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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1646년~1715년)

1. 생애 

명곡 최석정(崔錫鼎)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초명은 
석만(錫萬)이며, 자는 여시(汝時)·여화(汝和)이고, 호는 존와(存窩)·명곡(明谷)이
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병자호란 때 주화론(主和論)을 주장했던 최명길의 
손자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함이 남달라서 9세에 시서(詩書)의 전문과 
사서(史書)를 읽었고, 12세에 이미  주역(周易)에 통달하여 손수 점치는 법
을 그림으로 그렸다. 17세에 초시 장원을 하고 1671년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
을 시작했다.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모두 지냈으며 8번이나 영의정 자리에 
오르면서 전문 관료의 삶을 살았다. 숙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국가의 주
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가 남긴 저서는 예기유편
(禮記類編), 명곡집(明谷集) 36권, 구수략(九數略) 등이 있다.

2. 동양철학에 바탕을 둔 수학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조선 사회 재건을 위해서 실용 학문 지식이 필요했
던 시기에 최석정은 수학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의 대표 저서인 구수략(九數
略) 2권에는 고전역학을 바탕으로 한 수학이론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수록해 
놓았다. 이 책은 기존 동양의 수학을 동양철학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
시 해석한 수학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의 출간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최석정이 오랜 관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학문에 집
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기에 이런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이 책을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당시의 다른 수학책에 없는 인용서 목
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중국에 널리 알려진 산학책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발간
된 서양 수학의 내용을 번역한 천학초함(天學初函)과 주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책이 서양의 수학을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에 최
초로 소개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구수략(九數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數)의 기
원과 근본을 설명하고, 덧셈․뺄셈․곱셈․나눗셈을 하기 위한 산대의 모양과 산대



- 2 -

를 늘어놓는 방법, 분수를 나타내는 방법과 그 계산, 그리고 동양수학의 교과
서인 구장산술(九章算術)의 재해석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규칙을 가지고 더해
지는 급수의 합, 연립방정식(聯立方程式) 등의 방정식 이론과 풀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더욱 흥미롭다.
  이 책을 통하여 최석정은 특히 이전의 수학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주산과 
산대계산법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는 중국의 주판셈을 설명하면서 자세한 계산법은 중국의 수학책 산법통종(算
法統宗)에 있으므로 중복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간략하게 언급
하고, 당시 중국의 관사가 산대계산을 하지 않고 모두 주산(珠筭)을 사용하는 
것과 일본이 역시 이 주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편견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석정이 이와 같이 주판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은 아마도 주산에 비해서 산대계산은 자유롭고 넓은 범위의 자릿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특유의 분방함과 확장성이 가능한 우리 고유의 산대계산법
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
하낙변수(河洛變數)｣ 부분에서 다양한 마방진(魔方陣)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다. 소개된 46개의 마방진들은 ‘하도(河圖)와 ‘낙서(洛書)’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마방진 일부는 중국의 양휘산법(揚輝算法)과 
산법통종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낙서오구도(洛書五九圖)｣, ｢낙서육구도(洛書
六九圖)｣, ｢낙서칠구도(洛書七九圖)｣, ｢낙서팔구도(洛書八九圖)｣, ｢낙서구구도
(洛書九九圖)｣, ｢범수용오도(凡數用五圖)｣, ｢기책팔구도｣, ｢중상용구도｣, ｢구구
모수변궁양도(九九母數變宮陽圖)｣ 등은 다른 산학서(算學書)에서 찾아볼 수 없
는 최석정만의 유일한 창작품들이다.
  이 책이 지닌 차별화된 특징을 다시 유추해본다면, 심오한 동양철학을 인간
사의 법칙도 아니고 만물의 법칙도 아니며 점을 치는 수의 법칙도 아닌, 수학
(數學)의 법칙을 적용하여 창안한 것이라 하겠다. 역학(易學)의 관점에서 수학
을 설명한다는 것은, 수학을 하나의 잡학(雜學)으로 보지 않고 도학(道學)의 한 
계통으로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수략｣은 단순히 영
의정 최석정의 지적유희의 소산인 수학책이 아니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
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내용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수의 이치가 제아무리 심오하다할지라도 어찌 여기에서 벗어나겠는가? 이제 세상
에 새로운 뜻을 밝혀서 구장산술(九章算術)의 모든 법칙을 풀고자하노니, 보는 사
람은 새로운 설을 만들었다고 하여 홀대하지 말기를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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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최석정이 중국의 수학책에 있는 마방진을 연구하여 소개하면서 
최석정만의 독창적인 마방진을 그의 저서 구수략(九數略)에 수록해 놓았는
데, 그 중에서도 백미로 손꼽히는 ｢구구모수변궁양도(九九母數變宮陽圖)｣는 최
석정이 직접 명칭을 붙여준 것으로, 오일러보다 61년 앞서 발표되었다고 공인
된 세계최초의 ｢라틴마방진｣이다. 실제 모습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구수략에 수록된 최초의 라틴마방진 ｢구구모수변궁양도｣와 ｢구구모수변궁음도｣ /이장주 교수 제공

그리고 최석정은 구수략(九數略)의 목록에다 묵사집산법(默思集算法)을 소
개하였다. 이 책은 경선징(慶善徵: 1616~1690)이 지은 우리나라의 수학책인데, 
이 책을 소개하면서 종6품 활인서 별제(活人署別提)였던 그를 극찬하였다. 최
고의 양반이 당시 중인 계급이 종사하는 경선징에 대하여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 학문의 세계에서만큼은 격이 없었던 서로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면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석정은 주
역(周易)의 괘(卦)를 바탕으로 상수학(象數學) 이해개념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천문(天文)과 역법(曆法)에 수학이 가장 많이 쓰였는데, 최석정은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선기옥형(璿璣玉衡)｣ 제작에도 참여하였던 것이다.

3. 당쟁의 대립 구도에서 국정을 이끌었던 최고관료



- 4 -

  최석정은 다양한 학문에 대한 개방성과 현실 중심의 정책 입안자였다. 당시 
주요 사상인 주자성리학에만 치우치지 않고 양명학, 수학, 천문학과 같은 학문
을 수용하는 개방성이 그의 정치노선에도 크게 작용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
란의 후유증으로 호패법(號牌法), 호포법(戶布法), 주전론(鑄錢論) 같은 사회 정
책을 두고 서로 다른 당파간의 정책 대립이 격렬한 시기에 현실 가능한 정책
을 제시하고 추진하려고 하였다.
  사회 모순을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정
치 노선을 추구하면서 소론의 입지를 지켜나갔다. 당시 소론의 영수였던 최석
정은 노론 세력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비록 당파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 차례 벼슬에서 
쫓겨나기도 했으나, 임금의 신임으로 
다시 등용되곤 하였다. 그의 성정은 
인자했으며 총명하고 박식하되 주장
하는 논의가 각박하지 않았다고 한
다.
  아무래도 그가 온건한 정치 성향에 
영향을 준 배경에는 학문의 배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서인 세력이 갑술환국(甲戌換局) 이
후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하면서 최석
정의 스승인 남구만(南九萬)과 또 다
른 스승 박세채(朴世采)는 소론을 이
끌던 사람들이였다. 최석정은 12살 
때부터 남구만의 문하에서 글공부를 
하였다. 남구만은 성리학뿐만 아니라 
역사지리에도 밝아서 역사지리에 대
한 견해를 최석정에게 편지로 말하곤 
하였다. ｢황극탕평론(皇極蕩平論)｣을 
발표해서 양당의 대립을 막으려고 했
던 박세채 또한 최석정의 스승이었다.  보물 제1936호 최석정 초상 /문화재청

 그의 할아버지 최명길은 우리나라 초기의 양명학자(陽明學者)였으며 그의 친
구 정제두(鄭齊斗)는 우리나라 양명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다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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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수용하는데 개방적이고 정치적 대립에서도 온건했던 소론의 성향이 그의 
정치 성향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3. 만년의 여유로운 생활

최석정은 벼슬길에서 물러난 후에 주로 소래산 기슭에서 생활하였다. 소래산은 
시흥과 인천을 경계로 하는 지역의 산이다. 지금의 인천대공원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 산이 원래는 인천의 진산(鎭山)이었다고 한다. 그가 은퇴 이후에 생
활하면서 남긴 이 칠언율시(七言律詩) 한수를 보기로 한다. 이 시작품을 통해 
그가 만년에 정계에서 물러나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보내면서 느끼는 정서
와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한평생 살아
온 노곤함과 피로감이 한 수의 시에 응축되어 있는데 감상할수록 여운이 남는 
작품이기에 소개해 본다.

소래산 기슭은 서식할 만한 곳이어서 蘇山之下可棲遲
늙지는 않았어도 한가로워 기쁜 것은 差喜身閑未老時
바람결에 야학 소리 편안하게 들려오고 野鶴風前多逸響
눈 내린 뒤 강둑 매화 두어 가지 피어선데 江梅雪後有疏枝
두보 아닌 학력으로 성벽 어찌 이루랴만 學非杜預那成癖
양웅의 글을 보다가 기발함을 알았으니 字到楊雄漫識奇
오솔길에 오가는 사람 적다 탓할 일 아니요 村逕不嫌來往少
이 중에 진짜 즐거움은 본심을 알아가는 것 箇中眞樂只心知

<참고문헌>

현종실록(顯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명곡집(明谷集)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이긍익(李肯翊).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이규경(李圭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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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經世遺表), 정약용(丁若鏞).
청선고(淸選考)
곤륜집(昆崙集)
당의통략(黨議通略)
인물지(충청북도, 1987)
진천군지(진천군지편찬위원회, 1994)
내고장 전통가꾸기(증보판)(진천문화원, 1999)
한국인물대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중앙M＆B, 1999)
문화유적분포지도-진천군(충북대학교 박물관, 2001)
(국역) 상산지(常山誌)(상산고적회, 2002)

<참고 사이트>
-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의 융합인재, 수학자 최석정 (KISTI의 과학향기 칼럼, 
KISTI)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09161&cid=60335&ca
tegoryId=60335
- [네이버 지식백과] 최석정 [崔錫鼎] - 현실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소론 정치
가(인물한국사)
- YTN 사이언스 : 위대한 과학기술인_최석정 편 (2016-06-20 )
- 수학동아.2018.3월호
- 석사논문 [최석정 생애와 학문]. 윤명선.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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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희(金益熙)

김익희(金益熙, 1610-1656) 조선시대에 대사관,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
며, 고위 관리였다. 그는 김장생(金長生)의 손자이며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에 맞서 결사 
항전한 김익겸(金益兼)의 형이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화의를 반대하고, 왕을 따라 남한산
성에 가서 전투를 감독하고 독려하는 독전어사(督戰御使)가 되었다. 평생의 지기인 우암 
송시열과 함께, 명나라를 존숭하며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척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혼란스러운 조선사회를 주자학과 그 명분론으로 재건하고자 노
력한 인물이었다. 저서로 『창주유고(滄洲遺稿)』가 있다. 

1610년(1세)
광해군 2년, 11월 20일(음력)에 태어났다.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자는 중문(仲文), 호는 
창주(滄洲), 지재(止齋)이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아버지 김반(金槃)은 송익필의 제자로, 자가 사일(士逸), 호는 허주(虛舟)이다. 문원공 김장
생의 둘째 아들이며, 문경공 신독재 김집(金集)의 아우이다. 김반은 아들 여섯을 두었는데 
김익희는 차남이다. 

1627년(18세)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다. 이 시험은 소과(小科) 혹은 감시(監試)라고 불리는 과거시험으
로 생원진사시를 말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자격
이 주어진다.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대과를 준비해야하는데 성균관에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었다. 
 

1633년(24세)
소과에 합격하고 6년만에 문과(增廣文科, 병과)시험에 급제하였다. 처음에 승문원에 들어갔
다, 10월에 예문관 사관(史官)인 검열(檢閱, 정9품의 관직)이 되었다. 
다음해 12월에 승진하여 예문관의 정7품 관직인 봉교(奉敎)가 되었다. 

1635년(26세)
7월, 수찬에 임명되었다. 8월경에 재이(災異)를 당하여 상소문을 올렸다. 여기에서 임금에
게 다음과 같이 10가지 건의를 하였다. 
첫째, 성스러운 뜻을 세울 것. 둘째, 성학(聖學)을 발전시킬 것. 셋째, 무너진 기강을 다시 
세울 것. 넷째, 검소한 덕을 밝힐 것. 다섯째, 대신을 공경할 것, 여섯째, 언로를 열 것. 일
곱째, 벼슬길을 맑게 할 것. 여덟째, 선비들의 기풍을 바르게 할 것. 아홉째, 백성들의 고
통을 돌볼 것. 열째, 군사 업무를 잘 정비할 것. 
그리고 그는 이 상소문에서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묘종사를 건의하였다. 율곡과 우계
의 문묘 종사는 이미 1623년(유백증과 이경여), 1625년(해주 진사 오첨 등 40여명), 1635
년(송시형 등 270명)에 건의가 있었다. 송시형은 송시열의 사촌 형이다.  
이후, 종사관(從事官)으로 관서지방에 다녀왔으며,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초상 복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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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였다. 한 때, 감시(監試) 시험관(試官)으로서 일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파직되기도 하였
으나 9월에 수찬, 12월에 부수찬으로 임명되었다. 

