(현종 7)~1683(숙종 9).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탁이(卓爾), 호는 택재(澤齋)이다. 김창립은 18세에 요절하였

고 그의 유고집은 홍유인(洪有人), 유명악(兪命岳), 최동표(崔東標) 등이 발간을 추진하

여 형인 김창흡(金昌翕)이 그것을 산정하여 사후 1년 만인 1684년에 서사활자로 간행

되었으며, 1700년에 운관활자로 다시 간행되었다. 특히 이 유고집의 서문과 발문을 쓴

인물들이 당대를 대표하는 명사들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 유고집의 서문과 발문

을 쓴 인물들이 당대를 대표하는 명사들인데, 서문은 김석주(金錫冑)가 썼고 발문은 김

수항(金壽恒), 김창흡(金昌翕), 송시열(宋時烈), 남용익(南龍翼), 김만중(金萬重) 등이 썼

다. 김수항은 그의 아버지이고 김창흡은 그의 작은 형이므로 이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나머지 4명은 당시에 명성이 높은 인물로서 이들이 요절한 자의 유고집에 이렇게 서물

과 발문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는 지난번의 글을 이어 그의 유고집인 택재유타(澤齋遺唾)의 간행과정과 구

성 및 내용을 살펴보고 그의 몇 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생몰 연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창립은 18세에 요절하였다. 그런데 그의 유고집은 사후 1년 만인 1684년에

초인되었다. 이러한 예는 조선시대 문집 간행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1700년에 운관활자로 간행된 택재유타는 1책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서(序)․시(詩)․부록(附錄)․발(跋) 등으로 되어 있는데,

부록에는 행장(行狀)․묘표(墓表)․묘지명(墓誌銘)․전(傳)이 포함되어 있고, 발문은 5

명이 썼다. 서문을 쓴 김석주(1634~1684)는 일세를 풍미한 정치가로 당시의 정국을 주

도하던 인물의 하나였다. 서문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갑자년에 한양에

전염병이 크게 있었는데 김창립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였다.……그 후에 상공이 택재
유타라는 시집 한 권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김창립의 여러 형들이 그의 주머니에

있던 초고를 모아 기록한 것이다.”

첫 장 첫 줄 상단에 ‘택재유타’라 쓰여 있고, 하단에 ‘안동김창립탁이저(安東金昌立卓

爾著)’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시가 끝난 줄 여백 아래에 ‘택재유타종(澤

齋遺唾終)’이라 되어 있다. 시의 배열순서는 시체(詩體)와 관계없이 시대순으로 되어 있

다. 이것은 작은 형인 김창흡이 교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집으로서의 택재유타를 살펴보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절구(絶句)나 율시(律詩)

같은 정격(正格)의 작품도 있지만 변격(變格)의 시가 많다는 것이다. 전체는 85수인데

이 중에서 5․7언장구 5수, 5․6․7언 1수, 4언4구 2수, 4․5언 2수, 6언22구 1수 등을

포함하여 5언시나 7언시의 경우에도 각각 10구, 14구, 20구 등 다양하다. 이러한 변격



의 작품이 도합 27수이다. 이것은 김창립이 추구했던 시의 경지와 관계가 있다. 김창립

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배우는 시를 거부하고 시경의 시나 고풍시(古風詩)를 따

르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이유로 율격에 맞는 시보다는 파격적인 작품을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편의 시를 살펴보자.

구림마을 국사암에는 鳩林國師巖

도선의 발자취가 남아있네. 道詵足跡在

밤에 올라 바닷물을 보니 夜登見海水

밝은 달이 세상을 비치네. 明月照海內

이것은 시집에 수록된 첫 번째 작품이다. 제목 아래에 협서로 을묘(乙卯)라 기록되어

있으니 을묘년(1675), 곧 김창립의 나이 10살되던 해였다. 이 해에 갑인예송(甲寅禮訟)

후 남인과 대립하던 김수항은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 이 시기에 김창립이 영암의 월출산에 올라가서 이 시를 지었다. 10세에 지은 시

는 이외에도 1수가 도 있다. 이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시를 썼지만, 본

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것은 16세부터이다. 이어서 시 한 수를 더 소개한다.

