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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풍김씨 김육가문 기증자료

《청풍김씨 김육가문 기증자료 보고서》를 내면서

실학박물관은 실학 관련 유물을 연구·조사하고 나아가 기증·기탁받는 사업을 진행해 왔

습니다. 실사구시 정신의 추구로서, 현실대응의 개혁적 고뇌로서, 민족적 자아의, 역사적 의

미를 갖는 실학과 그 유물은 대체로 옛 문헌들입니다. 박물관은 이들 유물의 원형을 보존하

고 아울러 체계적으로 정리·간행하므로써 관계 분야 연구자와 일반 대중들에게 실학 관련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잠곡 김육 선생의 후손인 김성구 옹을 비롯한 문중 대표들이 뜻을 모아 가전되어

온 소중한 유물들을 실학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잠곡 김육은 대동법의 시행으로 조선시대

가장 큰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분입니다. 후손들은 이와 같은 실학의 선구자 김육 선생

의 선구자 삶과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금번 발간하는 《청풍김씨淸風金氏 김육가문金堉家門 기증자료보고서》는 청풍김씨 잠곡潛谷 김

육金堉 선생 가문에서 소장되어 왔던 전적류와 고문헌, 회화 예술품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성

격을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실학박물관에 기증된 청풍김씨 김육 가문 기증유

물은 회화예술품으로 김육 선생의 초상이 4점, 김석주 선생 초상 1점, 김시묵 선생 초상 1점

을 포함하여, 잠곡 김육의 친필 유고와 수택본 문집 등을 포함한 고문헌 140점, 교지 및 고

문서 269점입니다. 

청풍김씨 김육 가문이 기증한 자료들은 김육 및 그 후손들의 학문과 사상, 행적과 정치활

동을 살피는데 유용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육의 후손들은 조선후기 정치·

사상·문학 등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는데, 특히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자임하며 안민균역安民均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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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책에 고심하였고, 대동법 시행, 동전의 유통, 부세의 이정釐正 등의 개혁을 주도하였습니

다. 이러한 김육 선생의 학술과 실천은 변화와 전범典範의 공존과 균형을 추구한다는 가문의

학풍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따라서 기증자료들은 청풍김씨라는 한 가문의 가장 문서로서의 가치를 넘어 이분들이 활약

하였던 조선후기의 역사상을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사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자료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17세기부터 한말에 이르는 조선의 정치·사상사·사회·문화·문학사의 다양한 면모가 더욱

밝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귀중한 소장유품을 기증하여 이 책의 발간을 가능하게 해 주신 김성구 선생을 비롯하여 후

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와 해제 원고를 맡아 기증 유물의 성격과 의미를

밝혀주신 김정신 선생(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정은주 선생(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일을 진행한 박물관 관계자의 노고도 아울러 치하합니다.

2012.12.

실학박물관장 김시업 삼가.

3청풍김씨 김육가문 기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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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풍김씨 김육가문 기증자료

해제1

[총설] 청풍김씨 잠곡 김육가문의 기증자료와 성격

Ⅰ. 청풍김씨 잠곡 김육 가문의 세계世系

청풍김씨 잠곡 김육 가문의 기증 자료에는 김육 및 그 후손들의 문집과 족보, 묘지墓誌 및 행장류, 그리고 기타 가

장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김육 가문의 세계世系에서 종가宗家는 김육-김좌명-김석주-김도연-김성하로 이어진다. 김육의 둘째 아들인 청

풍부원군 김우명의 후손들 또한 차종次宗을 이루며 계파를 이어가는데, 김우명 이후 행해진 몇 번의 입후入後로 크게

3파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셋째 아들 김석연의 장남 김도제와 삼남 김도영은

김우명의 장남 김만주와 차남 김석익에게 각각 입후되었다. 또한 김도영의 손자이자 김성응의 아들인 김시묵은 김도

제의 아들인 김성집에게 입후되었다. 이에 김우명의 계통은 김우명金佑明-김만주金萬冑-김도제金道濟-김성집金聖集-김

시묵金時黙-김기대金基大-김종선金宗善-김익철金益哲-김원식金元植-김유행金裕行·김유성金裕成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학박물관에 기증된 김육 가문의 기증 자료는 김우명의 계통을 잇는 후손들의 문서가 대부분이다. 특히 김육, 김

우명, 김석연, 김도영, 김성응, 김시묵, 김기대, 김종선, 김원식, 김유행, 김유성 등 김우명 계통의 본가[양가養家]와 생

가를 아우르는 이들의 문집, 족보, 행장 및 기타 가장 문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Ⅱ. 기증 자료의 분류

1. 회화류

회화분야에는 주목되는 작품들이 있다. 우선 견본채색의 <영의정잠곡김문정공화상領議政潛谷金文貞公畵像>(호병胡炳 작,

1637년)은 녹색단령에 사모를 착용한 김육金堉(1580~1658)의 전신교의좌상이다. 잠곡 김육이 1636년 성절천추진하사로

명에 갔을 때 중국 화원을 통해 제작한 것으로 그의 58세 초상으로 추정된다. 

조선중기 일반 문인들의 초상이 9분면의 측면상인 것과 달리 정면 전신상이고, 학정금대와 녹색 단령에 운학문 흉배가

넓다. 얼굴은 훈염법暈染法을 사용하여 붓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마마로 얽은 흉터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잠곡김문정공소상潛谷金文貞公小像»

견본채색 작품으로 소나무 아래 용관에 학창의를 입고 서있는 수하인물도樹下人物圖이다. 일명 ‘송하한유도松下閒遊圖’라고

도 한다. 호병이 그린 다른 김육의 초상 2점을 비교할 때, 얼굴상에서 정면상과 8분면상, 복식에서 관복과 학창의, 초상의

규모에서 대본과 소상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대동소이하다. 

《영의정잠곡김문정공소진領議政潛谷金文貞公小眞»

이 작품은 견본 채색으로, 맹영광孟永光이 그린 김육의 초상이다. 두 점의 김육 초상과 달리 소규모의 화첩으로 꾸며졌다.

김정신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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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풍김씨 김육가문 기증자료

김육 초상은 전신이 아닌 흉상으로, 양각이 귀밑으로 늘어진 사모에 청색 편복을 입은 모습이다. 김육은 병자호란 이후

1643년 12월부터 1644년 7월까지 심양관에서 소현세자의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으로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난 남경 출신의

한인 화가 맹영광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초상화를 그려 주었다

«김석주金錫胄초상»

견본채색으로, 복을 입은 김석주金錫胄(1634~1684)의 전신교의좌상이다. 비교적 어두운 얼굴빛에 각진 얼굴, 넓은 이마,

짙은 눈썹, 두툼한 입술의 이목구비는 선묘가 주가 되었고 음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족좌대 위에는 민무늬 돋자리가

깔려 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 초상화풍을 반영하였다. 

작자가 초병정으로 추정되는데, 중국에 들어온 서양인 선교사를 통해 서양화법을 배워 인물뿐만 아니라 산수·누각을 잘

그려 원근·명암·음영·농담과 채색 등 다방면에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김석주가 그의 초상화에서 간

취되는 서양화법적인 명암법과 채색법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생소한 요소였을 것이다. 조선 초상에서는 표피를 교의 위에

덮어 늘어뜨리던 것과 달리, 호피를 깔았고 호피 머리가 족좌대 아래에 깔린 점이 특이하다. 이렇듯 당시 조선의 초상화

풍과 다소 차이를 보여 이 작품을 초병정이 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시묵초상»

견본채색으로 조선후기 시복본 초상 중 18세기 후반 이후 본격화된 얼굴 육리문 묘사가 보이지 않고, 섬세한 입체감이 보

이지 않는다. 복식에서도 18세기 후반 이후 시복본 초상에서 일반화된 깊이 파인 단령과 오사모 아래 선명한 망건의 묘사

등과 달리, 단령 깃은 깊게 파이지 않았으며, 오사모 아래는 망건의 아랫단이 살짝 그러나 있는 점도 차이를 보인다.  