1636년(27세)
2월, 정언이 되다. 부수찬이 되었다가 다시 정언이 되다. 3월에 청나라와 화의를 주장하는 
주화파 우부승지 구봉서에 대해, ‘그가 추잡하고 야비한 일을 많이 행하였고, 국상을 당하
였을 때 상복을 입고서 기생을 끼고 있었으며 축첩을 하였다’고 파직을 건의하였으나, 임
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 5월경에 수찬의 자격으로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상소문을 올렸다.
“쉽게 터지고 또 쉽게 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다른 것보다도 성내는 일입

니다. 그런데 성내지 않을 일에 성을 내면 그 해가 가장 큽니다. 전하께서

티 없이 순수한 자질로서 마음을 밝게 가지시기에 노력한 지도 꽤 오래 되

셨지만 말을 하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화평한 기상이라곤 전혀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마음의 원천에 대한 함양 공부가 아직 미진한 점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살피고 바로잡아 위아래가 다 허물이 없게 만드

는 것이 바로 삼사(임금에게 직언하는 세 곳의 관아, 즉 사헌부, 사간원, 홍

문관)가 해야 할 일인데 삼사는 그것을 모르고 오직 환심을 사려고 알랑거리

며 구차스러운 행동만 하니 전하께서 그것을 개탄하시고 때로 그들을 격려

하시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역시 전

하가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전하의 뜻에 맞춰 주는 것을 좋아하고 거스르면 싫어하시며 부

들부들한 것을 좋아하고 과감하거나 예리한 것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수용하거나 버림으로써 싫고 좋고를 눈에 띄게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臺閣, 즉 삼사)의 풍채가 날로 시들해져서 다만 미세한 것이나

지적하고 묵어빠진 것이나 주워모아 그때그때 책임이나 면하려고만 하고 있

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그 마음 그 자세를 완전 바꾸시고 바른말이

면 지성으로 받아들여 언로(言路)를 활짝 열고 갈고 닦고 하여 만분의 일이

나마 성상의 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요.”

임금은 그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길들인 말을 하사하여 칭찬

하고 장려하였다.
7월에 부수찬, 헌납 등을 거쳐 다시 부수찬이 되었으며, 10월에 수찬, 11월에 교리로 임명
되었다.  
12월 2일, 청나라 태종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수도 심양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
왔다. 의주부윤 임경업 장군이 의주 백마산성을 지켰으나 청나라 군대는 길을 피해 서울로 
들어왔다.
12월 14일 청나라 군대가 개성을 통과하였다. 궁궐의 일부 군대와 관료들을 강화도로 보
내고, 이날 밤에 인조 임금도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하였으나 청나라 군대가 이미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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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 있어서 소현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했다. 청나라와 화해를 반대하며 척화(斥和)
를 주장하였던 김익희 역시 왕을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가 독전(督戰)어사가 되어 전투를 
독려하였다.  
같은 달 16일, 청나라 선봉부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 

1637년(28세)
1월 1일, 청나라 태종이 남한산성 아래 탄천에 도착하여 20만 청나라 군대를 집결시켰다. 
남한산성 안에는 임금을 비롯하여 1만 3천명의 군사가 있었으며 50일정도 지탱할 수 있는 
식량이 있었다. 명나라에 연락하여 부탁한 구원병이나 의병들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다.
김익희는 당시 대사간이었던 부친 김반 등과 함께 강화를 반대하고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저들에게 꺽이고 말 것이나, 차라리 바른 도리를 지키다가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끝까
지 항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1월 22일 강화도가 함락되고 어머니(徐氏夫人), 동생 김익겸, 그리고 누나가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접하였다.
이달 말, 인조는 결국 성에나 나가 항복하였다. 그는 청나라 태종(숭덕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의 예(三跪九叩頭,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예)를 올렸다. 청나라와 조약(朝淸和約)이 체결되었으며 청나

라에서 인질을 요구했다. 소현세자는 자진해서 인질로 나섰다.

4월 10일경, 소현세자는 부인 강씨와 봉림대군(나중에 임금의 자리에 오른

효종임) 부부, 그리고 주전파 대신들과 함께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가서 볼

모로 억류되었다.

1639년(30세)
어머니의 삼년상을 마쳤다. 3월에 홍문관 교리, 5월에 이조 좌랑에 임명되었다. 이조좌랑
은 관리 인사권을 가진 중앙의 핵심 관직이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 겨울에 스스로 외임(外任)을 요청하여, 영광(靈光) 군수가 되었다. 그러나 부친의 병
환 때문에 관직을 버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다음해 4월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이후 큰아버지 김집에게 가 있으면서 지인 송시열, 송준
길 등과 함께 학문 공부를 하였다. 

1642년(33세)
삼년상을 마고,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 성균관 사성(司成, 종 3품), 군기시(軍器寺) 등을 역
임하다. 
다음해 사간, 응교, 집의 등에 임명되었다. 

1644년(35세)
5월에 부응교, 6월에 사간, 7월에 응교에 각각 임명되었다. 
8월, 집의가 되어, 만언소(萬言疏)를 올렸다. 그 안에서 어진 인재를 얻을 것, 벼슬길을 밝
힐 것, 장물죄를 엄히 할 것, 수령을 골라 임명할 것, 대동법을 시행할 것, 군사 제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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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 것, 제사를 근엄히 할 것, 공도(公道)를 넓힐 것, 도학(道學)을 숭상할 것 등을 제안하
였다. 아울러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등을 등용할 것을 진언하였다. 이에 임금은 이를 모
두 수용하였다.
11월경, 송시열ㆍ송준길 등이 지평(持平)에 임명되었다. 12월에 김익희는 사간에 임명되었
다. 
이즈음, 김익희는 병조 정랑 성초객(成楚客, 1605-미상)의 문제를 논하여 파직시켰다. 성초
객의 자는 봉혜(鳳兮), 호는 이력(履歷),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1633년 증광시에 생원 2등 
19위로 합격하였고, 같은 해 증광시에서 병과 15위로 문과 급제한 인물이다. 그는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어가를 호위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으며, 다음해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이 
되었다. 1639년에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이후에 사간원과 사헌부의 정언과 지평, 헌납
(獻納) 등에 임명되어 대간으로 활동하였다. 1645년 초에 병조정랑에 임명되었으나 경솔하
고 천박하며 급하게 승진을 도모하였다. 이에 사간원에서 근무하게 된 김익희가 탄핵하여 
파직시킨 것이다. 

1645년(36세)
2월, 소현세자가 9년만에 귀국했다. 하지만 4월경에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6월에 소현세
자의 동생 봉림대군이 귀환하여, 세자에 책봉되었다. 
10월, 세자 책봉과 관련하여 책례도감(冊禮都監, 책봉 의례를 주관하는 임시 기구) 도청(都
廳)의 직책을 잘 수행한 공로로 임금으로부터 말을 하사받았다. 다음 달에 사간, 집의에 임
명되었다.  

1646년(37세)
이해 소현세자 빈 강씨가 인조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모함을 받고 사약으로 사망하고 그 세 
아들은 제주도로 귀양 갔다. 
2월, 관직 후보자 추천을 잘못하였다고 대사간 목성선 등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해임되
었다. 
4월 안익산 등이 반란을 일으켜 서울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반란 주동자들이 잇달아 체포
되어 난이 평정되었다. 
6월, 임경업 장군이 국법을 어겼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심문을 받다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이즈음 김익희는 사헌부 집의, 동부승지, 우부승지 등에 임명되었다. 7월에  문사랑청(問事
郞廳)으로 안익신 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포상을 받았다. 
9월, 과거시험의 시제(試題)에 소현세자빈 강씨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이에 관여된 
시험관 전원이 처벌되었다. 김익희는 이들 중 일부를 용서해주도록 건의하다 처벌을 앞장
서서 방해한다는 이유로 파직되다. 

1647년(38세)
승문원 제조를 겸하게 되었다. 다음해 관직에서 은퇴하고자 태안군수를 자청하여 그 자리
에 임명되었다. 이내 향리로 돌아와 숲속에 집을 짓고 독서를 하며 스스로 즐겼다. 

1649년(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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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임금이 이해 5월에 사망하고, 효종이 등극하였다. 김익희는 호서지방(지금의 충청남북
도)에서 올라가 대궐에 들어가 곡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우부승지로 임명되었다. 
이즈음 장령으로 있던 송시열이 임금과의 면담을 허락받지 못해 사직하였다. 이에 김익희
는 왕명을 따라, 사직하고 떠나는 송시열을 만류하였다. 이일에 대해서 『효종실록』(6월 26
일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임금이 ‘내가 병으로 접견하지 못하여 송시열이 갑자기 돌아갈 계획을 결

정하였다고 한다. 누가 나를 위하여 그를 머물게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평소 송시열과 친한 동부승지 김익희(金益熙)가 성지(聖旨)를 가지고 뒤쫓

아가서 타이르겠다고 청하였다. 그러자 상이 기뻐하면서 허락하였다. 송시열

은 임금의 뜻이 매우 간절하다는 것을 듣고 돌아와 성 밖에 당도해서 상소

하여 사죄하였다. 그러나 디시 또 돌아가기를 강력히 청했다. 임금은 다시

이렇게 분부하였다.

‘현자를 대우하는 나의 마음이 정성스럽지 못하다고 이를 만하다. 평소 존

경하여 예우하는 뜻을 스스로 드러낼 방법이 없으니, 승지는 나를 대신해서

교서를 짓되 나의 지극한 뜻을 효유하여 산림에 있는, 세상에서 높이 뛰어난

선비들로 하여금 조정을 멀리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리게 하라.’

그리고 특별히 예조 낭관을 보내 송시열에게 유지(諭旨)를 전하게 하였으

나 송시열은 이미 상소하고서 떠나버렸다. 그 상소에 송시열은 이렇게 썼다.

‘슬픔을 절제하여 몸을 보호하고, 예를 강구하여 상사(喪事)에 예를 다하시

고, 학문을 밝히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몸을 닦아 집을 가지런히 하고, 아첨

하는 신하를 멀리하시고 충직한 신하를 가까이하며, 사사로운 은혜를 억제하

여 공도(公道)를 넓히시고, 선임(選任)을 정미롭게 하여 체통을 밝히고, 기강

을 진작시켜 풍속을 가다듬으며, 재용(財用)을 절약하여 국가의 근본을 견고

히 하며, 좋은 스승을 골라 세자를 잘 보호하고 인도하도록 하며, 공안(貢案)

을 바르게 하여 백성의 형편을 펴게 하고, 검소한 덕을 숭상하여 사치를 혁

신하며, 무비(武備)를 닦아 바깥에서 무시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임금은 이를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송시열은 임금의 지우(知遇)를 받

아 예우함이 특별히 융숭했는데 한 번 입대(入對)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여

관복을 벗어버리고 서둘러 돌아가니, 듣는 이들이 모두 너무 지나치다고 하

였다.”

1650년(41세)
2월 청나라 사신이 갑자기 방문하고, 청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변경에 와서 압박하고 공갈
로 협박하였다. 당시 척화파의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던 김익희는 이러한 청나라의 움직임
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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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청나라에서 친청파 김자점의 밀고로 조선의 조정내에 척화파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감
지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사신을 보냈다. 사신은 ‘왕에게 불충스런 신하가 많다는 말을 익
히 들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러 왔으며, 김자점이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조사하였다.  
7월, 김익희는 다시 대사간, 승지 등에 임명되었다. 
11월, 청나라 섭정왕 다이곤이 사망하자 조선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이에 척화와 북벌
을 주장하던 김익희를 위시한 척화파들이 조정에 나아가 여론을 주도하게 되었다. 12월에 
대사간이 되었다. 
이즈음 광양에 유배되어 있는 김자점이 역모를 꾀한다는 고발이 접수되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되어 김자점을 사형에 처했다. 인조의 후궁이 조귀인의 오빠 조인필도 함께 처벌하여 
궁궐내의 친청파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1651년(42세)
6월, 대사간이 되었다. 8월에 세자책례(世子冊禮) 교명문(敎命文)을 짓고, 그 공로로 말 1
필을 하사받았다. 10월, 강원 감사가 되었다. 
다음해 홍문관 부제학(정3품 당상관), 이조 참의 등에 임명되었다. 그 다음해에는 대사간, 
부제학, 이조 참의, 대사성 등에 임명되었다.  

1654년(45세)
효종 5년 1월, 도승지가 되다. 
4월, 참찬관 자격으로 효종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현재 『국조보감』은 문종 시대까지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조시대 부터

선조 시대까지의 사실을 민간에서 간혹 수집해 둔 것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담당 기관을 설치하고 연속해서 편찬하여 전서(全書)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건의를 받고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더니, 대신들이 모두

찬성하였다. 그래서 국(局)을 설치하도록 하고 김수항(金壽恒)을 도청(都廳)

으로 삼았지만, 결국 완성은 보지 못했다.
5월,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으며 8월에 동지경연을 겸하였다. 10월, 대사간이 되어 대사성
을 겸하였다. 
이즈음 동지경연으로 국방업무에 대해서 건의하였다. 병사업무에서 한민(閑民)을 없애고 사
대부 자제라도 과거 응시에 부족한 자는 군역을 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대사헌 
자격으로 양병책, 양반 호포 부과 등 치국(治國)의 방략에 대해서 상소문을 올렸다. 