지난 날 우리들 장쾌히 놀았지 往者吾輩能壯遊

화산에서 3일 동안 더 없는 즐거움을 즐겼네. 華山三日樂莫樂

서쪽으로 백운봉에 올라 西登白雲峯

한양의 성곽을 굽어보았네. 俯視洛陽郭

높은 곳에 올라 높은 곳에 올라 臨高臺臨高臺

구슬픈 피리소리에 가을 하늘은 아득하니 長笛悲歌秋天杳

백년 인생사 갑자기 비장해라. 人生百年忽悲壯

웃으며 북망산을 가리키니 행인이 드물고 笑指北邙行人少

아아! 인수봉은 嗟乎仁壽峯

조화가 어찌 그렇게 웅장한가! 造化何其雄

흰 구름은 땅에 가득 일어나고 白雲滿地飛

푸른 바다는 무궁하도다. 滄海去無窮

산꽃과 잎을 머리에 가득 꽂고 山花洞葉揷滿頭

노래하고 춤추며 내려오는데 산 그림자가 지네. 歌舞西下山影棲

이 시는 김창립이 삶의 마지막 해인 18세에 지은 것으로, 내용으로 보아 북한산을 유

람하면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도 정격의 격식을 갖춘 시라고 할 수는 없다. 대자



연의 경치를 읊으면서 인생사의 비장함을 노래하는 젊은 김창립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유고시집에는 유일하게 <제망자문(祭亡姉文)>이

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80자로 된 짧은 글인데, 그가 지은 문장 중에서 유고집에

실린 것이 이것뿐이다. 제문의 대상은 출가한 누이로서 김수항의 6남 1녀 중 하나뿐인

딸이다. 누이가 죽은 것은 1680년으로 추정된다. 이때 김창립의 나이는 15세였으므로

누이의 죽음이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아내의 소

중함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누이와의 이별이 더욱 슬퍼 이 제문을 지었다고 술회하

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김창립은 10세에 처음 한시를 지었고, 한시에서 추구하는 바

가 남달랐던 김창립의 문학은 주위의 기대를 모았으나 일찍이 사망하는 바람에 완성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깊은 애도를 받았으며, 역설적으

로 지금까지 이 유고시집이 전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澤齋 金昌立의 澤齋遺唾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제49집, 김순희)



19. 김시민(金時敏)-(제2편)

1681(숙종 7)∼1747(영조 23).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수(士修), 호는 동포(東圃) 또는 초창(焦窓)이다. 여기서는

지난번의 내용에 이어 김시민의 문예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회화사에서 주목할 특징이라면 ‘眞景山水’라는 사실 혹은 현실에 비중을 둔

회화 장르가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인데, 이것의 이면에는 실학적인 학문사상이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주의 화풍이 성행하는 즈음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가 진경산수를 그리는 화가와 그 교유 문인에게서 발견된다. 시론(詩論)과 화론(畵論)

상에서의 ‘정신’의 가치를 일깨우며 참된 예술 활동을 실현하자는 ‘진(眞)의 강조’ 움직

임은 김시습에게서도 나타난다. 동포집 일대육법(一代六法) 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

은 글이 있다.

병중에 할 일이 없어 그림 수집에 마음을 붙였는데, 모은 것이라고는 오직 지금시대

의 그림이고 옛 것은 모으지 않았다. 손님 중에 이를 괴이하게 여겨 묻는 자가 있었다.

“그림을 모으시면서 옛 그림은 왜 수집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내

가 옛 그림을 수집하지 않고 지금의 그림만을 수집하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고 또 의

미가 있다네. 자네에게 들려줄까? 세상에 그림에 벽(癖)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

은 대체로 지금의 것을 버려두고 옛 것을 쫓으며, 먼 시대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

운 시대의 것을 천시한다네. 심지어는 해진 비단조각에 그린 그림이나 떨어진 종이에

그린 그림, 불에 그슬린 채색화나 좀먹은 묵화까지 천금의 값으로 머나먼 만리타국에

서 사와서 수놓은 비단으로 표구를 하여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를, ‘이것은 당나라 때의

그림이다’, ‘이것은 송나라 때의 그림이다’, ‘송설(松雪)의 그림이다’, ‘현재(玄宰)의 그림

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오래될수록 멀어질수록 더욱 그 참됨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미혼된다네.……아. 우리 선대왕께서 태평한 세상을 다스리시어 북돋아 길러

주시는 아름다움을 완성하셨나니, 여기에서 그 일단을 볼 수 있네. 그러므로 나의 이

화첩은 진실로 국가의 태평한 운수를 고찰하는 거울이 되니 어찌 등한한 옛 그림과 바

꿀 수 있겠는가? 천금을 주고 멀리서 사온 그림과 경중을 비교한다면 도리어 어떠한

가?” 손님이 듣더니 시원하게 여기고 이윽고 나를 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조리가 있고 또 진실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물의 본질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인데, 당대의 지식층에

만연하던 호고(好古)에 반발하여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진실된 우리 시대 우리 사

람의 문예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밑바탕으로 기능하였다. 스스로 그림에 대한



벽(癖)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림만 있으면 문득 눈여겨보며 관찰하고 완상

하는 동안 완전히 그림과 정신이 하나되는 ‘신회(神會)’의 경지에 도달하는 애호가가

김시민이다. 그가 병중의 무료함을 달래고자 나선 일이 그림 수집이다. 그런데 수집한

그림이라고는 그와 동일한 시대의 우리나라 유명 화가의 것들 뿐이었다. 중국물품에

대한 동경과 애호가 넘쳐나던 시대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사뭇 다른 행보였기에 김시민