«갑회첩甲會帖»

필사본 «갑회첩»은 김육을 비롯하여 경진년 즉 1580년에 태어난 동갑 계모임을 기념하여 제작된 계회첩이다. 일반적인

축 형식의 계회도가 아닌 첩 형식으로 제작되어 주목된다. «갑회첩» 앞면 구성은 강석기가 쓴 발문, 계회도, 경진동갑계

모임에 참석한 인물 13명의 좌목, 다음으로 1641년 2월 김육이 쓴 계회 서문이 차례로 있다. 

2. 문집류

1) 일반 문집류

《청풍세고淸風世稿》

김육이 그의 6대조 김질金耊, 5대조 김숙필金叔弼, 고조高祖 김식金湜, 증조曾祖 김덕수金德秀, 증숙조曾叔祖 김덕기金德器·김

덕무金德懋, 선군자先君子 김흥우金興宇 등 직계 선조와 증숙조曾叔祖, 숙부叔父 등의 시문을 모아 간행한 문집文集이다.

《요람要覽》 

김육金堉1580∼1658의 상소문 모음으로, 청풍김씨淸風金氏 가문에서는 ‘문정공文貞公 수고手稿’로 세전世傳되며 가보家寶

로 보관해 왔다. 

1) 초병정焦秉貞: 초병정은 자는 이정(爾正), 산동(山東) 제녕(濟寧) 사람이다. 그는 궁정화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흠천감(欽天監) 오관정(五官正)을 지냈다. 장경의

《국조화징록》에 의하면 인물화를 잘 그렸으며, 위치의 원근과 크기와 대소와 상관없이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는데, 대개 海西法이라 하였다. 여기서 해서법은 서

양화법으로 구륵선묘를 사용하지 않고 명암법과 초점투시를 사용한 것이었다.(우안란于安瀾, 《화사총서畵史叢書》 상해인민미술출판사上海人民美术出版社,

19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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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부원군운율淸風府院君韻律》

잠곡潛谷 김육金堉이 1636년 연행燕行을 다녀오며 지었던 시모음집이다. 집안 대대로 《청풍부원군운율淸風府院君韻律》로

전해져 온 것으로 보아 김육의 아들인 청풍부원군 김우명이 모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잠곡유고潛谷遺稿》에

실려 있는 1636년 사행시들은 《운율》을 저본으로 하여 취사선택한 것이다.

《가승家乘》

《청풍김씨가승淸風金氏家乘》의 제 7권으로, 김육의 소차疏箚를 필사한 것이다. 내제는 《영의정부군잠곡유고領議政府君潛谷

遺稿》하下이며, 김육이 영의정이 되어 본격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던 1654(효종 5)~1658(효종 9) 9월 4일 졸할 때까지

의 상소·차자를 연대순으로 배열하였다.

《청풍가승淸風家乘》

《청풍김씨가승淸風金氏家乘》의 제 8권으로, 김우명의 시·소차疏箚·제문 등을 필사한 것이다.

《소차수록疏箚隨錄》 

청원부원군淸原府院君 김시묵金時黙(1722 ∼1772)의 상소문과 춘방春坊의 서연書筵 일부를 모아놓은 책이다. 

《학해고퇴學海敲推》

김원식金元植(1823∼1881)의 문집이다. 권수 구분 없이 1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문詩文, 제문祭文, 발문跋文, 상소문上

疏文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거문초公車文抄》

고종대 올린 김원식金元植(1823∼1881)의 상소문을 모은 것이다. 1875년(고종 12)부터 1881년(고종 18)까지의 상소를

연대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구당수기矩堂隨記》

김원식과 그의 아들 김유행의 상소문·시문 등을 모아 놓은 책이다.

《하산수초夏山手抄》 

김유성金裕成의 상소문을 수초하여 모은 것이다.

《운양속집雲養續集》 

한말韓末의 경세가經世家이자 문장가文章家인 김윤식金允植(1835~1922의 문집이다.

2) 시집류

《단헌창수檀軒唱酬》 

김기대金基大(1738~1777)가 몇몇 지인들과 수창한 시를 권수의 구분 없이 1책으로 묶은 창수집이다.

《문술영언文述詠言》 

김원식金元植(1823~1881)이 지은 시들을 1892년 고종 29년에 모아 두 번째로 등사한 시집이다.

《시술재만초時述齋漫抄》 

1858년(철종哲宗 9)부터 1866년(고종高宗 3)까지 그 사이에 지은 시들을 모아 1873년(고종 10), 그의 나이 43세에 등

사한 김원식金元植의 시집 1책이다. 석실병인본石室丙寅本이다. 

《요하재소초聊下齋小鈔》

학해學海 김원식金元植(1823~1881)의 시를 모아 엮은 시집이다. 시체詩體의 종류에 따라, 고시古詩는 오언고시五言古詩

와 칠언고시七言古詩로 나누어 수록하였고, 근체시近體詩는 오언율시五言律詩와 칠언율시七言律詩 그리고 오언절구五言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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句와 칠언절구七言絶句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홍두암잡영紅荳盫雜咏》 

학해學海 김원식金元植(1823~1881)이 지은 시집이다.

《초정소초草庭小鈔》

학해學海 김원식金元植(1823~1881)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집으로, 대체로 속세를 멀리하고 청명淸名을 갈망하면서 조용

한 삶 속에서 자족과 관조 그리고 여유를 추구하는 시풍을 보여주고 있다. 

《하산시사연집夏山詩社聯集》 

김유성金裕成(1849~?)이 하산시사夏山詩社라는 청향각淸香閣 시모임에서 읊은 시들을 해행체楷行體로 필사筆寫하여 엮은

시집이다. 

3. 족보류

《청풍김씨족보淸風金氏族譜》

문정공文貞公 김육金堉이 1637년(인조 15) 최초로 편수한 청풍김씨淸風金氏 족보이다. 필사본이고 1638년 간행되기 이

전의 초고로 보인다. 옥하관玉河館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옥하보玉河譜’라고도 하며, 정축년丁丑年에 만들어 졌다하

여 ‘정축보丁丑譜’라고도 한다. 다음 해인 1638년에 김인金寅이 주관하여 인쇄 간행하였다.

《청풍김씨세계》 

청풍김씨의 족보를 한글로 필사한 것이다. 세계별世系別 관직官職, 추증된 관작과 시호, 생일과 기일, 묘소의 위치, 생

전의 언행言行과 사적史績의 대략이 갖추어져 있다.

《청풍김씨세계淸風金氏世系》

김유행金裕行이 작성한 청풍김씨의 족보이다. 

《팔고조八高祖》

김기대金基大와 김종선金宗善이 종통宗統을 이은 본가本家와 생가生家의 족보를 기록한 것으로, 필사본이며 수진본이다.