1655년(46세)
1월, 대사헌에 임명되어 대제학 채유후 등과 함께 성균관 유생들에게 제술시험을 보게 하
였다. 이즈음 대관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가두는 처사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2월에 홍문관 부제학, 9월에 대사간, 부제학 등에 다시 임명되었다.  

1656년(4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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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7년 1월, 대사헌이 되었다. 대제학, 동지경연을 겸하였다. 이즈음 어머니가 청나라의 
침입으로 병자호란 때 사망하였기 때문에 청나라 사신을 응대하기가 싫었으며 청나라 외교 
문서도 대제학이 작성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직하고자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외교문서는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고 김익희는 대제학 직을 계속 맡게 되었다.  
2월에 형조 판서가 되었다. 5월에 대사헌을 거쳐 이조 판서가 되었다. 7월에 사직을 청하
여 이조 판서 직에서 물러났다. 8월에는 대제학의 직에서 물러났다. 
이해 12월 8일에 사망하였다. 향년 47세였다. 12월 9일자 『효종실록』에 다음과 같은 그의 
졸기(卒記)가 실렸다. 
“전 이조 판서 김익희(金益熙)가 사망하였다. 김익희는 김장생(金長生)의 손자이고, 김반(金
槃)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총명하여 일찍이 재능과 명망을 지녔으며 문사(文詞)를 잘하였는
데 소장(疏章)에 아주욱 능하였다. 붓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완성하였고 주대(奏對)할 때마
다 경전과 『사기(史記)』를 인용하였으므로 상이 총애하고 신임하였다. 그래서 1년 내에 차
례를 뛰어넘어 총재(冢宰)에 임명되고 겸해서 문형(文衡, 홍문관과 예문관에서 가장 높은 
벼슬인 대제학)을 맡았었다. 그러나 지론(持論)이 지나치게 준엄하고 성질 또한 급하고 편
협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단점으로 여겼었다.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 47세이다.”
그의 묘지는 현재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국립중앙과학관 뒤쪽 야산에 가족들의 묘와 함께 
조성되어 있다. 묘 앞에는 그의 업적을 기린 신도비(神道碑)가 세워져 있는데 송시열이 글
을 짓고 김진규와 김수증이 글씨를 썼다. 
그는 현대에 들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렬왕후의 장례　때에 일개 사서(司書)로서 고례(古禮)를 들어 복제가 잘못되었음을 날카
롭게 지적한 일이라던가, 만언소를 올리어 대동법 실시를 강력하게 주청한 일, 병자호란시 
피신하는 인조를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가 독전어사(督戰御使)로 활약한 일, 대사헌의 수장
으로 있을 때에 동료들이 법을 어기면 이를 용서치 않고 법대로 처리할 만큼 원리원칙에 
충실했던 삶의 자세 등은 척화파의 도의사상과 실천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송인
창, 2003, 188쪽)

<참고자료>
『국조보감』
지두환, 「창주 김익희의 정치활동」, 『한국학논총』37, 2012
송인창, 「창주 김익희의 도의사상」, 『한국사상사학』20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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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행(金令行)

김영행(金令行, 1673∼1755)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문인이다. 음보(蔭補)로 관직에 올라 정
읍 현감, 임천군수, 영천군수, 첨지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김창흡(金昌翕)에게 문장과 시를 
배웠으며 김창집, 김창협 등 노론파 인물들과 가까워 숙종시대에 소론의 탄압을 받아 유배
를 가는 등 고생을 하였다. 이러한 일로 그는 산수를 그리워하고 속세를 떠난 전원생활을 
꿈꾸었는데 그의 문장에 잘 표현되어 있다. 문집으로 『필운시문고』가 있다. 

1673년(1년)
9월 3일에 대사간, 관찰사 등을 역임한 김시걸(金時傑)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안동(安
東), 자는 자유(子裕), 호는 필운옹(弼雲翁)이다.  
부친 김시걸의 자는 사흥(士興)이며, 호는 난곡(蘭谷)이다. 김광현(金光炫)의 증손으로, 할
아버지는 현감을 지낸 김수인(金壽仁)이고, 아버지는 김성우(金盛遇), 어머니는 윤형성(尹衡
聖)의 딸이다.
김영행은 어려서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에게 문장과 시를 배웠다. 김창흡은 좌의정 김
상헌의 손자이며, 영의정 김수항의 셋째 아들이다. 김창집, 김창협의 동생이며, 이단상(李
端相)의 제자이기도 하다.
김영행은 시가 두보(杜甫)의 것이 아니면 조잡하고 문장은 유종원(柳宗遠)의 것이 아니면 
천박하다고 여기고 이들의 시와 문장을 본받고자 노력하였다. 나중에는 자신의 노력이 결
국 옛사람의 껍데기를 흉내 내는 것뿐임을 깨닫고 그동안 지은 것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고 한다.
 

1684년(12세)
숙종 10년, 부친이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89년(17세)
해주오씨(海州吳氏) 충정공(忠貞公) 오두인(吳斗寅, 1624-1689)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오두인의 자는 원징(元徵), 호는 양곡(陽谷),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시호는 충정(忠貞)이
다. 1648년에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650
년에 지평을 시작으로 중요한 요직을 두루 거쳤고, 형조 판서에 이르렀다. 
이해(1689년, 숙종15년) 5월에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되자, 오두인은 이세화(李世華) 
등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유배형을 받았다. 의주(義州)로 유배 가던 도
중 파주에서 사망하였다. 1694년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 『양곡집』이 있다.
이해, 기사환국으로 검열의 신분으로 조정에서 근무하고 있던 부친이 파직 당했다. 기사사
화(己巳士禍)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숙종은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소의(昭儀) 장씨가 왕자 윤(昀)을 낳았다. 왕은 크게 기
뻐하여 그를 원자로 삼고 소의 장씨를 희빈으로 책봉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집권하고 
있던 송시열 등 서인들(노론과 소론)은 왕비 민씨(閔氏, 인현왕후)가 아직 젊으니 좀 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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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 보자고 주장했다.
결국 숙종은 남인의 도움을 얻어서 서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장소의를 희빈으로 책봉하고 
왕자 윤을 원자로 삼았다. 송시열은 이에 적극 반대하였으나 숙종은 서인 측의 왕비인 인
현왕후 민씨를 폐출하고 부모의 봉작까지 빼앗았다. 아울러 상소를 올려서 반대한 노론파
의 오두인, 박태보, 이세화 등을 유배시켰다. 김영행의 장인어른이 되는 오두인은 국문을 
당하던 중에 사망하였다. 
이듬 해(1690년) 6월에 송시열은 유배된 후에 사사되었으며, 숙종은 10월에 원자 윤을 세
자로 책봉하고, 장씨는 희빈에서 왕비로 승격하였다.

1692년(20세)
함경남북도 지방을 유람하였다. 

1694년(22세)

3월 29일, 유생 김인이 고변서를 올렸다. 신천 군수(信川郡守) 윤희(尹憘)와

훈국 별장(訓局別將) 성호빈(成虎彬) 등이 반역(反逆)을 도모하였는데 장희빈

의 오빠 장희재도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희재가 지난해 숙빈 최씨

의 인척에게 돈을 주고 임신 중인 최씨를 독살토록 사주하는 것을 자신이

목격했다고 고발했다.

4월 1일, 숙종은 갑자기 그동안 정권을 잡고 있던 남인을 대거 정계에서

축출하고 기사환국 때 축출한 서인들을 불러들였다. 이를 갑술환국이라고 한

다. 장희빈의 오빠이자 우윤 겸 포도대장 장희재가 스스로 죄를 청하였으나

숙종은 편안하게 정사에 임하라며 인심시켰다.

그리고 4월 11일, 숙종은 돌연 장희재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묻고 관직을

박탈하고 체포하였으며, 다음날 폐비시켰던 민씨(인현왕후)를 왕비로 복위시

키고, 동시에 왕비 장씨(장희빈)을 강등시켰다.
이러한 사건(갑술환국)이 발생하여, 그동안 정권을 잡고 있던 남인은 몰락하고 서인인 노론
과 소론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이들 양파, 노론과 서인은 다시 분열되어 서로 견제하게 
된다.) 덕분에 김영행의 부친 김시걸도 지평(持平)에 임명되어 다시 관직생활을 하게 되었
다.

1697년(25세)
6월, 큰 아들 김이건(金履健)이 태어났다. 도봉서원의 벽에 서원의 유래 등을 적은 「서도봉
원벽(書道峰院壁)」을 지었다.  

1699년(27세)
이해 증광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 때 지은 책문은 관제(官制)·병제(兵制)·전제(田制) 
등에 대하여 논한 것으로 그의 문집(『필운시문고(弼雲詩文稿)』)에 실려 있다. 5월, 작은 아
들 김이적(金履迪)이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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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년(29세)
숙종 27년 6월, 부친상을 당하였다. 이때 문집에 들어 있는 「병중지애(病中志哀)」를 지었
다. 이 글은 부친을 여의고 5개월 후 부친의 생신을 맞이하여 지은 것으로 부친이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 중 풍토병에 걸려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부친 생전에 자
신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며 애통해 하는 내용이다.
이해 6월 8일에 정언 조태일(趙泰一)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김영행의 처벌을 임금에 건
의하였다.
“대사간 김시걸(金時傑, 김영행의 부친)은 호남(湖南) 방백(方伯, 지방장관)

으로 있을 때 그 아들 김영행(金令行)이 괴상하고 패악스러운 일을 많이 하

였습니다. 역마(驛馬)를 강제로 징발하여 삼례역(參禮驛) 근처 정사(亭榭)에

놀다가 갈아탄 말이 좋지 않다고 성을 내어 하급 관리(下吏)를 채찍으로 치

고, 우편관(郵官)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관 도영성(都永成)이 막 장

문(狀聞)하려던 차에 김시걸이 그 기미를 알고, 먼저 손을 써서 생트집을 잡

아 계파(啓罷)하였습니다. 바라건대 김시걸ㆍ김영행ㆍ도영성을 모두 잡아다

가 사실을 밝혀 처리하소서.”

그러나 숙종 임금은 이러한 건의를 따르지 않았다

조태일의 건의에 대해서 정언 이덕영(李德英)이 관직을 내놓으며 다음과

같이 반대하였다.

“김시걸(金時傑)의 경우 체직(遞職, 관리의 교체)을 먼저 의논하지 않고 곧

바로 체포하여 조사(拿問)하자고 청한 것은 실로 옛날에 없었던 바입니다.”

이러한 이덕영의 반대에 대해서 조태일(趙泰一)도 관직 사임의 뜻을 밝혔

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덕영을 체직시키고, 조태일은 그대로 관직에 있도록

하였다.
김영행의 행동을 조태일이 문제 삼은 것은 당파싸움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래서 임금은 
한쪽의 일방적인 처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그러한 트집을 잡힌 김영행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었겠지만, 김영행은 노론계인 김창흡의 제자로 김창흡의 가족인 김수
항, 김창집 등과 연루하여 지목을 받고 있었다. 

1708년(36세)
 1월, 셋째 아들 김이원(金履遠)이 태어났다. 

1711년(39세)
 1월, 모친상을 당하다. 

1715년(43세)
음보(蔭補,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추천으로 관직에 오름)로 경녕전(敬寧殿) 참봉(參奉)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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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었다.  
다음해 2월, 영소전(永昭殿) 참봉(參奉)에 임명되었다. 이해에 유승선(柳承宣)과 자신의 집
에 나누어져 보관되어오던 『심경』을 합쳐서 「청정장암발구장 심경(請鄭丈巖跋舊藏心經)」을 
편찬하였다. 
 

1717년(45세)
가을에 아들 김이건 등과 함께 송도(松都) 박연(朴淵)을 유람하였다. 8월에 익위사(翊衛司) 
시직(侍直)이 되었다. 이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서연일기(書筵日記)」
가 그의 문집(『弼雲詩文稿』)에 수록되어 있다.  

1718년(46세)
윤8월, 부솔(副率)에 임명되었으며 다음해 양구 현감이 되었다. 

1720년(48세)
8월, 중앙에 올린 송이버섯 중에 상하고 마른 것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1722년(50세)
 7월, 양구 현감에서 파직되었으며, 옥사에 연루되어 한양 바깥으로 추방되는 형벌을 받았
다.
이해에 임인옥사(壬寅獄事) 사건이 일어났다. 소론 측이 거짓으로 꾸며서

노론을 공격한 사건으로 노론측이 임금을 시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여 당시

노론의 대표적인 관료들, 즉 김창집(金昌集), 이건명(李健命), 이이명(李頤命),

조태채(趙泰采) 등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하였다.