의 수집 형태는 객의 궁금증을 유발하였다. 이에 대해 김시민은 이와 같은 수집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그는 옛 것을 좋아하는(好古) 당시의 풍조를

비판한다. 조선의 이름난 그림수집가들 혹은 애호가들이 지금 시대의 것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옛 것, 오로지 중국의 것에 광적일 만큼 집착하여 해진 비단 조각이나 떨어진

종이, 불에 그슬린 채색화나 좀먹은 묵화 등 본그림의 진면목을 알 길 없는 종이쪽을

천만금의 값을 주고 사들여 와서 화려하게 배접하고는 누구의 것이다, 어느 시대의 것

이다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허울과 이름에 집착하는 당대 조선지식인의 과시적 풍조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이어서 그는 유명한 것, 먼 시대의 것, 외국의 것에 집착하는 과시욕에 사로잡힌 이

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참됨(眞)’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문예 창작이 담보할 것은

바로 진실에 있음을 주장한다. 회화에서 ‘참됨’을 소중히 여기는 그가 소유한 소장품은,

위로는 선배․장자, 중간은 동년배, 아래로는 후배나 천인 등의 그림이며 모두 그의 한

세대를 벗어나지 않는 유명한 화가의 것들이다. 더욱이 정체를 확인할 길 없는 외국의

그림들과 달리, 그가 소장한 그림은 단순히 유명한 아무 화가의 집에서 무조건적으로

구매해 온 것이 아니다. 유명 화가 본인에게 부탁하여 그려진 것이기에 그림의 진위(眞

僞)에 대한 염려도 없다.

화첩을 펼치면 친구와 동년배들이 좌우에 빽빽이 늘어서 있고, 그들이 직접 그린 붓

의 흔적이 찬란히 보이고, 그들의 얼굴과 똑같은 그림이 보이기에 그들의 ‘정신’과 ‘풍

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서술은 회화에서 사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육법(六法)에서 ‘육’은 김시민이 화첩의 그림들을 산수․인물․매죽․포도․화초․령

모(翎毛)의 여섯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다. ‘법’은 여섯 부분의 대표 화가를 나이순에 따

라 배열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연령별 구별이 아니다. 모범이 될 만한 선배, 이후의

진보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후배, 뛰어난 재능을 가져 높이 인정해줄만한 비천한

지위의 인물, 부자간에서부터 친구간에 이르는 다양한 인물 관계에서의 모범 전승 등

의 의미를 내포한다.

여섯 부분의 대표 화가들이 단순히 화폭 위에서의 모범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림의 전형(典刑), 미래의 발전 가능성, 미천한 자들의 재능 존중 등 총체적으로 ‘조

선’이라는 한 나라의 국운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점치는 거울과 본보기로서의 그림

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것은 과서 시경에 수록된 다양한 시들을 통한 가르침이 궁



극적으로 풍속교화를 통해 이상적인 왕도정치를 염원하던 것과 같다. 그렇기에 이 한

편의 화첩에 거는 김시민의 기대치는 시경에 대한 유가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방불케

한다.

김시민이 말하는 ‘진’의 개념은 그와 한 시대를 살던 우리나라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것이라는 측면을 중시한다. 이것은 그가 단순한 형체나 골격의 외형적 유사성을 앞세

우는 단선적이고 편협한 사실주의를 추구했다는 말이 아니다. 더욱이 그가 중국의 것

을 거부한 채 오로지 우리 시대 우리 사람의 것만을 고집하며 ‘시대가 오래 될수록 지

역이 멀어질수록 더욱 그 참됨을 잃는다’라고 한 말은 우리의 것, 조선의 것에 대한 자

존심과 자심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시민의 이러한 주장은 박지원(朴趾源)

이나 정약용(丁若鏞)이 산문과 시론에서 제창한 조선적인 것의 가치에 대한 인식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예술 전반에서의 조선적인 것, 현재적인 것의 가치를 적극 강조했다

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동포 김시민의 문예관 연구 (동방한문학제44집, 김영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
전



20. 기우만(奇宇萬)-(제2편)

1846(헌종 12)∼1916. 조선 말기의 학자이자 의병장.

본관은 행주(幸州)로 지금의 경기도 고양이다. 자는 회일(會一), 호는 송사(松沙)이며

또는 학정거사(學靜居士)라고도 부른다. 기우만은 개항 직전인1846년에 태어나 개화기

를 거쳐 조선이 멸망하는 역사적인 격동기를 겪은 호남의 대표적 유림이었다. 노사 기

정진 손자로서 그 학문과 위정척사 정신을 계승하여 항일의병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지난 호에 이어 여기서는 기우만의 시 세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의 시 세계를 보면, 우선 현실에 대해 암울하게 인식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것은 그가 개항 시대 이후에 태어나 일본과 서양 세력에 의해 조선이 침탈당하고 마침

내 멸망하는 과정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생의 경험에 의해 그는 현실을 암울

하게 표현했다.