이 족보에서 김종선은 청풍김씨의 세계와 조부의 외가 완산完山 이씨李氏 , 부의 외가 의녕宜寧 남씨南氏 , 조모의 외가

함양咸陽 여씨呂氏, 증조부의 외가 완산完山 이씨李氏의 세계世系를 차례로 기록하고 있다.

《양가기일兩家忌日》 

단헌檀軒 김기대金基大(1738∼1777)를 시점으로 양가養家·생가生家·외가外家 선조들의 생일과 기일을 기록한 것이다.

성명은 없이 생전의 관직이나 추증 관직만을 기록하고 있다. 

《청풍김씨종계좌목淸風金氏宗契座目》

1891년(고종 28) 10월에 작성된 함경도 청풍김씨 종계宗契의 절목節目과 좌목座目이다. 당시 영흥부사로 있던 하산夏山

김유성金裕成이 발의하고 전진사前進士 김동신金東臣이 서문을 썼다. 

4. 묘지墓誌 및 행장行狀류

《묘지墓誌 행장行狀》·《문정공묘지文貞公墓誌》·《묘지墓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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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趙絅이 작성한 김육(1580∼1658)의 묘지명墓誌銘과 장남인 김좌명金佐明이 작성한 김육의 가장家狀이다. 김육의 세

계世系와 관작官爵, 언행言行과 사적史績의 대략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내용으로 갖추어져 있다. 특히 《문정공묘지文貞公

墓誌》는 장남인 충숙공忠肅公 김좌명金左明의 친필 필사본으로 판단된다.   

《만사제문挽詞祭文》

문정공文貞公 잠곡潛谷 김육(1580∼1658)에게 올려진 만사挽詞와 제문祭文을 모아 놓은 책이다.

《충익공시장忠翼公諡狀》 

김석주가 숙부인 청성부원군 김우명(1619∼1675)의 시호를 청하기 위해 작성한 시장諡狀이다. 시장 앞머리에는 “시법

諡法에 몸의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임금을 섬기는 것을 ‘충忠’이라 하고 사려思慮가 깊고 먼 것을 ‘익翼’이라 한다[諡法,

危身封上曰忠, 思慮深遠曰翼]”라 하여 ‘충익忠翼’의 시호가 추증되었음이 부기附記되어 있다. 

《덕은부부인행장德恩府夫人行狀》 

청풍부원군 충익공忠翼公 김우명(1619∼1675)의 부인인 덕은부부인德恩府夫人 은진 송씨恩津宋氏의 행장이다. 

《선고행장先考行狀》 

김도영의 둘째 아들인 김성응의 의뢰로 오원吳瑗이 지은 김도영金道泳의 행장이다.

《좌찬성묘갈左贊成墓碣》 

김도영의 아들인 김성하金聖廈·김성응金聖應 형제의 청에 따라 지수재知守齋 유척기兪拓基(1691∼1767)가 지은 김도영

金道泳의 묘갈명墓碣銘이다.

《선조고신도비명先祖考神道碑銘》

미호渼湖 김원행金元行이 지은 김성응金聖應(1699∼1764)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한글로 필사한 것이다. 《선조고신도비명

先祖考神道碑銘》이라는 제목으로 보아 김성응의 손자인 김기대金基大의 대代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家狀》 

정익공靖翼公 김시묵金時黙(1722∼1772)과 그의 부인인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의녕남씨宜寧南氏의 행장과 묘지명을 합철

하여 엮은 것이다. 

《단헌공행장檀軒公行狀》

아들인 김종선金宗善이 지은 단헌檀軒 김기대金基大(1738∼1777)의 행장이다. 김기대의 자는 백풍伯豊이고, 청풍부원군

淸風府院君 김우명金佑明의 현손玄孫이자 청원부원군淸原府院君 김시묵金時黙의 아들이다. 

《묘표墓表》 

공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오재순吳載純(1727~1792)이 찬撰한 단헌檀軒 김기대金基大(1738∼1777)의 묘표墓表이다.

《유이주묘지柳爾冑墓誌》

김종선金宗善이 찬撰하고 조석정曺錫正·신위申緯가 쓴 유이주柳爾冑의 묘지墓誌이다.

《청수김공묘지명淸修金公墓誌銘》·《백천군수금군묘지명白川郡守金君墓誌銘》

홍직필洪直弼이 찬撰한 김종선金宗善1766∼1810)과 김익철金益哲(1804~1829)의 묘지명墓誌銘이다. 홍직필洪直弼은 김종

선의 벗이자 김익철의 스승이다.

《가장家狀》 

장남 김유행金裕行이 지은 학해學海 김원식金元植(1823∼1881)의 가장家狀이다. 

《시장諡狀》

1888년(고종 25) 9월, 학해 김원식에게 시호를 내려주기를 청하는 시장諡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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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문서류

《입조연기立朝年記》 

김기대金基大의 관력官歷을 편년체 방식에 따라 기술한 책이다.

《종환록從䆠錄》

김기대金基大의 관력官歷을 편년체 방식에 따라 기술한 책이다. 내제는 ‘치반록齒班錄’으로 되어 있다. 

《입관록立官錄》

입관立官의 기록과 상소문을 모아둔 책으로, 이 책은 김유행金裕行의 관력官歷을 편년체 방식에 따라 기술한 책이다.

첫 장과 둘째 장에 1892년(고종 29) 이조참의吏曹參議에 제수되었을 때 김유행이 올린 〈사이의소辭吏議疏〉가 기록되어 있다.

《진신내외안縉紳內外案》

이 책은 1894년(고종 31) 당시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의 관리 명단을 기입한 것이다. 먼저 품계별·관청별 표를 작성하

고, 각 관청마다 다시 관직별로 세분한 표 위에 성명을 기록한 종이를 붙이는 형식을 취했다. 먼저 내직의 명단을 적

고, 같은 형식으로 다음에 외직으로서 각 도의 관원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영흥읍총永興邑摠》 

1890년(고종 27) 11월에 작성된 함경도 영흥부永興府의 읍총邑摠이다. 1890년(고종 27) 10월 김유성金裕成이 함경도 영

흥부永興府의 부사府使로 임명되었을 당시 영흥부永興府의 지리·재정·군軍·결結 등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위유등록慰諭謄錄》

1890년(고종 27) 함경도 지방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위유사慰諭使로 파견된 김유성金裕成이 직무를 행하며 조정에 올린

보고서와 주무 관서의 보고서 등을 모아 기록한 등록謄錄이다.

《함경도위유사비문咸鏡道慰諭使碑文》 

1890년(고종 27) 관북 지방에 큰 홍수가 들었을 때, 이 지역 백성들이 함경도 위유사로 휼전恤典을 베풀었던 김유성의

업적을 칭송하고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문의 탁본이다.

《양주강희사십년무자십이월일미공면수진궁전답양안등서楊州康熙四十年戊子十二月日尾孔面壽進宮田畓量案謄書》

1708년(숙종 34)에 양주목 미공면에 있는 수진궁 소속 전답의 토지문서인 ‘양안’ 중에서 김육金堉 집안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록하여 발급한 문서이다. 

《무인10월일평구미공면추수戊寅十月日平邱尾孔面秋收》

김육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평구와 미공면의 추수기이다. 이 문서는 논과 밭을 분리하여 작성하였으며, 논은 지역별

마을 명칭을, 밭은 사람 이름을 붙여 구분하고 있다. 