김창집은 김영행의 스승 김창흡의 형이다. 이 사화를 계기로 소론이 정권

을 잡았으며 노론측 인사들과 가까운 김영행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1723년(51세)

1월 17일, 간원(諫院)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지난번에 한양성 바깥으로 쫓겨난 죄인 김재로(金在魯)ㆍ전(前) 도승지(都

承旨) 신사철(申思喆)ㆍ전 대장(大將) 장붕익(張鵬翼)ㆍ전 부사(府使) 김취로

(金取魯)ㆍ전 사간(司諫) 김고(金橰)ㆍ전 현감(縣監) 김영행(金令行)ㆍ전 경력

(經歷) 김희로(金希魯)ㆍ전 경력 강욱(姜頊)ㆍ별제(別提) 구정훈(具鼎勳) 등은

온 가족이 시골로 내려갔는데도 자신은 서울에 엎드려 있고, 혹은 가마를 타

고 자취를 숨기며, 왕래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혹은 첩에게 재물을

쓰는 데 인색하지 않고 혹은 상복의 몸으로 가만히 은밀한 자리에 참여하는

가 하면 어두운 밤을 타고 회합하는 등 그 움직임이 은밀하여 여정(輿情)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참으로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자문(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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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오는 것을 빙자하여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리저리 전파시키며 안

팎을 선동하니, 근래 서울의 소동은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대

개 나라를 원망하고 난(亂)을 다행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민정(民

情)을 동요시키려고 하니, 그 정상(情狀)의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가 지난달

16인과 더불어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간악한 싹을 미리 꺾는 일이야말로 조

금도 늦출 수 없으니, 북쪽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 오늘날 정사의 급무입니

다.”(『경종실록』)

경종 임금은 이러한 건의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뒤, 조정에서는 명령을 내려, ‘김재로(金在魯)를 이산군(理山

郡)으로, 신사철(申思喆)을 장기현(長鬐縣)으로, 장붕익(張鵬翼)을 종성부(鍾

城府)로, 김취로(金取魯)를 울산부(蔚山府)로, 김고(金橰)를 경성부(鏡城府)로,

김영행(金令行)을 기장현(機張縣)으로, 김희로(金希魯)를 위원군(渭原郡)으로,

강욱(姜頊)을 삼수군(三水郡)으로, 구정훈(具鼎勳)을 동래부(東萊府)로 귀양보

냈다’.

사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김영행에 이르러서는 그 언의(言議)가 반역의 무리들과는 전혀 상반되어

조태구(趙泰耉)의 신축년 사업을 칭송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교류하였으니,

이에서도 그 허망한 일면이 이미 나타난 것이다. 또 풍설을 선동하였다고 말

한 것은 더욱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조정(朝廷)이 먼저 스스로 두려워

하고 겁을 내어 백성의 뜻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그 허물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니, 어찌 심히 가소롭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많이 억울하게 여기

면서도 그 날카로운 칼날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 밖에 말을 내는 자가 없었

으니, 여기에서 시세(時勢)의 위험하고 두려움을 알 수 있다.”
김영행은 이해 1월, 기장현(機張縣)으로 유배되었으나, 5월에 바로 석방되었다.

1724년(52세)
홍주(洪州,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군)의 갈산(葛山) 조휘곡(朝暉谷, 지금의 소향리 향산동) 
선영에 의추재(依楸齋)를 완성하다. 그는 노론 김창협, 김창집 당으로 지목되어 주위의 비
방이 심해지고 당쟁의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지인인 윤백욱·이병연 등과 함께 산수를 그
리워하고 속세를 떠난 전원생활을 꿈꾸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전원속의 안식처를 완성한 것
이다. 그의 문집에 들어 있는 「조휘곡의추재서사(朝暉谷依楸齋書事)」는 이러한 심정을 토
로하며, 사묘(祠廟)와 거처를 조휘곡에 마련하게 된 경위와 그곳에 밭을 갈고 샘을 파, 세
상사에 뜻을 끊고 은거하며 여생을 보낼 뜻을 서술하였다. 

 
1725년(53세)

경종의 뒤를 이어 영조가 즉위하였다. 이에 김영행은 다시 조정에 나아가 우사어(右司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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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용되었다. 이어 4월에, 사어(司禦)에 임명되었다.  
4월 22일에 대사간 정형익(鄭亨益)이 이렇게 임금에게 건의하였다.  
“사어(司禦) 김영행(金令行)과 전 위솔(衛率) 김시좌(金時佐)는 고(故) 상신 김창집(金昌集)
의 일가 자제로서, 당시의 흉당(노론파 김창집 등을 탄압한 만든 소론파)에게 아첨하여 붙
좇으면서 말할 때마다 반드시 역적 김창집이라고 하였으니, 그 마음 씀씀이와 처신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신은 이들을 사판(仕版, 선비 명단)에서 삭제하여 풍습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임금은 “김영행과 김시좌는, 과연 상소에서 논한 바와 같다면 참으로 매우 놀라운 일
이다. 모두 아뢴 대로 사판에서 삭제하는 벌을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영행은 
파직을 당하고 영원히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10월 19일, 동부승지 이봉익(李鳳翼)이 상소하여 임금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조정에서 사람을 등용할 때 열어 주고 막는 방도를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미관말직이라도 혹 원망을 품

은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성세(聖世)에서 너그러이 포용하는 은전에 흠이 될

것입니다. 전(前) 사어(司禦) 김영행(金令行)은 강화도에서 절의에 따라 목숨

을 버린 신하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후손이며 고(故) 감사 김시걸(金時傑)

의 아들인데, 그의 행실과 의론에는 어떠한 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 상신(相臣)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과 비록 먼 일가이나

대대로 한 고을에 살면서 정의(情義)가 어긋나지 않았으므로 신축년(1721, 경

종1)에 충헌공의 족당이 처참하게 무함을 받자 끝내 먼 곳에 귀양을 가기까

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상께서 즉위하신 뒤에 즉시 수용하게 하셨으니 공

의(公議)를 볼 수 있습니다.

충헌공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김영행이 일찍이 산골짜기 고을을 맡고서 정성을 다해 백

성을 구휼하여 도신(道臣)이 포상하여야 한다고 아뢴 적이 있기까지 하였는

데 계속 관직의 길을 막고 폐한다면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아울러 더욱 통촉하시어 소외되었다는 탄식이

없게 하소서. 신은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

룁니다.”

임금은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김영행과 박필언의 일은 그대의 말이 옳

으니 모두 다시 등용하겠다.”고 하였다.

1726년(54세)
12월, 활인서(活人署) 별제(別提)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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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년(55세)
 1월, 정읍 현감(縣監)에 임명되었다가, 11월에 제용감(濟用監) 판관(判官)이 되었다. 다음
해 12월에, 지평(砥平) 현감에 임명되었다. 

1730년(58세)
빈전혼전도감(殯殿魂殿都監) 낭청(郞廳)이 되었다. 
다음해 8월, 와서(瓦署) 별제(別提), 돈녕부 주부에 임명되었다가 그 다음달에 사옹원(司饔
院) 첨정(僉正)에 임명되었다. 10월에 영천(榮川, 지금의 영주) 군수에 임명되었다. 

1733년(61세)
 3월, 부인 오씨의 상을 당하였다. 도곡 이의현(陶谷 李宜顯, 1669-1745)이 다음과 같은 
만시를 지어 보냈다. 

聖代敦風化 성스러운 시대에 풍습을 돈독히 하고

珩璜叶古詩 생전의 거동은 옛 시에 어울렸다네

忠臣家有女 충신의 집안에 따님으로 태어나

壼則世堪師 규문의 생활은 세상의 본보기였네

處坎留嘉勖 어려울 때도 훌륭한 내조를 남기고

歸眞眎儉規 죽어서도 검소한 모범을 남겼다네

幅中多載美 시폭 안에 아름다움을 많이 담아

斟酌鼓盆悲 아내 잃은 슬픔을 짐작 하겠네

이의현은 영조 시대에 영의정에까지 오른 인물로 숙종, 경종, 영조 세 왕조에 걸쳐 활동한 
정치가이자 문인학자였다. 명망 있는 가문에서 출생한 이의현은 농암(農巖) 김창협의 문하
에 들어가 노론과 낙론(洛論)의 학맥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정치적 야망보
다는 학자적인 삶에 치중하였으며, 김영행과는 평생의 지우이기도 하였다.
김영행은 부인과 사이에 4남 4녀를 두었다. 큰아들 김이건(金履健)은 동지중추(同知中樞)의 
자리에 올랐으며, 셋째 아들 김이원(金履遠)은 목사(牧使)를 지냈다. 넷째 아들은 일찍 요
절하였다.  
그는 부인과 사별하는 슬픔을 제문(「祭亡室文」)으로 표현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전략) 글로써 작별을 알리니, 아아 애통하도다. 나는 본래 천지간에 이 괴로운 처지를 하
소연할 데 없는 불행한 사람이다. 스물아홉에 부친을 여의고 서른아홉에 어머니를 잃었다. 
여섯 명의 형제들도 차례로 사망하고, 자녀들도 서로 연달아 죽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 모
르겠다.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으며, 삶의 재미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래도 백발이 되도
록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그것을 운명으로 삼아 살아왔다. 무릇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즐거운 일을 함께 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서로 너그럽게 깨우치기도 하
고 그래서 때로는 지극히 슬픈 일을 잊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대는 지금 나를 버리고 갑자
기 죽었구나. 이제 앞으로 나는 이 세상이 어떤 뜻이 있겠는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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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인연을 잊고 계속 향불이나 피우고 싶다. 남아 있는 아이들은 의지할 곳이 없으
니 친구나 짝을 찾아가게 하고 나는 시와 술로 살고 싶다. 그러나 한 집안의 늙은 어른으
로 반평생의 친구들도 늙고 쇠하여 거의 없어졌으니 장차 무엇으로 이 슬픔을 위로 받고 
남은 생을 마칠 것인가? (생략)”

1735년(63세)
 3월, 평시서(平市署) 영(令)이 되었다. 그리고 윤대관(輪對官)으로 입시(入侍)하였다. 다음
해 1월에 임천(林川)의 군수에 임명되었다. 

1740년(68세)
 9월에 익찬(翊贊)이 되었으며, 4년 뒤에는 통정대부에 올랐다. 

1745년(73세)
1월,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이해 12월 23일, 사망하였다. 금천(衿川) 구로리(龜老里)
에 묻혔다. 1747년에 장남 김이건(金履健)이 문집(『弼雲詩文稿』)을 필사하였다.
김이건은 부친의 생전에 이미 부친의 시문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친의 시문은 중
년 이후의 작품만 남아 있었는데, 이는 부친이 만년에 젊어서 지은 시문을 보고 두보와 유
종원의 격식을 스스로 답습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모두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다. 
김이건은 그래서 벽지나 시축 등 여기저기에 남아 있던 부친의 초년 저작 백여 편을 찾아 
모아 보관해 두었다. 그것들을 정리하여 1747년에 한 질의 필사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문집이다. 

<참고자료>
『필운시문고』,『숙종실록』,『경종실록』, 『영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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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1727~1798)

1. 위백규의 생애

존재 위백규는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관산면(冠山面) 방촌리(傍村里) 출생으
로, ‘호남 4대 실학자’ 또는 ‘호남 3천재’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가 태어나던 
날 밤에 그의 아버지는 백룡(白龍)이 우물로 내려오는 꿈을 꿨다고 하는데, 그
가 범상하지 않은 유년기와 소년기를 겪은 사실이 1875년에 종손 다암(茶嵒) 
위영복(魏榮馥:1832~1884)이 펴낸 존재집(存齋集)의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그 서문은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가 지은 것이다. 그가 지은 서문의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은 2세에 육십갑자를 외웠으며, 6세에는 글을 지을 줄 알았고, 8세에 역학(易學)
에 몰두하였다. 10세 이후에는 제자백가(諸子百家)를 두루 읽어 천문(天文), 지리(地
理), 복서(卜筮), 율력(律曆), 선불(仙佛), 병법(兵法), 의약(醫藥), 관상(觀相), 주거
(舟車), 공장(工匠) 등등 학문에 널리 통달해서 손금 보듯 꿰뚫었으니, 참으로 하늘
이 내리신 인재라 하겠다.”

이 글은 한국문집번역총서의  존재집에 실려 있는 글이다. 과연 천재다운 면
모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그가 7살(1733) 때 지었다는 시 ｢별을 읊다[(詠星]｣
라는 작품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이름과 자리는 각각 정해졌어도 各定名與位
기운으로 형체 없이 걸려있다만 須氣掛無形
삼광 중의 하나로 참여하게 되어 參爲三光一
어두운 밤을 밝게 비쳐주는 구나 能使夜色明

그뿐만이 아니다. 그가 9세 때에는 천관산에 올라 시를 읊어 세상 사람을 놀
라게 했다고 한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관산 절 찾아 발걸음 옮기다 보니 發跡天冠寺
공중에 사다리 놓으면 하늘에 오르겠네. 梯空上春昊
인간들이 사는 세상 잠시 굽어보니 俯視人間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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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먼지 삼 만리에 자욱이 끼어 있네.  塵埃三萬里

존재 위백규는 12살(1738) 때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에게 들어라”라는 문구를 좌우명
으로 삼으며 수신(修身)에도 힘을 기울였다. 작은 분판을 만들어 차고 다니면
서 그 날의 실수를 기록하면서 스스로의 언행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15세 
이전에 4서6경을 섭렵하고 17세 때부터 장천재에 기거하며 훈장을 했다. 그는 
25살(1751) 때 전남 장흥에서 충청도 덕산에 사는 병계(屛溪) 윤봉구(尹鳳
九:1683~1767)를 직접 찾아가 속수례(束脩禮)를 올리고 그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그는 그 후에 과거시험에 계속 응시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자 40세
에 관직에 대한 뜻을 접고 초야에 묻혀서 학문과 향촌 사회 계몽에 힘썼다.
  위백규의 나이 68세 때 서영보(徐榮輔)의 천거로 그의 저술과 덕행이 정조
에게 알려졌다. 태풍으로 인해 마을 피해 지역에 파견되었던 서영보가 과객 행
세를 하고 위백규 집에 묵게 되었다. 그날 밤이 제삿날인데 국법으로 밀주(密
酒)를 단속할 때였다. 아내가 제주(祭酒)를 내오자 “백성들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킨단 말이요?”라고 하면서 제주를 부어버리고 청수(淸水)를 떠오게 하
였다. 
그런 행동과 그의 저술인 환영지(寰瀛志)를 정조임금에게 전하자, 정조는 그
를 급히 상경하도록 했다. 궁궐에 들어가던 날 장문(長文)의 상소를 올렸다. 
여섯 조항의 정책(政策)을 건의하였는데 유생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정조
임금은 그의 고향과 가까운 곳에 옥과현감(玉果縣監) 자리를 제수하였다. 그곳
에서 그는 선정(善政)을 펼치다가 노환(老患)으로 72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에 그의 묘지에는 어떤 글도 새기지 말라는 그의 유언에 따라 아무 글도 새
기지 않은 백비(白碑)가 세워졌다.