각라가 중화를 어지럽힌 지 삼백년 角羅猾夏三百年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그 끝에 일이 생기는 법 亢極必反竟生事

오랑캐가 때를 틈타 일어나 제멋대로 날뛰니 氐羌乘時起陸梁

방현령이나 두여회조차 손 묶인 형세와 같네 房杜束手指如臂

중심과 뿌리가 벌레에 먹히니 구할 수 없고 心蠱根蠧竟莫救

꼬리는 너무 커져 지금 천지에 흔들기도 어렵네 尾大難掉今天地

기자 가르침 백년 염치 있는 풍조는 쓸어 버렸는지 箕敎百年廉風掃

한 말 곡식, 한 자 베까지도 아전들이 긁어 가버리누나 斗粟尺布輸剝吏

개화가들이 소 울면 말이 응대하듯 하니 牛鳴馬應開化家

여자들은 정조도 없고 선비들은 뜻을 잃었네 女無貞操士喪志

임금을 위협하여 자리를 비우게 하여 노름판의 막돈처럼 만들었으니 虛位挾天作孤注

높은 충정심에 어찌 제 목숨 없어질까 되돌아볼까. 危忠那顧軀命毁

기우만이 보기에 당시 현실은 기자에 의해 교화되어 중화에 가까웠던 그 유풍은 모

두 사라졌다. 기자가 주나라 중화문명을 가져와 조선 땅에 예악과 문물이 융성하고 윤

리가 떳떳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염치없는 풍조가 성행해서 아주 적은 양의 곡식과 옷

감조차도 모두 다 빼앗아 가버리는 아전들이 횡행한다. 아전들은 백성을 보호해야 하

지만 도리어 가혹하게 세금을 걷고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다. 아전의 임무

를 다하기는커녕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염치조차 없다.

한편 개화가들은 임금을 겁박하고 노름판의 막돈처럼 함부로 대하는 행위를 자행한

다. 개화파들은 일본이나 서양을 개화 모범으로 삼았다. 조선의 전통적인 문화, 사상,



제도는 개혁해야할 대상이었다. 일본과 서양도 직접적으로 조선을 침탈하는 것보다는

조선 내의 정치가들과 결탁하는 편이 훨씬 유리했다. 그 과정에서 민비 시해, 고종의

아관파천, 청에 의한 대원군 납치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는 신하가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유학 윤리 관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개화파들은 외국의 사

상 등을 수용, 확산시키면서 유학적 윤리사상을 비판했다. 그 결과로 여자들은 정조 관

념이 없어지고 선비들은 뜻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오랑캐가 틈을 타 날뛴’ 결과이다. 그래서 서두에서 ‘각라(청 오랑내)가 화하(華

夏), 즉 중화를 흔들’었고 시간이 지나 극성하여 조선에도 오랑캐 힘이 미쳤다고 서술

한 것이다. 조선의 위기를 오랑캐와 중화의 대립적 관점, 곧 화이론적 관점에서 파악한

다. 그러므로 조선은 ‘짐승 발자욱이 가득하고 귀신이나 도깨비들이 출몰’하는 공간이

며 인간의 나라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암울함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현령이나 두여회 같은 능력이 뛰어난 이들도 이 위기 상황을 제

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선비들이 상심하고 청산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도 임금의 걱정을 덜어줄 이 하나 없는’ 현실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걸출한 인재들의 부재는 암울함을 더욱 절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한번 죽어 양을 붙잡은 이가 나라에 있으니 一死扶陽國有人

천추의 광악에 홀로 그 정신 높구나 千秋光岳獨精神

충성스런 영혼은 응당 주운의 검이 되어 忠魂應化朱雲劒

아첨만 하는 간사한 신하들을 궁궐 계단 앞에서 殿陛頭頭斷佞臣

하나하나 목 베어내리

이 시의 애도 대상은 박영원(朴永源)이다. 1896년 기우만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박영

원도 참여했다가 관군에게 잡혀 죽었다. 기우만은 그의 충의 정신을 기리며 한나라 주

운에 비견했다. 주운은 당시 사부였던 장우(張禹)가 직언을 하지 못하고 암첨하는 것을

보고 검을 빌려 장우의 목을 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우만은 박영원이 주운과 같이

강직함과 충성심을 가졌다고 칭송한 것이다. 기우만은 이런 인재가 활약하기를 희망하

지만 현실은 간신들만 가득하다. 결국 주운 같은 박영원이 살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

지 못하므로 그저 상상 속에서만 간산들을 죽이는데 그친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재

가 죽는 허탈감으로 인해 현실의 암울함을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기우만은 시를 통해 암울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기우만이 살던 시대는 조