Ⅲ. 기증 자료의 성격과 의의

기증 자료들에는 청풍김씨 김육 가문의 학풍과 정치사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많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회화류이다. 호병胡炳이 1637년에 그린 <영의정잠곡김문정공화상領議政潛谷金文貞公畵像>과 <잠곡

김문정공소상潛谷金文貞公小像>은 조선중기 일반 문인들의 초상이 9분면의 측면상인 것과 다르며 흉배의 배경 문양이

화려한 서운과 모란인 것과 차별되며, 조선중기 초상화에서 보이는 인위적인 각이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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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孟永光이 1644년에 그린 김육의 초상인 <영의정잠곡김문정공소진領議政潛谷金文貞公小眞>은 얼굴 음영과 쌍꺼풀이 있

는 눈까지 매우 자연스런 훈염법을 사용하였으며 호병의 초상과 비교할 때, 얼굴에 얽은 자국을 그리지 않았고, 콧대

와 미간을 선으로 처리하여 차이를 보인다. 김석주金錫胄(1634~1684)의 전신교의좌상인 <김석주초상>은 중국에 들어

온 서양인 선교사를 통해 서양화법을 배워 인물뿐만 아니라 산수·누각을 잘 그려 원근·명암·음영·농담과 채색

등 다방면에 재능을 갖춘 인물초병정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 초상화풍을 반영하였다. 그

린 김석주의 초상은 17세기 후반 조선 초상화에서 요구되는 핵심적 요소가 무엇이며, 서양화법적 요소에 대한 당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김시묵초상>은 견본채색으로 조선후기 시복본 초상 중 18세기 후

반 이후 본격화된 얼굴 육리문 묘사가 보이지 않고, 섬세한 입체감이 보이지 않는다. «갑회첩甲會帖»은 김육을 비롯

하여 1580년에 태어난 동갑 계모임을 기념하여 제작된 계회첩이다. 일반적인 축 형식의 계회도가 아닌 첩 형식으로

제작되어 주목된다. 

다음으로, 문집류 자료는 일반 문집과 시집이 다양하게 포괄되어 있다. 김육의 소차를 수록한 «요람要覽»·«가승

家乘», 김우명의 시·소차疏箚·제문 등을 필사한 «청풍가승淸風家乘», 김시묵金時黙의 상소문과 춘방春坊의 서연書筵

내용이 포함된 «소차수록疏箚隨錄», 김원식의 문집인 «학해고퇴學海敲推»와 상소문 모음 «공거문초公車文抄», 김원

식과 김유행의 상소문·시문 등을 모은 «구당수기矩堂隨記», 김유성金裕成의 상소문을 수초한 «하산수초夏山手抄»,

한말韓末의 경세가經世家이자 문장가文章家인 김윤식金允植(1835~1922)의 문집인 «운양속집雲養續集» 등은 17세기부터

한말에 이르는 조선의 정치사·사상사·사회사를 다양한 양상으로 보여준다. 

시집류의 경우 김기대의 «단헌창수檀軒唱酬», 김원식의 «문술영언文述詠言»·«시술재만초時述齋漫抄»·«요하재소

초聊下齋小鈔»·«홍두암잡영紅荳盫雜咏»·«초정소초草庭小鈔», 김유성의 «하산시사연집夏山詩社聯集»은 18세기 말

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조선후기 시풍의 흐름과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시문집들이다. 특히 김원식의 시문집들은 종래의

근체시는 물론 악부시나 고풍古風 나아가 변풍變風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곧 변화와 전범을 동시에 추구하

였던 김육 가문의 학풍이 시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청풍세고淸風世稿»의 경우 김육이 그의 6대조 김질金耊 이하 직계 선조와 증숙조曾叔祖·숙부叔父 등의 시문을

모아 간행한 문집文集으로, 문집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세고世稿로서만 전해지는 시문이 시문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문학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특히 «청풍부원군운율淸風府院君韻律»은 잠곡潛谷 김육金堉이 1636년 연행燕行을 다

녀오며 지었던 시모음집으로 현재 출간된 «잠곡유고潛谷遺稿»에 실려 있지 않은 시들이 다수 실려 있다. 1636년 김

육의 사행의 전모를 살필 수 있는 사행문학의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문본과 한글본, 간행본과 필사본, 수진본 등 다양한 형태의 족보가 포함되어 있는 족보류를 통해서는 청풍김씨의

전체 세계世系를 포함, 김육 가문의 혼인 관계, 입후入後 관계, 친족관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육이 주도하여 1638년

간행된 청풍김씨족보는 그 작성 단계에서부터 서울에 세거한 계파와 향촌에 세거하는 계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

진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김육·김우명·김도영·김성응·김시묵·김기대·김원식에 대한 만사挽詞·제문祭文, 묘지墓誌, 행장行狀,

시장諡狀 등에는 김육 가문의 세계世系는 물론 해당 인물의 언행言行과 사적史績, 교유 관계, 당대의 정치적 상황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입관록立官錄»·«종관록從官錄»·«입조년기立朝年記»·«진신내외완縉紳內外案»

등은 고종대 정부의 인사운영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위유등록慰諭謄錄»·«영흥읍총永興邑摠»

·«추수기秋收記»·«양안量案» 등은 조선후기 사회경제사를 살필 때 유용한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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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김씨 김육 가문이 실학박물관에 기증한 자료들은 김육 및 그 후손들의 학문과 사상, 행적, 정치활동을 살피는

데 유용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김육의 후손들은 조선후기 내내 정치·사상·문학 등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

다. 특히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자임하며 ‘안민균역安民均役’의 방책에 고심하였고, 대동법, 동전의 유통, 부세의 이정釐

正 등의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피폐해진 민생의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김육의 학풍은 변화와 전범의 공존과

균형을 추구한다는 가문의 전통으로 그대로 이어져 왔다. 기증 자료들에는 이러한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

가문의 자료들은 청풍김씨라는 한 가문의 가장 문서로서의 가치를 넘어 이들이 활약하였던 조선후기의 역사상을 다

양하고 역동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사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들 자료에 대해 보

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17세기부터 한말에 이르는 조선의 정치사·사상사·문학사의 다양한 면모가 더욱 밝

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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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류

<영의정잠곡김문정공화상領議政潛谷金文貞公畵像>

<잠곡김문정공소상潛谷金文貞公小像>

<영의정잠곡김문정공소진領議政潛谷金文貞公小眞>

<김석주초상>

<김시묵초상>

《갑회첩甲會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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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류

<영의정잠곡김문정공화상領議政潛谷金文貞公畵像>, 호병胡炳, 1637년, 견본채색)

녹색 단령에 사모를 착용한 김육金堉1580~1658의 전신교의좌상이다. 1636년 성절천추진하사로 명에 갔을 때, 중국

화원을 통해 제작한 것으로, 그의 58세 초상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에 대한 기록은 《조경일록朝京日錄》에서 찾을 수

있다. 김육이 북경에 있을 때, 1637년 3월 13일 중국인 화가 호병胡炳이 김육의 초상을 그려가 4월 11일에 완성본을

가져왔으며, 4월 15일 김육의 소진 小眞을 그려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637년 3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거의

한 달여 동안 완성해 온 김육 초상은 이이명이 말한 대본大本이며, 화가는 호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월 15일에

제작해온 소진은 따로 존재했을 것이다. 

1637년 <영의정잠곡김문정공화상領議政潛谷金文貞公畵像>의 우측 상단에는 숙종대왕肅宗大王 어제찬御製贊이 있다. 