2. 위백규의 학문과 작품세계

위백규는 말년에 참봉 유맹환(兪孟煥)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스로를 ‘삼벽(三
壁)’이라고 칭했다. “사는 지역이 궁벽하고, 성씨가 궁벽하고, 사람이 궁벽하
다.”는 의미였다. 궁벽한 지역에 사는 선비로 거의 전 생애를 보냈으나 경학
(經學) 뿐만 아니라 지리(地理), 역사(歷史), 의학(醫學) 등에 관한 저술에도 힘
을 기울이며 학문의 폭을 넓혔다. 특히 그는 지리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가 
지은 지제지(支提誌)는 그의 고향에 있는 천관산에 관한 지리와 문화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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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담고 있다. 현존하는 기록물 중에 개인이 편찬한 산지(山志)로는 유일하다. 
정조임금이 궤짝에 담아 올려 보내라고 했던 환영지는 지리지의 백과사전이
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팔도의 지도와 함께 중국과 세계지리가 실려 있다. 이 
저서에 있는 조선 팔도 지도는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보
다 91년이나 앞서 있다. 또한 유럽과 지중해가 표시된 지도도 같이 실려 있다. 
32살 때 우연히 서양 구구주도(九九州圖)와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
與萬國全圖)를 본 계기로 12년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한다. 그가 남긴 저서 
존재집(存齋集)은 경학, 지리, 역사, 의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24
권 12책에 달한다.
  그 방대한 그의 작품 중에서 그의 학문적 역량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작품
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의 문집 존재집 제20권 잡저(雜著)에 보면 ｢연
어(然語)｣라는 재미난 글이 있어 일부분을 발췌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은 
장문(長文)의 문답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매화를 의인화하여 대화 
형식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고금의 역사에 대한 비판의식 등등 다양한 일을 소
재로 다루고 있다. 이 글의 서문에는 매화를 의인화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옛날에 장자(莊子)가 그림자가 말을 한다고 하자 사람들이 괴이하다고 했고, 미불
(米芾)이 ‘돌 어른[石丈]’이라고 부르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다. 그림자는 말을 하
지 않고 돌은 어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매화와 말하면서 매화를 
‘군(君)’이라고 하니, 나는 과연 괴이하고 미쳤단 말인가? 군자는 괴이하고 미친 짓
을 하지 않으니, 나는 과연 군자가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장주와 미불이 소인이 아
니니, 나는 과연 장주와 미불 같은 사람이란 말인가? ‘매군(梅君)’과 더불어 말한 
것을 ｢연어(然語)｣라고 이름 붙이니, 사람들이 나를 괴이하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하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괴이하고 미치게 하는 자는 또한 누
구인가? 이상은 제사(題辭)이다.[昔莊周爲影言, 人以爲詭, 米芾呼石丈, 人以爲癲, 
盖影非有言而石非可丈也. 今吾與梅言而君之, 吾果詭而癲哉. 詭與癲, 君子不爲, 吾
果不君子哉. 周與芾亦不爲小人者, 吾果周與芾而已耶? 與梅君言, 命曰然語, 宜乎人
之謂我詭而癲也. 雖然使我詭而癲者, 又誰歟? 右題辭.]

이 글은 단락을 짓고 있는 한편 작은 제목을 주어 그 아래 문답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글을 중간 중간 채택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원지(原旨)’
라는 제목 하에 매화와 더불어 대화형식을 설정하여 견해를 피력한 일부를 살
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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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가 “남에게 죄를 지으면 오히려 용서를 빌 수 있거니와,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를 빌 곳이 없다오.”라고 하자, 매군이 “그래서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는 거지
요.”라고 했다.[子華曰, 得罪於人, 猶可辭也, 得罪於己, 無所容也. 梅君曰, 是以愼
獨.]

자화가 “군자는 자신을 자기로 삼기 때문에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여 자기를 성취하
고, 소인은 자신으로 자기를 잊기 때문에 자신을 죽여 자기를 망친다오.”라고 하니, 
매군이 “그렇지요.”라고 했다.[子華曰, 君子以己爲己, 故克己而成己, 小人以己忘己, 
故殉己而亡己. 梅君曰, 兪.]

자화가 “살길이 많은 자는 그 삶이 곧 죽음이요, 군자는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뿐인 
까닭에 그 삶이 즐겁답니다.”라고 하니, 매군이 “그렇지요.”라고 했다.[子華曰,生之
路多者, 其生也死也. 君子之所以生者一而已, 故其生也樂. 梅君曰, 兪.]

자화가 “자신의 그릇된 점을 감추려는 자는 남의 작은 잘못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하
고, 남의 선행을 시기하는 자는 남이 면전에서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만을 기뻐하
지요.”라고 하니, 매군이 “그렇답니다.”라고 했다.[子華曰, 自掩其非者, 好摘人之細
過, 猜忮人善者, 喜人面譽. 梅君曰, 兪.]

자화가 “나무를 부비여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열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
며, 닭이 비오는 밤에도 제때 우는 것은 지각이 오롯하기 때문이랍니다.”라고 하니, 
매군이 “그래서 하루 동안 게으름을 피우면 1백년의 근면함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
이니, 정치(精緻)하지 않은 박학(博學)은 장점으로 취할 만한 재능이 못되지요.”라고 
했다.[子華曰, 鑽燧而火炎者, 熱氣接續也. 雞鳴雨夜而不忒者, 知專也. 梅君曰, 是以
一日之怠, 廢百年之勤, 不精之博, 無取長之能.]

자화가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소금을 볶지 않으면 짠맛이 만들어
지지 않지요.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 내실 있는 행동이 없고, 항상 안일하게 
지내는 자는 성취하는 재주가 없답니다.”라고 하니, 매군이 “그렇습니다.”라고 했
다.[子華曰, 花不謝實不成, 鹵不熬醎不成. 是以求名者, 無實行. 恒逸者, 無成材. 梅
君曰, 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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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가 “남한테 요구하기를 싫어하지 않는 자는 이미 남에게 줄 수 없는 자이고, 
남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기를 끝없이 바라는 자는 이미 남을 섬길 수 없는 자이지
요.”라고 하니, 매군이 “그렇습니다.”라고 했다.[子華曰, 求諸人無厭者, 己不能與人
者也. 欲人承奉不已者, 己不能事人者也. 梅君曰, 兪.]

자화가 “몸을 갈라 구슬을 몸속에 간직한다면 이는 재물에 대해 어리석은 것이고, 
내 몸을 욕되게 하여 자손을 위한 계책으로 삼는다면 이는 나에 대해 어리석은 것
이지요. 이는 자기 위함을 중요시하려다가 마침내 자기를 상실하는 것과 똑같습니
다.”라고 하니, 매군이 “군자는 자기를 잊어버림으로써 자기를 온전하게 하지요.”라
고 했다.[子華曰, 剖身而藏珠, 愚於貨也. 僇吾身爲子孫計, 愚於我也. 其重於爲私, 
遂以喪私一也. 梅君曰, 君子忘私以全其私.]

자화가 “위태롭고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순절(殉節)함으로써 의(義)를 취하기는 어
렵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기는 쉽다지요.”라고 하니, 매군이 “그렇습
니다.”라고 했다.[子華曰, 當危亂之時, 殉節以取義難, 爲知己死易. 梅君曰, 兪.] 

자화가 “바라는 것 없이 선행을 하는 것은 음덕(陰德)이고, 이유 없이 복이 모이는 
것은 몸을 망치는 재앙이지요.”라고 하니, 매군이 “그렇지요.”라고 했다.[子華曰, 無
所爲而爲善者, 陰德也. 無所致而福臻者, 身之殃也. 梅君曰, 兪.]

자화가 “성인은 자기 마음속에 천명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천명을 즐기고, 군자
는 하늘에서 천명을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천명을 두려워합니다. 보통 사람은 하늘
을 무시하는데, 하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늘도 그를 버립니다.”라고 하니, 매군이 
“그렇습니다.”라고 했다.[子華曰, 聖人得天於己故樂天, 君子知天於天故畏天, 衆人無
天, 無天者天亦棄之. 梅君曰, 兪.]

이와 같이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매화를 의인화하여 대상을 설정해 놓고서 대
화하듯이 글을 적어놓았는데 한결같이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 역시 
그가 평소에 추구해오던 정신의 일면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신회(神會)’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글도 여러 가지 소재를 토대로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학례(學禮)’라
는 제목 아래에 수록되어 있는 글들 중에 장사를 지내고 나서 신주(神主)를 세
우고 정성을 쏟는 이유와 축문을 읽고 난 뒤에 바로 태우지 않는 것은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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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극한 정으로 간절하고 몹시 슬퍼하여 마치 장차 아뢸 것이 있는 듯이 하
는데, 이는 마음으로 신령을 평안하게 하려는 뜻이니, 그 마음이 지극하고 은
미하다 할 것입니다.[孝子至情, 慇懃惻怛, 如將告者, 此是以意安神之義也, 其
意至矣微矣.]”라고 의견을 제시하여 일반인들이 “반혼(返魂)을 급히 하느라 축
문을 불태울 겨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이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
이라고 주장하여 의인화하여 설정한 매군(梅君)을 통해 긍정적인 답을 얻어내
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寫懷)’라는 제목 아래에서는 자신의 평
생을 평가하는 듯한 회포를 칠언율시로 읊어놓았다. 그 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육십일 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서 虛過六十一年春
총명한 남자의 몸을 홀로 저버렸구나.        孤負聰明男子身
늙어서야 지난날의 불효를 모두 알았고 到老全知曾不孝
책을 보고 내가 그릇됨을 매번 깨달았네. 看書每覺我非人
한 일의 절반은 과장을 드나든 잘못이오 事爲半是名塲誤
친구들과는 쓸데없는 농담으로 친한 냥하고 朋友空憑戲語親
여기에다 다시 술 잔뜩 취했으니 어찌하랴 仍復醉迷其奈爾
이제부터 술 절제하며 천진함을 기르리라 從今節飮養天眞

소싯적부터 날마다 잘못을 깨달았건만 日日知非自少時
이제 와보니 오십구 년이 되었음 알겠네 于今五十九年知
우연히 거백옥의 나이와 같아 부끄럽다만 偶同伯玉年堪愧
이렇게 깨친 뒤 어리석은 한 사람 되었구나 覺後眞成一呆痴

그야말로 자기 반성을 읊은 작품이라 하겠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창수(唱
酬)｣라는 제목 하에서 그는 매화와 대화형식을 빌어 마음껏 고금을 넘나들며 
서술을 자유자재로 풀어내었다 그것이 무려 칠언율시(七言律詩)로 10수나 된
다. 그 중 일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것은 자화가 선창(先唱)한 작품이고 
뒤의 것은 매군(梅君)이 이어서 화답한 것이다.