선 내부적 모순으로 사회가 호란했고 외세에 의한 침탈까지 더해져 국가로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인들은 자신들의 시를 통해 다양한

현실 대응적 면모를 보였다. 국가의 위기 및 사회적 혼란상에 대해 우려하고 비판하는



경향의 시들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당시 현황에 대해서는 ‘유학 및 유교적 정신의 쇠

퇴’, ‘이적화된 조선’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우만의 시에서 보여

준 시대 인식과도 동일한 것이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당시 유교가 다양한 사상 및 학

문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명확히 인식, 그것들을 ‘오랑캐의 것’, ‘이단’으

로 규정하면서 이설(異說)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우만의 문학은 소극적 척사 및 현실 비판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유학적 가치를 강조하고 후학들에게 유학을 고수하기를 권유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만의 해법으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전통 유학

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계승하고자 했다. 시를 통해서 이러한 의식을 드러낸 것은 ‘문학

은 시대 상황을 보여주어야 하며 세상을 바른 데로 이끌어야 한다’는 문학의 사회적

효용을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송사 기우만의 시세계 고찰 (동양학제60집, 김기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 곽시징(郭始徵)-(제2편)

1644(인조 22)∼1713(숙종 39).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경숙

(敬叔) 또는 지숙(智叔)인데, 처음 경숙이었다가 스승인 송시열에 의해 지숙으로 고쳤

다. 세거지는 목천(木川)이며 호는 경한재(景寒齋)이다.

지난 호에 이어 여기서는 그이 대표적 시조인 <경한정감흥가(景寒亭感興歌)>를 소개

하고자 한다. 이 시조는 곽시징이 지은 것으로 진동혁(秦東赫)에 의해 처음 학계에 소

개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모두 24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일 제목으로 전해지는 시조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작품 수로 구성되어 있다.

곽시징이 <경한정감흥가>를 창작한 시기는 기사환국 때 사사되었던 송시열이 갑술

환국 이후 신원되자 태안에서 은거하던 그가 목천으로 돌아온 때였다. 그는 고향이 목

천으로 돌아와 경한정(景寒亭)을 지어 은거하였는데, ‘경한’은 그의 스승인 송시열이 직

접 써 준 것으로 스승을 기리기 위해 이것으로 편액을 한 것이다. 그는 이 곳에서 독

서를 하기도 하며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 때때로 자연을 완상하다가 즐거움이 지극

하여 감흥이 일어나면 문득 시와 노래를 지어 자기의 뜻을 부치기도 하였다. 그는 단

순히 자연을 노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교(世敎)에 목적을 두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

하여 시와 노래를 지었던 것이다.

곽시징이 퇴계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과 율곡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의

영향을 받아 시조 <경한정감흥가>를 창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형식의 영향을 받았

다기보다는 시조의 효용성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부

르면 근심도 잊어버리고, 마음을 맑게 하기도 하며, 욕심도 적게 하기 때문에 ‘배움에

뜻을 둔 자’에게 보탬에 된다고 한 것이다. 즉 시조는 노래 부르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에게 모두 유익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경한정감흥가>를 창작한 동기이다.

여기서는 율시 8구를 제목으로 하는 시조 가운데 5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我有景寒菴

樂村의 精舍를 짓고 寒泉을 想像며

朱夫子 道德을 千載下의 景慕니

朝夕의 數三冠童으로 강학고져 노라

이것은 ‘아유경한암(我有景寒菴)’의 취지를 해석한 시조이다. 제목만 놓고 보면 ‘나에

게 경한암이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 여기에는 경한암이라는 정자를 소유하고 있다는

정도의 정보밖에 없다. 나머지 정보는 시조에 실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시조에는 경

한정이 건립한 목적이 나와 있다. 내가 있는 경한암은 한천(寒泉)을 상상하며 주자의



도덕을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모하니 이에 밤낮으로 제자들에게 강학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하였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한천’이란 주자가 40대에 머물렀던 정자인

‘한천정사(寒泉精舍)’를 뜻한다. 주자는 이곳 한천정사에서 사서삼경에 대한 주석의 대

부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한천정사는 신유학을 집대성하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한천은 주역의 수풍정괘(水風井卦)에 나오는 말로 중정지도

(中正之道)를 지칭하는 말이다.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한암은 주자의 한천정사를 본

떠서 지은 것으로, 이곳에서 주자학을 계승하고 이를 제자들에게 전수하겠다는 목적으

로 지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棲遲樂水濱

風月로 벗을 삼고 水石間의 棲遲며

釣採로 契濶고 일업시 누어시니

世間의 富貴名利야 잇고 없고 몰래라

이것은 제목으로는 보면 ‘낙수가에 깃들어 산다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시조

에는 낙수가에서 어떻게 깃들어 살고 있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스승이 화를 당

하는 것을 보고 세상과 인연을 끊은 곽시징은 이 세상의 부귀공명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바람과 달 등 자연을 벗삼아 생활하며 틈틈이 낙수가에서 낚시질을 하는 등 한

가하게 사는 모습을 시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③鑿耕荷爾極

草野의 農夫되야 耕鑿으로 生涯 삼고

太平聖代예 구실업시 늘거가니

爾極이 아니미 업니 感君恩을 노라

이 제목은 ‘군왕의 은덕으로 우물 파서 농사짓는다’이다. 이것은 농부로 초야에 묻혀

농사를 짓는 것을 생애로 삼아 아무런 걱정 없이 늙어갈 수 있는 것은 모두 군왕의 은

혜임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취지로 시조를 지은 것이다.