야윈 얼굴과 백발은 바라보니 신선 풍격이로다.              蒼顔鶴髮, 望如仙風

그 상은 누구인가, 잠곡 상공이로세.                         厥像伊誰, 潛谷相公

대현의 후손으로 집안에 충효 전하고                        大賢之後, 傳家孝忠

엄숙한 태도로 의정을 맡아 몸 바쳐 일했으니                正色廊廟, 盡瘁鞠躬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에 봉사하여 신명이 통할만하다.    一心體國, 神明可通

아, 선현이여, 소자 흠앙하옵니다.                            於乎先正, 小子欽崇

숙종은 1713년(숙종 39) 중국에서 그린 문정공 김육 화상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김육은 숙종의 외증조로 이

무렵 숙종이 어제찬을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중기 일반 문인들의 초상이 9분면의 측면상인 것과 달리 정면 전신

상이고, 학정금대와 녹색 단령에 운학문 흉배가 넓다. 흉배는 미색 바탕에 학 한 마리가 있는데, 당시 다른 초상에서

흉배의 배경 문양이 화려한 서운과 모란인 것과 차별된다. 고대가 높고 많이 패지 않은 넓은 깃의 단령과 풍성한 옷

주름은 조선중기 초상화에서 보이는 인위적인 각이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얼굴은 훈염법暈染法을 사용하여 붓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마마로 얽은 흉터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목구비의 비례가 잘 맞고 눈썹을 과장

하거나 입술을 지나치게 붉게 채색하는 어색함도 보이지 않는다. 단령의 운보문을 생략하고 녹색 담채로만 표현하여

재질의 느낌이 산뜻하고, 그 위에 중채로 옷의 음영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자에 호피를 둘렀고, 족좌대 아래 화려한

채전을 깔지 않은 점도 조선중기 초상화의 배경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김육화상첩》에는 정조가 위 숙종의 어제찬

에 남긴 차운을 다음과 같이 옮겨 적었다. 

맑고 높구나. 공이 남긴 화상이여, 생전의 풍채와 방불하네.             淸高遺像, 彷彿儀風

대동법에 큰 경륜 펼쳐 끝내 한마음으로 봉공하였네.                    大同經綸, 一心奉公

세상을 구제할 만한 재능과 마음을 다하는 충성으로                      濟世之才, 肝膈之忠 

백성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두어 신중하고 후함으로 자신을 신칙하였네.     存心愛物, 謹厚飭躬

백성이 지금까지 은택 입은 건 지극한 정성이 감통한 소치로다.           民賴于今, 至誠所通

시시2_시시시시1.qxp  13. 01. 16  시시 4:53  Page 16



17청풍김씨 김육가문 기증자료

2)

3)

1)『승정원일기』제477책, 숙종 39년 5월 6일(임오)조.

2)  신익성申翊聖, 『낙전당집樂全堂集』卷8, ｢참곡소상찬潛谷小像贊｣. 
3)『영조실록』권73, 영조 27년 2월 3일조. 

4) “獨立長松下, 烏巾鶴氅翁, 風塵多少恨, 不與畫相同” (金堉, 『潛谷遺稿』卷2, ｢題寫眞小軸｣)

참으로 훌륭한 군자여, 천재에 존경하여 숭앙하리.                       允矣君子, 千載欽崇 

<잠곡김문정공소상潛谷金文貞公小像>, 호병胡炳, 1637년, 견본채색

<잠곡김문정공소상潛谷金文貞公小像>은 김육이 1637년 그려온 소상으로, 소나무 아래 용관에 학창의를 입고 서있는

수하인물도樹下人物圖이다. 일명 ‘송하한유도松下閒遊圖’라고도 한다. 

화면 좌측상단에 ‘화학행인龢鶴行人’과 함께 ‘호병지인胡炳之印’이라는 백문방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그림을 그린

이가 호병胡炳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승정원일기》에서 이이명이 숙종에게 이 초상을 설명하면서 화가의 인장을 초병

焦炳이라 말한 것은 호병胡炳의 오기로 판단된다. 이이명은 김육 초상에 대한 숙종의 질문에 대본은 1636년에 제작하

였고, 신익성申翊聖(1588~1644)의 화찬이 있는 소나무 아래 윤건과 학창의를 착용한 소상은 1650년에 진향사로 연행

하였을 때 그려온 것이라 하였다. 신익성은 김육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여 심양에 인질로 끌려갔다 온 인물로, 그의

몰년이 1644년이고 《김육화상첩》에 그가 소나무를 배경으로 선 김육 소상 대한 화찬을 적은 시점을 정축년(1637) 12

월로 밝히고 있어 <잠곡김문정공소상>은 청풍김씨 김육가문에 기증된 <영의정잠곡김문정공화상領議政潛谷金文貞公畵像>

과 함께 1637년 4월 중국에서 제작해 온 소진으로 추정된다.  또한 《승정원일기》에서 숙종이 말한 동양위 신익성의

화찬이 있는 소상은 바로 <잠곡김문정공소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면 우측 상단에는 영조가 1751년 2월 3일에 쓴 어제찬이 있다.  김육의 대본 초상에 쓴 숙종의 어제찬을 따라 영

조가 차운한 것이다.

윤건 쓰고 학창의 입고 솔바람 의지하고 서있으니    綸巾鶴氅 倚立松風

이 누구의 상인가? 잠곡 김공이로세.                 是誰之像  潛谷金公 

과거 고굉 대신으로 나라 위해 충성하였으니         昔之股肱  爲國丹忠

옛사람의 뜻을 본받아 혼신으로 직분을 다하였네.     效古人義  竭心鞠躬

대동법을 모획한 것 신통하다 할 만하니,             大同謀畵  可謂神通 

아, 후손들은 백세도록 숭앙하네 吁嗟小子  百載欽崇

키가 큰 소나무 한 그루를 배경으로 서있는 김육은 용관과 학창의를 착용하고 있다. 김육 자신도 이 초상에 대해

“큰 소나무 아래 홀로 서서 오건에 학창의를 입었네. 인간세상 한스런 일 많아 그림과 같지 않다네”라는 제시를 남겼

다. 초상은 비록 도연명의 ‘무고송이반환撫孤松而盤桓’ 고사를 연상시키는 소나무를 배경으로 설정하여 자연에 은둔한

처사처럼 묘사하였으나, 진향사로 청나라를 찾은 자신의 처지를 개탄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갈무후

도>에서 보이듯 촉나라의 명재상 제갈량이 즐겨 입었다는 복식과 일치하여 그의 충신 이미지가 김육의 초상 속에 투

영되고 있는 듯하다.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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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병이 그린 청풍김씨 김육가문 기증자료 중 김육의 초상 2점을 비교할 때, 얼굴상에서 정면상과 8분면상, 복식에

서 관복과 학창의, 초상의 규모에서 대본과 소상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대동소이하다. 얼굴 세부는 콧망울의 윤곽선을

제외하고 훈염법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처리하였고, 눈의 동공을 까만 점으로 찍고 눈동자 주변에 짙은 윤곽선을 그

린 점도 유사하여 한 작가의 작품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창의를 입은 소상은 그윽한 관조의 눈빛

과 더욱 하얗게 샌 수염에서 연륜을 느끼게 한다. 

《김육화상첩》에는 호병이 그린 김육 초상 두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영조의 어제찬이 한편 더 전한다. 