 
자화가 한가로이 즐기는 것 사랑하지 않는 건  子華非是愛偸閒
밭둑에 담배와 호미 있고 물가에 낚싯대 있어 田有烟鋤磯有竿
세상일은 다만 분수에 편안해야 좋은 법이니        世事只應安分好
이 마음 속이지 않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지  此心惟識不欺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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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면 부귀하게 온갖 나무에 꽃이 피고        春來富貴花千樹
고요해지면 벗님처럼 한 난간에 달 떠오르니        靜後賓朋月一欄
술에 취해 오동나무 기대자 천지 드넓어서        醉倚高梧天地濶
티끌과 아지랑이를 웃으며 바라본다오 塵埃野馬解頤看

산수 간의 그윽한 거처 깊어서 싫지 않는데 山水幽居不厭深
괴롭게도 물이 찾아와서 서로 사귀자 하네요 物來交物苦相尋
성현 모두 떠나 내가 스스로를 슬퍼하나니 聖賢盡去吾悲我
시비 서로 기울임은 옛날에도 지금 같았다오 非是相傾古爲今
어찌할 수 없는 때에 천명을 알게 되고 無奈何時知天命
헤아릴 수 없는 곳에서 사람 마음 보이나니 沒思量處見人心
구월의 가을과 삼월의 봄철을 맞아 但逢秋九春三節
국화와 꾀꼬리 찾아 숲에 가면 좋으리다 訪菊選鸎好出林

삼벽이라서 세상사람 모두가 비웃는다만 三僻由來世共嗤
좋은 시절 만날 때면 홀로 시 읊조려보네 每逢佳節獨吟詩
경륜과 재주는 비록 여상은 아니어도 經綸才局雖非呂
요순 기약한 포부 어찌 이윤에게 사양하랴 堯舜襟期豈讓伊
어두운 곳 속이지 않는 마음 하늘이 알고 暗不欺心天可質
배움에 옛날을 스승으로 여김 내 의심치 않네 學念師古我無疑
긴긴 낮 밝은 창에 봄바람 따사로우니 明窓晝永春風暖
바로 은자가 꿈에서 깨어나는 그때로다 正是幽人夢覺時

시비와 영욕은 모름지기 놀랄 것도 없으니 是非榮辱莫須驚
만사가 내게는 점점 부질없음을 느낀다오 萬事由吾漸覺輕
절로 건재한 시내와 산은 천고의 뜻이요 自在溪山千古意
조용히 폈다지는 꽃과 대나무는 사철의 마음 從容花竹四時情
근심하지 않아야 천지가 위대함을 믿게 되고 不憂始信乾坤大
시기함이 없어야 세상살이 평탕함을 알련마는 無忮方知世路平
소옹의 청야음을 읊조리고 나니 誦罷邵翁淸夜咏
창에 가득 맑은 꿈에 달빛도 분명하구나 一窓晴夢月分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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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번갈아 서로 떠나가니 歲月迭相謝
고금이 고개 돌릴 사이에 바뀌었네 古今轉眄移
앉아서 시절의 경물이 변한 걸 보니 坐看時物變
늘그막에 생각이 하염없구려 遲暮有餘思

봄바람에 꽃은 정원에 만발하고 春風花滿庭
여름비에 물고기가 물가에서 뻐끔대는데 夏雨魚吹澨
가을 절구에서 올벼의 향기 풍기고 秋杵早稻香
겨울 베갯머리 새 술 한창 익어 가네요 冬枕新酒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작품세계는 실로 대단하리만큼 격조가 있음을 짐작
할 수 있겠다. 가히 문장력과 천재성을 두루 겸비한 인물임을 증명할 수 있겠
다.
  위백규는 또한 백성들의 삶을 어느 양반들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살면서 그
들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양반 신분임에도 향촌(鄕村)에서 직접 농사를 지
으며 살았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46세(1772년) 때에 ｢농가 9장(農歌九
章)｣을 지었다. 농사를 짓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자연을 즐기는 시가 아니라 직
접 논밭을 경작하며 땀흘려 일하면서 느낀 점을 한글로 지은 작품을 남겼다. 
아침에 농기구를 챙겨 소를 몰고 집을 나서서 밭을 갈고, 보리밥 한 사발과 콩
잎 나물 반찬으로 새참을 먹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기하기까지 농번기의 하
루와 가을 수확의 즐거움을 9개의 연시조로 묘사한 것이다. 그 중의 두 번째 
작품인 ｢밭으로 가다[適田]｣는 시를 살펴 보기로 한다.

“도롱이에 호미를 걸고 뿔이 굽은 검은 소를 몰고
 고동풀을 뜯어먹게 하며 깃물가로 내려갈 때
 어디서 품진 벗님은 함께 가자하는가.”

소박한 시골 풍경을 저만치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존재 위백규가 남긴 
시는 무려 200여 편 400여 수나 된다. ｢농가9장｣ 외에도 보리 농사 연작시인 
｢죄대(罪對)｣, ｢맥대(麥對)｣, ｢청맥행(靑麥行)｣ 등과, 자연재해를 원망하고 관리
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연년행(年年行)｣과 회갑을 맞아 부모를 추모하는 장편
가사 ｢자회가(自悔歌)｣ 등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백
성들의 삶을 몸소 겪으며 현실 사회에 문제를 인식하고 폐단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현신보(政絃新譜)｣를 남겼다. 그는 이 글에서 탐관오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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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패 실상을 고발하고 벼슬아치들의 횡포를 고발하였다.

3. 위백규의 효성과 개구리 전설

위백규는 돌아가신 어머니 유인(孺人) 오씨(吳氏)를 장사지낼 때에 고례(古禮)
를 상고하여 명기(明器)에다 미곡(米穀)과 육포(肉脯)와 어포(魚脯)를 넣어 편방
(便房)에 두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여름에 검은 개미가 무덤 옆에 잔뜩 몰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발견한 위치가 하필이면 편방의 위쪽과 너무 가까웠다. 
그는 개미가 먹을 것을 이리저리 찾다가 어쩌면 편방을 침입할까봐 걱정하여 
개미를 상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회유하는 글을 지어 타이르듯이 읽어 
주었다. 그 글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너희에게는 군주와 신하의 의리가 있고 수시로 흙을 물어 나르는 예(禮)가 있고 집
을 짓는 지혜가 있으니, 준동하는 다른 미생물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지금 만
약 사람이 그 어버이를 장사지낸 땅을 염두에 두지 않고 봉분을 쌓은 곳에 구멍을 
내서 현실(玄室)의 음식에 침노하여 꺼내 먹으려한다면 불인(不仁)함이 심한 것이니, 
의리가 있고, 예가 있고, 지혜가 있다는 너희들이 어찌 유독 이렇게까지 불인한 짓
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惟爾有君臣之義, 有時述之禮, 有築封之智, 非與他蠢蝡蒙
迷之虫比也. 今若不有人葬其親之地, 竅穴其堋築, 侵奪其玄室之食, 則其不仁甚矣. 
豈有義有禮有智之物, 獨不仁若是哉.]”

 라고 하면서 그는 개미를 마치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듯이 회유
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늦추지 못하고 다시 간곡한 어조로 
사리를 들어서 회유하였다. 그 말에는 진정 부모를 위하는 효성이 깃들어 있음
을 볼 수 있다. 다시 그 원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게다가 개미는 본래 사람들이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 다행히 명기는 침범
하지 않았다마는 만년의 유택(幽宅)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은 사람의 자식이라면 지
극한 심정을 갖기 마련인데, 파헤쳐 가르고 구멍을 내서 점차 무너지게 한다면 또
한 어찌 지각 있다는 너희들이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이리해서 너희 스스로 
사람에게 증오를 자초한다면 이 또한 매우 지혜롭지 못한 짓이다. 불인(不仁)하고 
지혜롭지 못한 존재가 어찌 무덤 속에서 군신의 의리를 행할 수 있겠느냐? 삶을 욕
되게 함이 또한 크다 할 것이다. 네 형상이 비록 미물일지라도 어찌 그 본성을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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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하면서 살고자 한다는 말이냐? 너희 개미들은 분명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且蟻本無惡於人, 今雖幸而不犯明器, 維是萬年幽宅, 欲其鞏固, 是人子至情, 
而蝕作罅孔, 使馴致圮壞, 亦豈有知之物所可忍耶, 以此自取憎惡於人, 是亦不智之甚
也, 不仁不智, 焉能作君臣於幽房之中哉, 其爲忝生又大矣, 而爾形雖微, 寧欲忝其性
以生哉, 蟻必不爲是也, ]

 하찮은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봉의(蜂蟻)는 유군신(有君臣)”이라는 옛말에 근
거하여 의리를 내세워 설득하고 회유하고 달래는 논조로 글을 지었다. 이 글의 
끝부분에서는 서로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의 무드로서 서로 침해하지 않
는 차원에서 타협을 유도하는 논지로 마무리를 하였다. 흥미롭다기보다는 그의 
부모에 대한 효성의 발로로 인식하는 것이 타탕한 글로 여겨진다.

“지금 너희 개미들을 위한 계책을 말해보자면, 이곳 산 말고도 토양이 깊고 고와서 
어느 곳이든 너희 거처로 마땅하지 않은 데가 없으니, 너희들은 너희 무리를 데리
고 멀리 옮겨가서 새롭게 개미무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명기(明器)에 
가까이 오지 말고, 봉분의 사초도 무너뜨리지 말도록 하거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는 해로움이 없을 것이요, 나에게는 증오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깨
닫는다면 어찌 보통의 벌레 가운데 훨씬 뛰어난 존재가 아니겠느냐? 개미들아! 속
히 떠나도록 하여라.[今爲蟻計, 此一山之外, 深壤美土, 無往而不宜爾居也. 爾率醜
類, 遠徙爾垤, 勿近明器, 勿敗莎封, 在爾無害, 在我無惡. 人有所言, 能聞覺悟, 豈不
超勝於凡虫又萬萬哉, 蟻其速圖之.]”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생전에 특별한 행적이 종종 보이기도 했다. 미물에게 어
떤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한 듯도 싶다. 우선 그와 관련된 ‘개구리 전설’이 있는 
장소가 두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옥과에서 현감직에 있을 때 천광
호(天光湖)라는 넓은 호수가 있었는데, 밤만 되면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울었다
고 한다.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자 주역(周易)의 괘(卦)를 뽑아 던
지자 잠잠해졌다. 그 이후부터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그의 종택(宗宅)에도 전해온다. 그의 종택 앞 연못에
서 개구리 소리가 요란해서 위백규는 독서에 집중할 수가 없어 부적(符籍)을 
그려 노비에게 연못에 던지게 하였더니 개구리가 울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이 연못에는 개구리가 없으며 시험삼아 살아 있는 개구리를 연못에 넣으면 금
방 생기를 잃고 만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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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靑城) 성대중(成大中:1732~1809)