④風樹感親深

람에 부치 나모 엇지여 靜손고

劬勞恩德을 므스 일로 갑려

孤露의 허물이나 적어 辱 기치지 마로져



‘어버이의 은혜가 깊음을 풍수로 느끼노라’는 뜻의 제목 아래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

하나 다 갚을 수도 없고,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셨으니 더욱더 갚을 길이 없

다. 그래서 허물이나 적게 하여 부모의 명성에 욕 끼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는 뜻의 시조로 그 취지를 해석한 것이다.

⑤望月思兄面

碧潭에 긴 明月 날 위여 徘徊니

西湖 潔城의 屋樑消息 傳려믄

너보고 顔色을 보온 니 더욱 슬허노라

이것은 창작시기를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작품이다. 이 시조의 제목은

‘달을 바라보며 형의 얼굴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것의 취지를 해석한 것이 시조인데,

거기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형들에 대한 깊은 정이 나타나 있다. 곽시징의 네 형

들 중에 아직 생존해 있으나 서호(西湖)와 결성(潔城) 등지에 떨어져 있어 만나지 못하

는 두 형의 모습을 낙수의 맑은 연못에 비치는 달을 통해 떠올리게 되는 내용이다.

이상에서 보면 시조가 시여(詩餘)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듯이 한시구(漢詩句)만으로

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취지와 감흥을 우리말 가락에 얹어 충분히 풀어내고 있다. 이것

이 이 시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곽시징의 <景寒亭感興歌> 연구 (시조학논총제29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 강호부(姜浩溥)-(제2편)

1690(숙종 16)∼1778(정조 2).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양직(養直). 호는 사양재(四養齋)이다. 강진휘(姜晋輝)의 증손

으로, 할아버지는 강덕후(姜德後)이고, 아버지는 시정(寺正) 강석규(姜錫圭)이며, 어머니

는 김성급(金成岌)의 딸이다.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의 문인이다.

지난번 글에 이어서 여기서는 그의 경세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강호부는 영조 원년(1725) 당시 조선의 현실을 ‘수노지인(垂老之人)’에 비유하였다. 정

기가 소모되고 지원(眞元)이 빠져나가 거의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

다. 게다가 조섭과 보양을 잘하지 않아서 온몸이 병으로 물들어 고통을 겪고 있으니,

만약 대단한 진작과 치료가 없다면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가 생

각하는 ‘대단한 진작과 치료’가 바로 경장(更張)과 변법(變法)이었다. “오늘날의 급선무

는 오직 경장에 잇을 따름이다”라거나 “비록 요순과 공맹이 지금 다시 태어난다고 하

더라도 지금의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장차 다스릴 방도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경장과 변법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여주는 말이다.

여기에서 그의 대표적인 경장의 모델인 양역변통론(良役變通論)을 살펴보자. 조선후

기 부세제도의 모순 가운데 군정의 문란은 ‘양역(良役)의 폐단’으로 지칭되었다. 양반

사족들이 군역 부담에서 빠져나감으로써 군역은 오롯이 양인들의 부담이 되었기 때문

이다. 당시 ‘양역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양역 변통책으로는 호포(戶布)․결포(結

布)․유포(游布)․구전(口錢)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었다. 그런데 강호부는 이 가운데

결포․유포․구전은 그것이 비록 옛 제도에 의거했다고 하지만 구차함을 면할 수 없다

고 보았다. 먼저 결포의 경우 토지 면적을 계산해서 포를 내는 것인데, 당시 전세(田

稅) 이외에 대동미(大同米)를 비롯하여 잡다한 세금이 토지에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

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행의 제도만으로도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중하여 토지를

버리는 자들이 간혹 있는데, 만약 결포를 시행하게 되면 비옥한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

의 토지가 버려질 것이고, 이는 생재(生財)의 근원을 막는 것이므로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강호부는 오직 호포만이 다른 방안에 비해 낫다고 생각했다. 주목할 것은 강호부가

호포제의 시행과정에서 주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계층이 ‘향품중서지배(鄕品中胥之輩)’,

‘시전유타지류(市廛遊惰之流)’였다는 사실이다. 강호부는 이들이 값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국가를 위해서는 터럭 하나도 뽑으려 하지 않는 무리들로 매도하였