아아, 오늘 공을 추억건대                  吁嗟此日追思公

백발에 야윈 얼굴 이미 나이 들었네.       白髮蒼顔已暮翁

65세 노인 어찌 다르다 하겠는가.     六十五旬豈曰異

가고 온 고금이 같다 할 것이다.           今來古往亦云同

윤건에 학창은 상복이고,                 綸巾鶴氅卽常服

사모에 녹포는 바로 화가의 솜씨다.      烏帽綠袍屬畵工 

무슨 뜻으로 잠곡상을 보고 있는가.      何意得看潛谷像

애오라지 시를 지어 차운할 따름이지.    題詩聊次數篇中 

<영의정잠곡김문정공소진領議政潛谷金文貞公小眞>, 맹영광孟永光, 1644년, 견본 채색

<영의정잠곡김문정공소진領議政潛谷金文貞公小眞>은 맹영광孟永光이 그린 김육의 초상이다. 축 형태로 장황된 기증자료

중 두 점의 김육 초상과 달리 소규모의 화첩으로 꾸며졌다. 김육 초상은 전신이 아닌 흉상으로, 양각이 귀밑으로 늘

어진 사모에 청색 편복을 입은 모습이다. 얼굴 음영과 쌍꺼풀이 있는 눈까지 매우 자연스런 훈염법을 사용하였다. 호

병의 초상과 비교할 때, 얼굴에 얽은 자국을 그리지 않았고, 콧대와 미간을 선으로 처리하여 차이를 보인다. 

소상의 좌측에 있는 맹영광의 찬은 다음과 같다. 

눈처럼 흰 수염과 신선 같은 풍채에서 내면의 덕이 풍겨     雪鬢霞儀外形內德,

군자라면 그를 보고 누구라도 알아 볼 것이다.               君子觀之是無不識,

위는 맹영광이 초상을 그리고 찬한 것이다.                 右盟永光寫眞讚

김육은 병자호란 이후, 1643년 12월부터 1644년 7월까지 심양관에서 소현세자의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으로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난 남경 출신의 한인 화가 맹영광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초상화를 그려 주자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신묘하구나, 남경의 맹화사.                         神妙南京孟畫師, 

초상 그리는데 털끝조차 빠뜨리지 않았네.           寫眞毫髮細無遺.

고국에 돌아가 어찌 감히 그대 은혜를 잊겠는가.     東歸何敢忘君惠, 

내 초상 볼 때마다 그대 얼굴 생각하리.             吾面看時子面思.5)

5) 김육金堉, 『잠곡유고潛谷遺稿』권卷2, ｢별사진맹영광別寫眞孟永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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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

6) 신익성의 초상 찬문은 다음과 같다. “以爲伯厚也, 則綸巾鶴氅, 非丁丑以後之衣冠, 以爲非伯厚也. 則紅顏白髮, 卽牛川[潛谷]草廬之先生, 撫孤松而盤桓, 蓋欲追栗里

之淵明者耶.” 歲舍赤牛臘淮上道人書貽. [東淮行人][申翊聖印]. 

7) 昨日所畫, 旣已得其髣髴處. 寫眞時, 更以下所錄者, 加減爲之如何. 此像本是方面, 今作長圓, 蓋於眼下口上, 比本面稍長一分, 頤端著鬚處, 亦長一分, 梢加減改爲宜.

額本凸闊, 眉本濃䜿, 口本廣厚, 眸子亦不至細小. 視眄頗有燁如狀, 此尤精神所注, 而手法俱似欠到, 幸須一一著意, 俾不至爲非其人也. 昨坐房子, 窓戶盡閉, 雖不至幽

暗, 而亦與外廳不同, 自然少陽明之光, 故摹寫之際, 未免帶著晦色. 此人生平未嘗有皺眉憂愁之態, 怒時亦罕, 傍人所謂滿面春和云者, 實指此而言也. 此亦神氣所注,

並加著意如何. 昨因屢次動筆, 兩臉黑氣添多, 此面本帶土色, 今不可作黯黲之色, 此亦改之爲宜. 髭鬚間白莖, 亦似過多矣. 此數條外, 亦須默運心匠, 想記本面加減如

何. 犀帶一品則本不粧邊矣. 金錫胄, 『息庵遺稿』卷8, ｢與燕京畫史焦秉貞書-在玉河館｣.
8) 초병정焦秉貞 : 자는 이정(爾正),산동(山東), 제녕인(濟寧人) 청조 강희년간 궁정화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흠천감欽天鑑 五官正을 지냈다. 장경의 『국조화징록』에

의하면 인물화를 잘 그렸으며, 위치의 원근과 크기와 대소와 상관없이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는데, 대개 海西法이라 하였다. 여기서 해서법은 서양화법으로 구

륵선묘를 사용하지 않고 명암법과 초점투시를 사용한 것이었다. 于安瀾, 『畵史叢書』 (上海人民美术出版社, 1960). 

《김육화상첩》에는 김육의 현손 김성하金聖廈가 이서移書한 숙종의 어제찬, 5세손 김시묵이 영조의 어명을 받들어 옮

겨 쓴 영조의 어제찬과 정조의 어제찬을 차례로 옮겨 적었고, 그 뒤로 맹영광이 그린 김육 초상과 그에 대한 신익성

의 화상찬  이 차례로 편집되었다. 어제 화상찬은 <영의정잠곡김문정공소진領議政潛谷金文貞公小眞>이 아닌, 호병이 그

린 김육의 초상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호병이 그린 공복초상에 숙종찬문과 이를 차운한 정조의 찬문, 그리고 영조가

소나무를 배경으로 그린 소상에 쓴 것이다.

<김석주초상>, 17세기, 견본채색

관복을 입은 김석주金錫胄(1634~1684)의 전신교의좌상이다. 김석주는 김육의 손자이자 김좌명의 아들이다. 비교적

어두운 얼굴빛에 각진 얼굴, 넓은 이마, 짙은 눈썹, 두툼한 입술의 이목구비는 선묘가 주가 되었고 음영은 거의 나타

나지 않는다. 서대는 각에 금테두리가 없는 민장식이며, 단령 깃은 깊이 패지 않았고, 사모 밑선에 망건이 보이지 않

는다. 족좌대 위에는 민무늬 돋자리가 깔려 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 초상화풍을 반영하였다. 

김석주의 초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록이 있다. 1683년 사은사로 연행한 김석주는 당시 강희연간 궁중화원이자

흠천감 소속이었던 초병정焦秉貞(1606~1687) 에게 자신의 초상화 초본을 받고 이에 대해 시정해야할 사항을 상세히

요구하였다. 《식암유고息庵遺稿》에 의하면, 김석주는 초병정의 그림이 핍진한 곳은 있으나 얼굴형을 원형으로 길게 그

리거나 미화하여 임의로 보태 그리는 것을 경계하였다. 특히 사람의 원기를 모으는 눈동자는 전신傳神의 핵심이라 강

조하였다. 또한 자연채광이 아닌 방안에서 그려 전체적으로 얼굴색이 어두워진 점을 지적하며 특히 양 볼의 명암과

얼굴빛이 검푸른 색이 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서구초상李書九肖像>의 얼굴 명

암에서도 볼 수 있는 예로 서양화법의 영향을 받은 인물초상에서 대개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 같다. 또한 콧수염 사

이에 흰수염이 지나치게 많은 점과 서대犀帶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지적하였다. 

초병정은 중국에 들어온 서양인 선교사를 통해 서양화법을 배워 인물뿐만 아니라 산수 누각을 잘 그려 원근․명암․ 음

영․농담과 채색 등 다방면에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김석주가 그의 초상화에서 간취되는 서양화법

적인 명암법과 채색법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생소한 요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초병정이 그린 김석주의 초상은 17세기

후반 조선 초상화에서 요구되는 핵심적 요소가 무엇이며, 서양화법적 요소에 대한 당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의를 지닌다. 