  성대중의 본관(本貫)은 창녕(昌寧), 자(字)는 사집(士執), 호(號)는 청성(靑城)‧
동호장(東湖長)‧순재(醇齋)‧용연(龍淵)이다. 청성은 포천(抱川)의 다른 이름이다. 
포천군(抱川郡) 소흘면(蘇屹面) 적안촌(赤岸村)에서 소계(疎溪) 성효기(成孝基: 
1701~1770)의 아들로 태어나서 78세를 일기로 고향 포천으로 돌아와서 생을 
마쳤다. 포천은 그의 4대조 성여완(成汝完: 1309~1397) 때부터 살았던 곳이
다. 6대조인 은궤옹(隱几翁) 성이문(成以文: 1546~1618)은 홍문관(弘文館) 부
제학(副提學)과 대사간(大司諫)을 역임하였고, 5대조인 성준구(成俊耈: 
1574~1633)는 이이첨(李爾瞻: 1560~1623) 등의 모함으로 남해(南海)에서 16
년간 유배생활을 하다가 인조반정(1623) 때 유배에서 벗어나 황해감사(黃海監
司)와 양서관향사(兩西管餉士)를 지냈다. 그가 청하(淸河) 최씨(崔氏)인 덕남(德
男)의 딸과 혼인하여 후룡(後龍)을 낳으니, 바로 성대중의 고조(高祖)이다. 고
조인 성후룡(1621~1671) 때부터 서얼(庶孼)의 가계(家系)로 내려오게 되었다. 
성후룡은 우의정을 지낸 풍계(楓溪) 김상용(金尙容: 1561~167)의 서녀(庶女)와 
혼인하여 성완(成琬: 639~1710)과 성경(成璟: 1641~1712)을 낳았다. 증조인 
성경은 성몽규(成夢奎)를 낳고 성몽규는 성효기를 낳았다.
  성대중은 서얼출신이었으나 그의 선대는 벼슬을 계속 해왔으며, 그의 아들 
성해응(成海應: 1760~1839)과 손자 성우증(成祐曾: 1783~1864)에게 이르도록 
면면히 문한(文翰)의 전통을 이은 가문이었다. 손자 성우증은 자신의 가문에 
대하여 ‘문장으로 이름이 났으며, 특히 일본에까지 드날렸음을 밝혔고, 큰아버
지인 성해응은 문장은 물론 경학에까지 조예가 깊어 고금을 꿰뚫었음’을 회상
하기도 했다.
  그는 1753년(영조29)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한 후 1756년(영조32) 25세에 
정시(庭試)에 합격하였다. 1759년(영조35) 28세에 교서관 부정자, 정자, 박사가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문신전강(文臣殿講)과 전경문신전시(專經文臣殿試)에서 
영조의 칭찬을 받고 말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1763년(영조39) 32세에 통신사
(通信使) 조엄(趙曮: 1719~1777)을 따라 제11차 계미통신사행(癸未通信使行)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일본에 갔다. 그 이전에 이미 성대중의 종증조부인 성
완은 1682년 임술사행(壬戌使行)의 제술관으로, 종조부(宗祖父) 성몽량(成夢良: 
1673~1735)은 숙종(肅宗) 때 제9차 기해사행(己亥使行)에 통신사의 서기로 일
본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대부분 사행을 떠나기 전에 기존의 사행기록을 숙독
하였음을 볼 때, 성대중은 이미 통신사로 다녀온 문사들의 기록들과 사행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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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숙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체류할 때 시문으로 두각을 보여 일본인의 찬사를 받았으며, 사행원 
중에서 성대중의 필체를 가장 높게 평가하여 길 가는 도중에도 사람들에게 글
씨를 써주기도 하였다. 사행 다녀온 기록을 일본록(日本錄)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놓았다. 1책은 사상기(槎上記)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일기 
식으로 적은 것이며, 2책은 바로 일본록으로 일본에서 체험한 견문(見聞)을 
기록한 것이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학자적인 모습
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수차(水車)를 적극 활용하여 
민생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눈여겨보았다거나, 예수와 마테오리치
의 학문에 대한 언급은 계미사행을 다녀왔던 다른 문사들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체험은 귀국 후 이덕무나 홍대
용 등 실학파 문인들에게 전해져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성대중과 절친하게 교유한 인물을 꼽아보자면 청장관(靑莊館) 이덕무(李德
懋: 1741~1793),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1737~1805), 현천(玄川) 원중거(元
重擧:1719~1790), 중운(仲雲) 이한진(李漢鎭:1732~?), 중흥(仲興) 나걸(羅
杰?~?), 효효재(嘐嘐齋) 김용겸(金用謙:1702~1789) 등이 모두 연암그룹으로 분
류되고 있다. 이들이 선진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었음을 볼 때 성대중 역시 넓
은 의미에서 실학파(實學派) 문인으로 볼 수 있겠다. 1764년(영조 40) 33세에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 봉상시 판관(奉常寺判官)
을 역임하였다. 1765년(영조 41) 34세 되던 해에 홍봉한(洪鳳漢)이 서얼(庶孼) 
출신 인재로 추천하자 영조가 등용할 것을 명하여, 1766년(영조 42) 35세에 
울진 현령(蔚珍縣令)이 되었다. 이때 자신의 호를 ‘동호장(東湖長)’이라 하였다. 
  울진에서 현령으로 약 5년간을 있으면서 울진의 옛 이름인 ‘선사(仙槎)’를 
넣어 선사만랑집(仙槎漫浪集)이라는 시집을 남겼다. 개인이 지은 시뿐만이 
아니라, 스승인 김준(金焌: 1695~1775)을 비롯하여 스승이 소개시켜준 임배후
(林配垕)‧안석경(安錫儆)‧민백순(閔百順) 등을 만나고 함께 유람하며 지은 시들
도 실려있다.
  1772년(영조 48) 41세에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당
시 견책당한 간신(諫臣)을 구원하다가 삭직(削職)되었지만, 이듬해에 다시 지평
에 제수되었다. 1774년(영조50) 43세에 사헌부의 장령이 되고, 이어 평안도 운
산 군수(雲山郡守)가 되었다. 1777년(정조1) 46세에 벼슬이 갈리자 돌아와 
1778년(정조2) 47세에 용양위 부사과(龍驤衛副司果)가 되었다.
  1781년(정조5) 50세에 교서관 교리가 되었다. 당시 교서관을 외규장각(外奎
章閣)으로 개편하였는데 성대중은 이를 관장하여 서적의 수교(讐校)와 편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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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였고, 51세 되던 해에 국조보감(國朝寶鑑)을 간행한 공로로 승서(陞
敍)되었다. 다음 해에 경상도 흥해 군수(興海郡守)가 되어 구휼(救恤)정책을 잘 
수행한 공으로 1784년(정조8) 53세에 승서되었다. 1787년(정조 11) 56세에 교
서관 교리가 되었을 때 응제(應製)에서 수석을 차지하였고, 북청 도호부사(北
靑都護府使)가 되어 부임할 때에 임금이 어필(御筆)과 설전첩(雪牋帖)을 하사
하여 옛사람의 격언(格言)을 써서 올리게 하였다. 이 때 패관소품(稗官小品)의 
문체가 유행하고 있던 차에 정조는 문체반정(文體反正)을 천명(闡明)하고 글을 
지어 올리게 하니, 고금의 문로(文路)를 논한 수천 자의 글을 지어 올리기도 
하였다.
 1792년(정조 16) 문체반정(文體反正) 때에는 그의 글이 순정(醇正)한 글이라
는 평가를 받아 노론계 북학자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정조의 칭찬을 받았
으며, 종삼품(從三品)에 해당하는 북청부사(北靑府使)로 특채되었다. 그가 받은 
가장 높은 직급이었다. 정조는 여러 각신들에게 북청에 부임하는 성대중을 위
해 전별연(餞別宴)을 열어주도록 명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남공철이 전별연
을 열었고 이 자리에는 이덕무(李德懋)․서영보(徐榮輔)․이서구(李書九)․유득공
(柳得恭) 등이 참석하여 함께 시를 짓기도 하였다.
  1793년(정조 17) 62세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이듬해 위원 군수(渭
源郡守)가 되어 호전법(戶錢法)을 행하고 사군을 없애어 민심을 다스렸다. 
1795년(정조19) 64세에 체직되어 포천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1796년에 정조
의 특명으로 장릉사보(莊陵史補)를 수교(讐校)하고, 이서구(李書九)와 존주
휘편(尊周彙編)을 편찬하였다. 그 해 겨울 임금이 춘추(春秋)를 간행하려 하
면서 대문(大文)의 글씨를 쓰도록 하고 학식과 필법이 순정(醇正)하다고 칭찬
하자 ‘순재(醇齋)’라는 자호(自號)를 지었다. 1797년(정조 21) 66세에 오위장
(五衛將)이 되었고, 춘추가 간행되자 상으로 말을 하사받았다. 
  1803년(순조 3) 72세 되던 해 가을에, 아들 성해응(成海應)이 음성 현감(陰
城縣監)이 되자 아들의 부임지로 따라가면서 화양동(華陽洞)의 문정서원(文正
書院)과 만동묘(萬東廟)를 배알하고 그 주변을 유람한 뒤 ｢화양동기(華陽洞記)
｣를 지었다. 1807년(순조 7) 76세 되던 해 가을에 고향인 포천으로 돌아왔다. 
포천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중 1809년(순조 9) 2월 17일 7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가 저술한 기록물 가운데 청성잡기(靑城雜記)가 전하는데 자기 자신을 언
급한 부분이 흥미롭다. 영조로부터 자신의 관상에 대하여 평가받은 일화를 적
고 있다. 기록에 실려있는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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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대왕(英祖大王)이 황송하게도 나의 얼굴을 가지고 한번은 임헌(臨軒)하여 연
신(筵臣)들에게 말하였다. ‘성(成) 아무개의 얼굴은 하관(下觀)이 풍만한 것이 강자
아(姜子牙: 강 태공(姜太公))의 모습과 닮았다.’ 당시 내 나이 아직 서른이 못 되었
기에 혼자 남몰래 웃으면서 생각했다. ‘나는 서른이 되기도 전에 성주(聖主)를 만났
는데 어찌 여든이 되어서야 문왕(文王)을 만난 자와 비교한단 말인가. 성왕(聖王)의 
말도 때로는 틀릴 때가 있나 보다.’
  지금 내 나이 예순이 넘어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뒤에야 비로소 금상(今上: 정
조)으로부터 세상에 흔치 않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 옛 문장에 재주 있는 신하로 한
나라의 두 사마씨(司馬氏: 사마천(司馬遷)과 사마상여(司馬相如)) 이후로 임금에게 
인정을 받은 자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두 나에게 미치지는 못한다. 
이제야 비로소 영조대왕이 나를 강태공에 비유한 것이 아마도 오늘을 예견한 것이
었음을 알고 나니 감개무량하고 황송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삼가 기록하여 자손들
에게 보이는 것이다.”

  
  성대중은 영조에게 관상에 대하여 들을 당시에는 왜 하필 나이 많은 강태공
에 비유하는지 속으로 웃었다고 고백하였다. 나아가 임금의 말로 옳지 않을 때
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을 때 정조
에게까지 대우를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자, 영조께서 강태공에 비유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겠다고 고백하며 감개무량함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후손들에게는 단지 관상과 골격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경계하
고 있다. 계속된 그의 기록을 마저 보기로 한다.

  “그러나 얼굴 모습이 풍만하고 수척한 것은 오로지 양생에 달려 있으니 단지 골
격만이 부귀로 인해 크게 자라는 것은 아니다. 나는 어렸을 때 지나치게 수척해서 
사람들이 모두 요절할 것이라고 여겨 장가도 들지 못할 뻔했는데, 가정에서 교도하
여 보양을 적절하게 한 덕분에 스물이 넘어서는 혈기가 충만하고 얼굴이 풍만해서 
도리어 관상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일본에 갔을 때 우리 일행을 살펴본 자들이 대
부분 나를 두고 풍채가 으뜸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허연 수염에 홍안이라서 사람들
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수양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섭생(攝生)조차도 이러고저러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무슨 특별한 수양 방법이 
있겠는가. 다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적게 하고 기욕(嗜慾)을 줄였을 뿐이다. 
  옛사람이 말하는 ‘세 가지(술, 여색, 재물)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거의 
실천한 듯하니, 이것이 내가 내 자신을 양생(養生)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모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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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섭생(攝生)은 오히려 정력
을 소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아울러 기록하여 자손들을 경계하는 것이다.
  금상(정조)이 또 나의 얼굴을 가지고 경연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여 못난 나의 관
상이 재차 성왕(聖王)의 인정을 받았으니, 어찌 평생에 잊지 못할 은총이 아니겠는
가. 이것 또한 자손들이 대대로 전해야 할 것이다.”

  성대중은 영조와 정조 시대에 서얼(庶孽) 출신으로서 문학적 재능에 뛰어나
서 수많은 벼슬이력과 다양한 인물들과의 교유를 통해 존재를 드러냈던 지식
인이다. 문인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인들과의 교유를 통해 그의 학문과 사
유의 깊이를 더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학파 문인들에게도 영향을 주
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문인들과도 교유하며 지은 창화시(唱和詩)나 필담(筆
談)들의 기록을 볼 때, 그의 문학적 재능과 식견이 탁월했다는 것은 미루어 짐
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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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謙齋) 조태억(趙泰億:1675~1728)

1. 생애와 이력

겸재 조태억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주(楊州)이며 자는 대년(大年), 
호는 겸재(謙齋)·태록당(胎祿堂)이다. 증조부는 조존성(趙存性), 조부는 형조판
서 조계원(趙啓遠), 부친은 이조참의 조가석(趙嘉錫)이며, 어머니는 윤이명(尹
以明)의 따님이다. 조태구(趙泰耉)와 조태채(趙泰采)의 종제(從弟)인 그는 최석
정(崔錫鼎)의 문인이다.
  1693년(숙종 19) 진사를 거쳐 1702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
제하여 검열(檢閱), 지평(持平), 정언(正言)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1707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1708년에 이조정랑(吏曹正郎)
을 거쳐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역임하고, 다음 해에 철원부사(鐵原府使)로 나갔
다가 1710년에 대사성(大司成)에 오르고, 통신사(通信使)의 직함을 띄고 일본
에 다녀왔다.
  그 뒤 이조참의(吏曹參議)와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역임하였다. 1712년에 왜
인(倭人)의 국서(國書)가 격식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관작(官爵)이 삭탈되고, 문
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1714년에 다시 기용되어 이듬해 
공조참의(工曹參議)가 되고 예조참의(禮曹參議)를 거쳐 1717년에 여주목사(驪
州牧使)로 나갔다가 1719년에는 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가 되었다.
  1720년에 다시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나갔다가 1721년(경종1)에 호
조참판(戶曹參判)을 역임하고, 그 해에 대사성(大司成)과 세제우부빈객(世弟右
副賓客)이 되었다. 이어 부제학(副提學), 형조판서(刑曹判書), 지경연사(知經筵
事), 우빈객(右賓客)을 거쳐 1722년에 대제학(大提學)을 역임하였으며, 공조판
서(工曹判書)와 예조판서(禮曹判書)를 거쳐 1724년에는 호조판서(戶曹判書)가 
되었다.
  그 해에 영조(英祖)가 즉위하자, 즉위의 반교문(頒敎文)을 지었고, 병조판서
가 되었다가 출사(出仕)한지 8일 만에 복상(卜相)이 있어 이조판서 이조(李肇)
의 추천으로 우의정(右議政)에 올랐다. 같은 날 호위대장(扈衛大將)을 제수 받
았으며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1725년(영조1)에 사간(司諫) 이봉익(李鳳翼)과 지
평(持平) 유복명(柳復明) 등의 요청으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전직되었다
가 이어 삭출(削黜)되었다.
  1727년에는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다시 좌의정(左議政)에 복직되었다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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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전임하였다. 1721년에 호조참판으로 있을 때서 조태구
(趙泰耈), 최석항(崔錫恒), 이광좌(李光佐) 등과 함께 세제(世弟)의 책봉과 대리
청정(代理聽政)을 반대하여 철회시켰으며, 소론정권(少論政權)에 참여하여 크게 
기용되었다.
  영조 즉위 후에 김일경(金一鏡) 등 소론 중에 과격성향을 지닌 이들을 국문
할 때 책임관이 되었으나 위관(委官)의 직책을 편치 않게 여겨 임금에게 친히 
국문하기를 청하기도 하였다. 초서(草書)와 예서(隸書)에 능하였으며 영모화(翎
毛畵)를 잘 그렸다. 1755년에 나주괘서사건(羅州掛書事件)으로 관작이 추탈되
었다. 저서에는 겸재집(謙齋集)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2. 실록(實錄)에 보이는 조태억의 행적

겸재 조태억은 이언적(李彦迪)의 후손을 세우고, 박팽년(朴彭年)과 하위지(河緯
地)와 곽준(郭䞭)의 후손을 거두어 등용하기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렸다.