다. 호포제가 시행되면 이들이 더 이상 면역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이야말로

‘균역의 좋은 법’, ‘백성을 구제하는 좋은 대책’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강호부는 호포제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당



시 삼남(三南)의 각읍에서 활동하고 있던 수세법(收稅法)으로 작부법(作夫法)과 산결제

(散結制)가 있는데, 작부법은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서 백성들은 산결제를 원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것은 토지 1결에서 쌀 25두를 관에서 직접 거두어 그 가운데 20두

로 삼세(三稅)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5두는 ‘잡역가(雜役價)’로서 일용의 각종 비용에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강호부는 바로 이러한 방식을 차용해서 1결당 23두를 거두어 그

가운데 18두를 삼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5두로 양역가(良役價)에 대응하는 방식을 제시

했다. 그가 계산하기에 국가의 1년 경비가 대략 70여만 필이고, 전결의 총수가

1,222,290여 결이므로 평년에는 100만 결, 흉년에는 80~90만 결 정도에서 수세할 수 있

다고 가정하면 1결에서 5두의 쌀을 거두어 양역 1필의 값을 충당하는데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강호부는 당시 양역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거론하였다. 그것은 호포제

로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할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만이라도 해소하자는 취지의 논

의였다. 그는 먼저 지방 행정구역의 구분 문제와 그에 따른 군액(軍額) 부과의 불공정

성을 지적했다. 예컨대 큰 지역은 사방 수백 리에 달하고 작은 지역은 불과 10리에 지

나지 않는데 군액의 부과는 그러한 면적의 대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때

문에 가호가 1000호에 미치지 못하고 양민의 숫자도 수백에 불과한데, 군액은 500~600

명에 달하는 경우가 파생되고 있었다. 강호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적을 고찰하여 민호가 적고 군액이 많은 읍의 군액을 민호가 많고 군액이 적은 곳으

로 나누어 이송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강호부의 제안은 ‘병성주현(幷省州縣)’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는 현재의 주현

(州縣)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 규모와 시설이 대체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일개 현

의 경우를 보면 향리나 관속에게 지급되는 심부름꾼, 향교에 소속된 인원, 장교의 예하

인원 등이 수백 명에 가까웠다. 따라서 주현을 병합할 경우 이 인원에 해당하는 비용

을 줄여 양역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강호부는 일로(一路)에서 수십 현씩 줄인다

면 양정(良丁) 3만 정도를 일거에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또 하나의 제안은 삼남 지방 군액의 1/5을 양서(兩西) 지역으로 이송하자는 것이었

다. 이는양서 지역의 양민들 태반이 본읍(本邑)의 장교나 관군의 수에 충족되어 있고,

여번(餘番) 수포(收布)가 모두 수령의 사익을 채우고 있다는 현실 판단에 따른 것이었

다.

이처럼 강호부는 호포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에 수반된 여러 대책을 제시하는

등 양역 변통 문제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는 조선후기 양역변통책으로 거론되었던 결

포․유포․구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호포제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호

포제로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 구역 재편을 통해 군액 부과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병성주현’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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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인회(姜寅會)-(제2편)

1807(순조 7)~1880(고종 17). 조선 후기의 유학자이다.

자는 태화(太和), 호는 춘파(春坡)로 1807년 정묘 12월 27일에 고창군 대산면 장동리

에서 아버지 예당공(禮堂公) 강재형(姜在衡)과 어머니 함풍 이씨(咸豊李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지난번 글에 이어 여기서는 강인회의 시문집인 춘파유고(春坡遺稿)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유고는 강인회의 손자 강천수(姜天秀)가 수집하였고 유고의 뒷부분과 편차는

현손 강복원(姜福遠)이 그의 족제 강병원(姜炳遠)과 함께 작성하였으며, 경당 최윤환

(崔允煥)의 감수를 받고 그의 서문을 붙여 간행하였다.

춘파유고의 맨 앞에 갑인(1974)년 11월 상순에 월성 최윤환이 지은 ‘춘파유고서’가

있고, 다음에 ‘춘파유고 목차’가 배열되어 있다. 이 목차 다음에 시 작품이 오언절구,

사언율시,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 등의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다음에 서(書)․

잡저(雜著)․서(序)․기(記)․축문(祝文)․제문(祭文) 등의 산문이 편집되어 있고, 그 다

음 부록(附錄)에는 ‘노사선생 왕복 시서(蘆沙往復詩書)’와 ‘조월고 성가 내서(趙月皐性家

來書)’와 제문(祭文)과 만장(挽章)이 있다. 다음에 송사 기우만(奇宇萬)이 찬한 행장과

월고 조성가(趙性家)가 찬한 묘갈명과 경당 최윤환이 찬한 묘표가 있고, 맨 끝에 강인

회의 현손 강복원이 찬한 발문이 있다.