청풍김씨 기증자료 중 <김석주 초상>은 김석주의 단령 깃과 어깨선 부분은 수정된 밑선 흔적이 보인다. 단령 깃을

넓히고, 깃에서 내려오는 어깨선을 더 완만하게 고쳐 그린 것을 육안으로도 살필 수 있다. 터럭의 한올까지도 섬세하

게 묘사하던 매우 눈썹과 수염이 번지듯 미세하게 묘사되었다. 녹색 단령 위 흉배는 단학만 보이지만, 학의 구도는

쌍학을 묘사할 때와 같이 머리를 아래로 한 모습이다. 또한 왼손을 오른손 위로 포개고 있으나, 소매의 파란색 안감

자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조선시대 초상에서는 표피를 교의 위에 덮어 늘어뜨리던 것과 달리, 호피를 깔았고

호피 머리가 족좌대 아래에 깔린 점이 특이하다. 이렇듯 당시 조선의 초상화풍과 다소 차이를 보여 이 작품을 초병정

이 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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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묵초상>, 1769년경, 견본채색

김시묵金時默(1722∼1772)의 흉상을 그린 시복본 초상이다.  김시묵은 김육의 5세손으로, 김우명金佑明의 현손이자

병조판서 김성응金聖應의 아들이다. 

초상 우측 화기에 “자헌대부행병조판서김시묵자資憲大夫行兵曹判書金時默字”라고 적혀 있어, 그가 병조판서를 지냈던

1769년경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48세 중년 초상이다. 초상은 좌안 팔분면으로 시복을 착용하였고, 금대 위까지만

묘사한 흉상이다. 시복은 입시入侍나 공무 때 입던 복식으로 사모에 담홍색 단령을 착용하고 삽금대를 둘렀으나, 관복

에 있던 흉배가 없는 점이 차이를 보인다. 시복의 외곽과 주름을 엷은 회색 먹으로 그리고, 진분홍색으로 선염 처리

하였다. 비교적 높은 오사모의 양각에는 목리문을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얼굴은 눈 주위의 둥근 윤곽, 콧망울에서 양 입가로 내려오는 팔자형 주름, 귀 안쪽 뺨에서 턱으로 내려오는 얼굴

선 등을 갈색선으로 선묘하고, 선 주위에 약한 선염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명암은 뚜렷하지 않다. 다만 인중 부분을

어둡게 처리하고 유난히 눈 안쪽 내안각과 입술 부분을 붉게 채색하였으나, 18세기 후반 자주 보이는 아랫입술 윤곽

을 따라 밝은 색 처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김육의 화상에서도 나타나듯 김시묵 얼굴의 얽은 마마 흉터를 생략하지 않

고 사실대로 그린 점이 주목된다. 매우 섬세하게 처리한 눈썹과 머리카락, 수염과는 달리 속눈썹을 소략하게 묘사하

여 대조를 이룬다. 눈동자는 연한 회갈색으로 채색하고 눈동자의 테두리와 동공 부분만 갈색으로 묘사하여 입체적이

거나 사실적인 느낌이 반감된다. 

조선후기 시복본 초상 중 18세기 후반 이후 본격화된 얼굴 육리문 묘사가 보이지 않고, 섬세한 입체감이 보이지 않

는다. 복식에서도 18세기 후반 이후 시복본 초상에서 일반화된 깊이 파인 단령과 오사모 아래 선명한 망건의 묘사 등

과 달리, 단령 깃은 깊게 파이지 않았으며, 오사모 아래는 망건의 아랫단이 살짝 그러나 있는 점도 차이를 보인다.  

《갑회첩甲會帖》, 1641년, 필사본

《갑회첩》은 김육을 비롯하여 경진년 즉, 1580년에 태어난 동갑 계모임을 기념하여 제작된 계회첩이다. 일반적인 축

형식의 계회도가 아닌 첩 형식으로 제작되어 주목된다. 《갑회첩》 앞면 구성은 강석기가 쓴 발문, 계회도, 경진동갑계

모임에 참석한 인물 13명의 좌목, 다음으로 1641년 2월 김육이 쓴 계회 서문이 차례로 있다. 좌목에 적힌 인물은 김

반金槃‧이서李曙‧강석기姜碩期‧한회일韓會一‧김육金堉‧김광욱金光煜‧이성신李省身‧이경李坰‧윤겸선尹兼善‧후에

추입된 황집黃緝‧이언상李言愓‧권칭權稱‧이후재李厚載이다. 김반과 이서는 뒤에 추기하여 서체가 차이를 보이며, 이

경용李景容과 권심權淰 2명의 좌목은 김육의 서문 뒤에 추기하였다. 《갑회첩》 뒷면에는 죽소竹所 김광욱‧잠곡潛谷 김

육‧월당月塘 강석기‧입암笠巖 이성신의 계회시 4편이 차례로 쓰여 있다. 

김육의 서문에 의하면, 조정의 관직을 지내던 동갑들이 우정을 나눌 기회가 드물어 전라도감사 이경용이 처음 계모

임을 주창하였고, 완풍부원군 이서가 이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운명하고 이어 의정부 사인 권념과 사헌

부 대사헌 김반 또한 별세하였다. 당시 갑회의 인물은 모두 60세로 죽을 날이 가까워 왔음을 통감하던 중 계회첩을

만들어 좌목은 관직이 아닌 생일의 순서에 따라 적고, 뒤에 들어온 이들도 추기하였다. 또한 자주 계모임을 가져 여

생을 즐기고 서로 아픔과 고독, 슬픔을 위로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강석기의 발문에 의하면, 당초 계모임은 12명이 회원이었으나, 1641년 갑회에는 별세하거나 멀리 있는 경외京外 인

9)

9)  김시묵의 자는 이신而愼(爾愼)이다. 1741년(영조 17) 진사가 되고, 1750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홍문관교리 등을 거쳐, 1759년 대사간

에 올랐다. 1762년 경기도관찰사로 있을 때, 딸이 세손빈이 되자 총융사에 발탁되었고, 이조·호조의 참판을 거쳐 한성부판윤 등을 지냈다. 1769년에는 병조

판서로서 어영대장을 겸하였다. 그 뒤 공조 및 호조의 판서를 거쳐, 판의금부사·선혜청당상·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사후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딸이

왕비[孝懿王后]로 진봉되면서, 영의정·청풍부원(淸原府院君)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군정(靖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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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참석하지 못하였다. 한회일(1580~1642)이 주사가 되어 김육‧이성신‧김광욱‧강석기 등 5명이 모였으나, 이언

척이 나중에 참여하여 6명이 단란한 모임을 가졌으며, 후일 참가하지 못한 이들도 추입하여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강석기의 발문 다음 소략하게 그린 수묵담채의 계회도 1면은 1641년 당시 그려진 것으로 한강변을 배경으로 원경

의 원산, 중경의 강물, 근경의 강안 등 전형적인 삼단구도이다. 잠두봉으로 추정되는 한강 서호의 절경을 관망할 수

있는 고지에 야외 천막이 설치되었고,  그 안에 5명의 인물이 이미 와서 앉아 있다. 중간 즈음에 시동 2명이 차를 끓

이고 있으며,  아래쪽에는 마부와 시동을 거느리고 말을 탄 이언척이 막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 당시 정황을 반

영하고 있다. 