신라(新羅) 때의 여러 능(陵)이 황폐해져 풀이 무성하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마음을 상하게 만들며, 48기의 왕릉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라왕의 
시조전(始祖殿)의 경우는 곧 우리 세종(世宗) 때에 세운 것으로, 봄·가을의 중월(仲
月)에 평양(平壤)에 있는 기자(箕子)의 숭인전(崇仁殿)과 마전(麻田)의 고려 태조(高
麗太祖)의 숭의전(崇義殿)의 경우 모두 그 자손을 참봉(參奉)에 임명하여 그 제사를 
받들되 옛날 삼각(三恪)1)의 의전과 같이 하였습니다. 세종 때의 사당을 세워 치제
(致祭)한 것은 성의(聖意)를 둔 바 있는데, 왕자(王者)의 사당에 시골 사람이 일을 
맡으니, 끝내 구간(苟簡)한 데로 돌아갑니다. 만약 숭인전과 숭의전의 규례(規例)에 
의해 전호(殿號)를 게시하라 명하고, 참봉 두 사람을 차출(差出)하되, 혹은 신라왕의 
자손으로 채우거나 혹은 유식한 선비로 임명하여 관원의 복색(服色)으로 전묘(殿廟)
에 제수를 올려 제사를 모시게 한다면, 또 이들로 하여금 때때로 여러 능침(陵寢)을 
봉심(奉審)하고 추목(芻牧)을 금하게 하며, 또한 경순왕(敬順王)의 유묘(遺廟)도 보살
피게 한다면, 국가에서 경건하게 하는 도리에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다음과 같이 비답을 내려 이르기를, “상소한 내용이 진실로 매

1) 삼각(三恪): 제왕(帝王)이 선왕(先王)을 공경하는 일. 주 무왕(周武王)이 우(虞)나라의 후손(後孫)을 진
(陳)나라에, 하(夏)나라의 후손을 기(杞))나라에, 은(殷)나라의 후손을 송(宋)나라에 봉하여 삼각(三恪)
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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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마땅함을 얻었다. 전조(銓曹)와 예조(禮曹)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관(史官)은 다음과 같이 평어(評語)를 붙여 이르기
를, “영남의 문관 및 선현(先賢)의 후예들을 매번 재질(才質)에 따라 조용(調
用)하도록 하였으나 정관(政官)이 색목(色目)에 구애받고 또 사사로운 청탁(請
托)을 따라 끝내 실효가 없었으며, 조태억의 소청(疏請)도 또한 빈말로 돌아가
고 말았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내용은 역경종실록하
경종1년 5월 11일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역실록(實錄)하에 보이는 또 다른 기사 내용이 있는데, 그가 통신사의 
임무를 띠고 일본에 가서 국서(國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 문외
출송되(門外黜送되)기까지의 전말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통신사(通信使) 조태억(趙泰億) 등 세 사람이 의금부(義禁府)에 공초
(供招)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

범휘(犯諱)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은 차라리 우리 쪽에서 먼저 고쳐 잘못을 저 사람들
에게로 돌려서 저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했어야 할 것이었으며, 서식(書式)을 고쳐 
보내는 한 가지 사실은 차라리 이번의 고치기를 청하는 단서(端緖)로 인하여 우리 
쪽에서 추환(推還)하여 먼저 고쳐서 체면의 손상과 모욕이 돌아오지 않게 했어야만 
하였습니다. 대마 도주(對馬島主)에게 글을 보내어 서로 더불어 적절하게 처리한 뒤
에 치계(馳啓)하여 품청하였으니, 국서의 추환은 우리 쪽에서 먼저 발(發)한 것이지 
본디 저 사람들이 물리쳐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왜인(倭人)의 성품은 이상하여 반드시 굳게 고집함을 능사로 삼아 필경 비례(非
禮)로 몰아내고 쫓아냄을 면하지 못할 경우 향후의 조치가 또한 깊이 염려스러웠으
니, 어찌 돌아가는 기일의 더디고 빠름을 계교(計較)하여 힘써 다투지 않았겠습니
까. ‘겁을 내었다.’느니,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였다.’느니 하는데 이르러서는 실로 
지극히 원통합니다. 문목(問目) 가운데 전후의 장계(狀啓)에 조금도 인구(引咎)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은 원래 스스로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조태억이 일본에 가서 국서를 전달하려 하자, 일본 
측에서 격식이 맞지 않는다고 트집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자, 당당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온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하여 해명한 내용
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임금의 비답은 “형벌을 쓰지 말고 의논하여 처리하
라.”고 명하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김우항(金宇杭)과 황흠(黃欽), 동의금부
사(同義禁府事) 남치훈(南致熏) 등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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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한 국서(國書)를 추환(推還)하고 멀리서 조정(朝廷)에 계품하여 고치기를 청
한 것은 이미 전대(專對)의 책임을 잃었으며, 서식(書式)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잘
못이 저 사람들에게 있으니 마땅히 죽기로써 다투어서 회청(回聽)을 기약해야 했는
데 이렇게 하지 않고 경솔하게 먼저 돌아왔으니, 왕명(王命)을 받들고 사신으로 가
서 실직(失職)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문(法文)에 꼭 들어맞는 근거할 만한 
율(律)이 없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실 것을 품청합니다.”

 이 의견에 대한 임금의 비답 역시 “대신(大臣)에게 물으라.”고 명하였다. 이에 
다른 대신들이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다. 그 중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서종
태(徐宗泰)와 이이명은 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옛 서식(書式)을 따름은 이치가 곧고 말이 바르니, 반드시 밝게 깨우치고 힘써 다
투어서 그 회청(回聽)을 기약하여야 마땅한데도 그 강박(强迫)에 의해 돌아왔고, 경
솔하게 강호(江戶)를 떠나 쟁변(爭辨)할 길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식은 중대한 것
인데도 사신은 이에 있어 생각이 잘못되어 마침내 막중한 국서(國書)를 이미 전하였
다가 도로 가지고 돌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저 사람들의 뜻이 모만(侮慢)에서 나오
지 않았다고 이를 수 없고, 나라의 체통이 지극히 손상되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청
컨대 정법(情法)을 참작하여 감죄(勘罪)하소서.”

다른 대신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창집
(金昌集)은, “사신의 장계(狀啓)에 ‘왜인의 말이 ｢만약 끝내 가지고 가고자 하
지 않는다면, 이미 받은 국서는 우리나라로 돌려보내고 이미 바친 국서는 받아 
가지고 조선(朝鮮)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하였으니, 이제 어찌 추환(推還)의 
일이 우리 쪽에서 먼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줄곧 엄체
(淹滯)하여도 결코 회동(回動)의 형세가 없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사신의 
일이 엄체됨은 하루가 급하다.’고 하였으니, 염려하는 바가 유체(留滯)에 있었
음을 또한 어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비록 왜인과 왕복(往復)하기는 했
지만 그 왕복한 것은 사흘을 넘지 않았으니, 또한 귀로(歸路)에 오르기에 급하
였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미의 죄의 경중(輕重)을 의논함에 
있어서는 인혐(引嫌)하여 의견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 의견에 대한 
임금의 비답은, “판중추부사 서종태의 의논이 바로 내 뜻에 맞다.” 하고, 아울
러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라고 명하였다. 이것이 
조태억에 대한 문외출송(門外黜送)의 전말이다. 이 내용은 역숙종실록(肅宗實錄)
하38년 3월 27일(경술)조에 그 자세한 기사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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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태억의 음악과 그림에 대한 예술성

겸재 조태억이 음악(音樂)에 대하여 문답한 글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역좌간필
어(坐間筆語)하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
책. 활자본이다. 겸재가 1711년(숙종37) 통신사 정사(正使)로 일본에 갔을 때
에 연회에서 연주된 음악(燕樂)에 대하여 아라이(新井白石)와 문답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 책머리에는 스즈키(鈴木公溫)와 무로(室鳩巢)의 서문이 있
다. 당시에 통신사절은 정사 호조참의 조태억, 부사 사복시정 지제교(司僕寺正
知製敎) 임수간(任守幹), 종사관(從事官) 행병조정랑지제교(行兵曹正郎知製敎) 
이방언(李邦彦) 등이었다. 이들은 이 해 5월에 길을 떠나서 이듬해 3월 서울에 
돌아왔다. 이때의 기록으로는 이 역좌간필어하 말고도 역강관필담(江關筆談)하과 
부사 임수간의 역동사일기(東槎日記)하, 압물통사(押物通事)로 따라갔던 김현문
(金顯門)의 역동사록(東槎錄)하등이 이 책에 함께 편집되어 있다.
  당시 1709년에 일본에서는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의 5대 장군 도쿠가와 쓰
나요시(德川綱吉)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가 뒤를 이었다. 그래서 
통신사를 보내게 되었던 것인데, 1711년 11월 3일에 유자(儒者)로서 도쿠가와 
이에노부의 고문이었던 아라이가 우리 사신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이 자
리에서 일본 측은 특별히 고악(古樂)을 연주하였던 것이다. 그 곡명은 <진모
(振鉾)>, <삼대염(三臺鹽)>, <장보악(長保樂)>, <앙궁악(央宮樂)>, <인화악(仁和
樂)>, <태평악(太平樂)>, <고조소(古鳥蘇)>, <감주(甘州)>, <임가(林歌)>, <능왕
(陵王)>, <납증리(納曾利)>, <장경자(長慶子)」 등의 12곡이다.
  역좌간필어하에는 아라이가 12곡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신들
이 그것에 대한 느낌이나 의문점을 제시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 
<장보악>에 대하여 아라이는 “이는 고려부(高麗部)의 음악입니다. 귀국(貴國)에 
지금도 이 악무(樂舞)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조태억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 12곡 가운데에 고려부 음악은 모두 다섯 곡이다. <장보
악>을 비롯하여 <인화악>, <고조소>, <임가>, <납증리> 등이 그것이다. 조태
억의 기록[輯]’으로 되어있는 역강관필담하은 이틀 뒤인 1711년 11월 5일에 아
라이가 우리 사신 숙소를 방문하였을 때에 풍속과 세계 정세 등에 대하여 필
담을 나눈 내용이다.
  그리고 겸재는 동시대 인물인 정선(鄭敾)과 같은 호를 쓰고 있으며, 특히 초
서(草書)와 예서(隸書)를 잘 썼으며, 영모(翎毛)를 잘 그렸다고 하는데,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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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유일하게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의 작품이 있는데, 미술관의 설명 자료에 의하면 이 그림은 1970에 개인 수
집가의 기증에 의해 현재의 미술관에 소장하게 되었다는 간단한 해설이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의 작품은 대단히 드문 편으로 간송미술관이 소
장하고 있는 그의 제발(題跋)이 있는 화훼도가 한 점 있으며, 작가가 일본 통
신사로 갔을 때 남긴 기마인물도가
현재 한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도이고, 통신사로 갔을 때 일본화
가 가노츠네노부가 그린 그의 초상화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본 담채화로써 세로가 긴 축형의 그림으로 상단에 둥근 보름달이 떠 있고 
그 아래로 청록색의 바위에서 자라난 한 나무가 하얀 꽃을 활짝 피웠으며, 바
위 아래에는 대나무 잎이 외곽을 두르는데 그 속에 토끼 두 마리가 함께 앞을 
보고 있고, 토끼와 함께 붉은 색과 푸른색의 꽃도 함께 피어있는 아름다운 모
습이다. 그리고 그림 안에 들어 있는 화제(畫題)를 옮겨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옥토끼가 나란히 앉아 밝은 달 바라보니 玉兎並往閒望月
맑은 기운 호흡하며 달의 정신 느껴보네 呼吸淸氣月精神

달은 현 치세의 임금을 상징하는데, 제화 글에서 보름달이 둥실 떠서 맑은 기
운을 호흡한다고 하였으니 임금의 치세가 온 세상에 골고루 미치는 태평성세
의 시대임을 말하고 있으며 바위의 꼭대기와 달 사이에 보이는 벌은 ‘봉(奉)’의 
의미가 있어 임금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뜻이 있다. 바위는 청록의 푸른빛을 
가하고 작은 태점으로 이끼의 모습이 장식되어 있는데, 바위 자체는 오랜 세월 
또는 장수의 의미가 있으면서 바위의 푸른색은 오행(五行)의 의미로 볼 때 인
(仁)의 뜻이 있고, 바위 밑에서 자라난 한 줄기의 나무에 활짝 핀 흰색의 꽃은 
의(義)의 뜻이고 그 바위 주변에 대나무 잎이 드러나 있는 것은 올곧은 지조와 
선비의 기상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두 마리의 토끼는 부부애와 갈라진 입술에
서 다산(多産)의 기원 그리고 토끼 주변의 붉은색과 푸른색의 꽃은 음양(陰陽)
의 조화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이 그림은 회갑이나 고희를 맞이한 가까이 있는 벗에게 선물한 그림으로써 ‘성
격이 곧고 인의(仁義)를 갖추었으므로 주상(主上)의 명을 받들고, 부부가 서로 
뜻을 화합하여 오랫동안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축원의 그림으로 증정된 작품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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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아래 인터넷 주소의 블로그에
서 인용해 온 것인데, 화제의 내용은 다
소 수정을 가하였다는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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