춘파유고에 게재된 작품은 시가 96수이고 산문이 33편이다. 춘파 강인회는 평생 동

안 학문을 일삼았으나 남들처럼 명리를 탐하지 않았고, 부귀와 공명은 뜬구름처럼 여

기며 살았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대하면 시를 읊었고 다정한 친구를 만나

면 술잔을 기울이며 심정을 토로하면서 한가한 세월을 보냈다. 따라서 그가 지은 시에

서 인생의 삶을 숨김없이 토로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어서 그의 시 몇

편을 감상하여 보자.

늦은 봄에 놀며 遊暮春

우는 꿩 소리 꿩꿩 들리고 鳴雉角角

싹튼 보리 잎은 번질번질하네 嫩麥油油

말없이 밖에 나가 놀기도 하고 薄言出遊

술독에는 술이 많이 담겨있네 樽酒淹留

맑은 거문고 소리 마주볼 생각하니 淸琴晤懷

좋은 시구 마음 근심을 풀어주네 好句紓愁

따뜻한 봄날의 한 가락 陽春一曲

천년에 누구와 짝을 하리 千載誰儔



춘파유고에 ‘화도시기조직교(和陶詩寄趙直敎)’라는 제목으로 사언율시 12수가 들어

있다. ‘도시’란 중국 동진 때의 도잠(陶潛)의 시라는 말이고 ‘조직교’는 동문수학했던 월

고 조성가의 자가 직교(直敎)임으로 그에게 지어준 시임을 알 수 있다. 강인회의 시의

내용으로 보면 도잠의 ‘시운’을 화운하여 처음 4수는 친우를 생각하는 시이고 다음 4수

는 모춘의 유람을 읊은 것이다. 봄날에 앞산에서 우는 꿩 소리는 유달리 크기도 하여

산촌의 적막을 깨기가 일수이다. 그리하여 ‘나 여기에 잇노라’하고 자랑하는 듯 또는

선포하는 듯하여 결국은 암놈(까투리)을 부르는 본능적인 외침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알리려는 언사를 흔히 ‘춘치자명(春雉自鳴)’이라 한다. 백화가 난만히 무르익은 봄날 서

울에서 벼슬하고 있는 동문을 생각하고 봄의 정경을 지어 보낸 강힌회의 벗을 그리워

하며 봄날을 즐기면서 도연명처럼 유유자적하는 도인의 생활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연꽃 시를 지으려 하나 我欲蓮詞製

그대를 칭찬할 시구가 없네 無詞可讚君

굴자는 향기를 맡으려 차고 香聞屈子珮

주렴계는 청정하다고 글을 지었네 淨撰極翁文

물에 잠기니 영롱한 붉은 옥이고 蘸水瓏紅玉

바람에 흔들리니 푸른 구름 넘치네 颭風漲碧雲

어떻게 이백의 시구를 가져다가 那將白也句

조각하여 꾸미고 삼분을 따라갈까 雕餙去三分

이 시는 연꽃을 읊은 것이다. 연꽃하면 송나라 염계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남들을 국화나 목단을 사랑하지만 주돈이는 연꽃을 사랑한다고 지은 글

이다. 이 시에는 초나라 굴원(屈原)과 주돈이와 이백(李白) 등이 작품 속에 언급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굴원은 초사의 작자이고, 이백은 당나라 시선으로 두보(杜甫)와 함

께 중국 최고의 시인이다. 연꽃을 바라보며 그저 ‘좋구나’ 아니면 ‘참 아름답구나’ 정도

를 넘어서 굴원을 상상하고 주돈이를 연상하고 이백을 그리워하는 작자의 학문의 경지

는 시를 짓는 수준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생각이다.

글공부에 힘을 쓰는 것 큰 뜻 품은 길인데 於書着力是鵬程

마침내 가난한 사람이 뜻과 행실 얻게 되네 畢竟貧寒得志行

누가 이름 아래 남파 늙은이 있음을 알까 誰知名下南坡叟

사는 이치 공과 공이라 한 솥에 새긴 명이네 生理空空一鼎銘



유교가 현실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공양의 도를 받들고 실천하는데 왜 종교가 아니겠는가. 인간도 다른 생물처럼 죽으면

‘혼비백산’하게 되니 그 다음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선을 행하고 사회를 위하여 공을 쌓으라’는 것이 유교의

중심 사상이다. 따라서 학문을 하는 목적은 인격을 수양하여 행실을 바르게 하며, 벼슬

에 오르면 만인을 위하여 업적을 남기는 것이 입신양명(立身揚名)이었다. 위의 시는 노

사 기정진의 문하에서 고제인 강인회가 남파 이희석(李僖錫)의 시에 화운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벼슬길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학행(學行)으로 향당의 귀감이 된 분들이었으

니 안빈자족(安貧自足)하면서 담박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려주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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