1751년 2월, 영조는 김시묵에게 그의 조부 김육의 화상과 《갑회첩》을 가져 올 것을 명하여 친히 열람하고, 김육의

초상에 있는 숙종 어제와 김육의 갑회시에 차운하였다. 

계회도 1면만 제외하고, 위 《갑회첩》의 내용은 《김육화상첩》에도 그대로 이서되었다. 《김육화상첩》은 김육의 화상

과 관련한 찬시를 비롯하여 김육을 비롯한 경진갑회 관련 내용을 함께 엮었다. 경진갑회와 관련하여 김육의 서문, 강

석기의 발문이 나오고, 좌목은 권념‧김반‧강석기‧한회일‧김육‧김광욱‧이성신‧이경용‧이형‧윤겸선‧이서

그리고 후에 추입追入된 황집‧이언척‧권칭‧이후재의 순서로 쓰여 있다. 그 다음으로 김광욱‧김육‧강석기‧이성

신의 계회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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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잠곡김문정공화상領議政潛谷金文貞公畵像> 
호병胡炳 l 1637년 l 견본채색

녹색단령에 사모를 착용한 김육金堉(1580~1658)의 전신교의좌상이다.

1636년 성절천추진하사로 명에 갔을 때 중국 화원을 통해 제작한 

것으로 그의 58세 초상으로 추정된다. 

<숙종대왕 어제찬肅宗大王御製贊>

야윈 얼굴과 백발은 바라보니 신선 풍격이로다.

그 상은 누구인가, 잠곡 상공이로세.                

대현의 후손으로 집안에 충효 전하고                

엄숙한 태도로 의정을 맡아 몸 바쳐 일했으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에 봉사하여 신명이 통할만하다.  

아, 선현이여, 소자 흠앙하옵니다.                      

蒼顔鶴髮 望如仙風  厥像伊誰 潛谷相公

大賢之後 傳家孝忠  正色廊廟 盡瘁鞠躬  

一心體國 神明可通  於乎先正 小子欽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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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곡김문정공소상潛谷金文貞公小像> 
호병胡炳 l 1637년 l 견본채색

김육이 1637년 그려온 소상으로 소나무 아래 용관에

학창의를 입고 서있는 송하인물도樹下人物圖이다. 일명

‘송하한유도松下閑游圖’라고도 한다. 화면 좌측상단에

‘화학행인龢鶴行人’과 함께 ‘호병지인胡炳之印’이라는 

백문방인이 찍혀 있다. 

<잠곡 문정공 소상 어제찬潛谷文貞公小像御製贊>

윤건에 학창의 입고 솔바람에 서있는 사람, 

누구를 그린 것인가? 잠곡 김공이라네. 

오래전 신하로 나라 위해 충정을 다했고, 

옛사람의 의를 본받아 마음을 다하고 공경히 직분을 다하였네. 

대동법을 도모하고 계획하니 신통하다 하겠다. 

아! 후손들은 백대가 지나도 우러르고 공경하라. 

1751년(영조 27) 2월

綸巾鶴氅 倚立松風   是誰之像 潛谷金公

昔之股肱 爲國丹忠   效古人義 竭心鞠躬

大同謀畫 可謂神通   吁磋小子 百載欽崇 

辛未 二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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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잠곡김문정공소진領議政潛谷金文貞公小眞> 

맹영광孟永光 l 1644년 l 견본채색

맹영광孟永光이 그린 김육의 초상이다. 소규모의 화첩으로 꾸며

졌으며, 김육 초상은 전신이 아닌 흉상으로, 양각이 귀밑으로 

늘어진 사모에 청색 편복을 입은 모습이다. 

<영의정잠곡김문정공소진찬領議政潛谷金文貞公小眞讚>, 맹영광

눈처럼 흰 수염에 신선 같은 풍채 雪鬢霞儀

내면의 덕이 풍겨나네 外形內德

군자들이 그를 보고서 君子觀之

누구라도 알아보리 是無不識

맹영광이 초상을 그리고 찬한 것이다(右盟永光寫眞讚) 

시시2_시시시시1.qxp  13. 01. 16  시시 4:53  Page 26



시시2_시시시시1.qxp  13. 01. 16  시시 4:53  Page 27



28 청풍김씨 김육가문 기증자료

〈잠곡의 작은 초상화에 쓰다[潛谷小像贊]〉 

동회거사東淮居士 신익성申翊聖이 지은 찬의 내용이다. 신익성의 이 글 끝에는 ‘신익성인申翊聖印’과 ‘동회행인東淮行

人’이라는 낙인이 있어 신익성의 친필임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원문과 번역문이다. 이 글의 내용은 신익성의 문집

인 《낙전당집樂全堂集》에도 실려있다.  

“이 사람이 백후伯厚라고 하자니 윤건綸巾 쓰고 학창의鶴氅衣를 입고 있어  

1637년(인조 17) 이후의 모습이고,  백후가 아니라고 하자니 붉은 얼굴 

흰 수염 있어, 곧 우천牛川 시골에 계실 적 모습이다. 고고한 소나무 어루만지며

맴돌고 있는 모습은 대개 율리栗里에 살던 도연명陶淵明을 따른 것인가 보다.

(以爲伯厚也 則綸巾鶴氅 非丁丑以後之衣冠 以爲非伯厚也 則紅顏白髮 卽潛谷草廬之先生 撫孤松而盤桓 

蓋欲追栗里之淵明者耶 歲舍赤牛臘淮上道人書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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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육화상 영조어제찬金堉畫像英祖御製贊>, 영조

아아, 오늘 공을 추억하건대 吁嗟此日追思公

백발에 야윈 얼굴 이미 나이 들었네. 白髮蒼顔已暮翁

65세 나이 어찌 다르다 하겠는가. 六十五旬豈曰異

예나 지금이나 또한 같네 今來古往亦云同

윤건에 학창은 일상복이고, 綸巾鶴氅卽常服

사모에 녹포는 바로 화가의 솜씨다. 烏帽綠袍屬畵工

어떤 의미로 잠곡상을 보고 있는가. 何意得看潛谷像

애오라지 시를 지어 차운할 따름이지. 題詩聊次數篇中

<김육화상 정조어제찬金堉畫像正祖御製贊>, 정조

맑고 높구나. 공의 화상이여, 생전의 풍채와 방불하네.

대동법에 큰 경륜 펼쳐 끝내 한마음으로 봉공하였고 

세상을 구제한 재능과 마음을 다하는 충성은

백성 사랑에 마음 두어 근면하고 후하며 신칙하였네

백성이 지금까지 은택 입으니 지극한 정성이 감통한 것 

참으로 훌륭한 군자로다, 후손은 길이 숭앙하네.

淸高遺像 彷彿儀風   大同經綸 一心奉公

濟世之才 肝膈之忠   存心愛物 謹厚飭躬

民賴于今 至誠所通   允矣君子 千載欽崇

시시2_시시시시1.qxp  13. 01. 16  시시 4:53  Page 29



30 청풍김씨 김육가문 기증자료

<김석주초상>
초병정 (전傳) l 17세기 l 견본채색

김석주金錫胄(1634~1684)의 전신교의좌상이다. 이 초상화는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 초상화풍을 반영하였다.

터럭의 한올까지도 섬세하게 묘사하던 매우 눈썹과 수염이 번지듯 미세하게 묘사되었다. 당시 조선의 초상화

풍과 다소 차이를 보여 이는 작품으로, 초병정憔秉貞이 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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