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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행 사

실학박물관은 관련 유물을 발굴 조사하고 나아가 기증·기탁받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학의 학문 성격상 유물은 대개 책자와 옛 문서들인 바, 

이를 통해 유물의 원형을 보존함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정리·간행함으로서 

관련 분야의 연구자 및 일반 대중들에게 조선시대 실학관련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역 간행하는 《청풍부원군유고》와 《학해시선》은 청풍김씨 가문

에서 기증받은 유물들입니다. 문중에서는 2009년 박물관의 개관에 즈음하

여 소장하고 있던 유물을 기증하였고, 이에 박물관에서는 유물 기증을 기념

하고 이를 널리 소개하기 위해 2009년 10월~2010년 4월에 걸쳐 ‘김육과 

대동법’이란 주제로 특별 기획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청풍김씨는 조선시대 서울·경기지역을 대표하는 현달한 가문이었습니

다. 이 분들은 17세기이래 잠곡(潛谷) 김육(金堉)을 영수로 하는 ‘한당(漢

黨)’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면서 대동법 등 국가 제도의 개혁을 이끌었습 

니다. 

《청풍부원군유고》의 저자 김우명(1619~1675)은 시호가 충익(忠翼)으로, 

영의정에 오른 잠곡선생의 아들이자 현종대 국구(國舅)를 지냈던 인물입니

다. 그의 문집에는 특히 현종말~숙종초 정치적 격변과 정권 교체까지 불러

오는 계기를 마련한 소차(疏箚) 등이 여러 편 실려 있어 조선 왕조 정치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해시선》은 김원식(1823~1881)의 시문집입니다. 학해(學海)는 김우명의 

8대 종손이자 고종년간 대사헌과 공조·호조판서 등을 역임한 인물로 효헌



(孝憲)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문집에 수록된 168편의 시에서 청풍김씨 

가문의 문화 격조와 문학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문집은 문중에 소장되어 왔던 관계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

입니다. 그만큼 자료 간행과 번역 출판이 지니는 가치는 크다고 하겠습니

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정치 문화와 한문학 연구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귀중한 자료를 기증하여 이 책의 발간을 가능하게 해 주신 종손 김성구씨

와 번역을 전담하신 김상수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만조 교수는 해제

(解題)에서 특히 《청풍부원군유고》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를 자세히 규명해 

주셨습니다. 이 점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 박물관은 문중 분들의 정성에 힘입어 이 책자를 간행하는 터라 

번역과 체제를 모두 이 분들의 뜻에 따르고, 해제와 연보 약간을 덧붙여 인

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보와 교정·교열에 힘쓴 박물관 관계자와 제작

사의 노고를 아울러 치하합니다.  

2010년 10월

실학박물관 관장  김 시 업





일러두기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엮었다. 

 1.  이 책은 청풍김씨 기증 유물 중 필사본으로 전하는 《청풍부원군유고[領敦

寧府事府君遺稿]》와 《학해시선[聊下齋小鈔]》을 국역하였다.

 2.  국역은 청풍김씨측의 주관으로 후손 김상수씨가 하였고, 실학박물관이 이

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국역문이 후손의 입장에서 서술된 부분도 있다.

 3.  부록(附錄)은 현전하는 신도비 행장 등을 수집하였고, 연보(年譜)는 《조선

왕조실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  주석은 간단한 경우 (  )나 [  ]로 간주(間註)하고, 긴 경우 각주(脚註)하였

다. ‘해설’은 역자가 붙인 것이다.  

5. 이 책에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번역문과 뜻은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강조 부분을 묶는다.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필사원본의 글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다만, 《청풍부원군유고》 권2의 소차 중 <영사, 총부, 상방 등의 임무를 바꿔주

기를 청하는 차자>는 김익수씨의 번역이다.

 



조선후기   작자 미상

82×55cm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청풍부원군 충익공(김우명, 1619~1675)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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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부원군유고》 ·《학해시선》

정만조(국민대 교수)

조준호 (실학박물관)

김우명(金佑明)의 《청풍부원군유고(淸風府院君遺稿)》

1. 머리말

이 책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현종(顯宗)대의 국구(國舅)였던 청풍부원군 

김우명(1619~1675)의 문집이다. 원본은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청풍김

씨가승(淸風金氏家乘)》에 수록되어 있는 <영돈령부사부군유고(領敦寧府事

府君遺稿)>로 되어 있다. 이 책은 필사본으로 서·발문 등이 없어 간행 시

기를 밝힐 수 없다. 다만 내용의 중간 중간 다른 서체로 기록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아 후대에 문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록이 이루어졌음은 추정할 

수 있다. 편차는 불분권 1책으로 시(詩), 소차(疏箚), 제문(祭文)으로 이루

어졌다. 국역본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록을 포함하여 4권으로 편집하

였다. 

2. 김우명의 생애와 정치활동

김우명은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이정(以定)으로 1619년(광해군 11) 2월 

경기도 가평군의 잠곡 청덕동(현 청평의 안전유원지 일대)에서 출생하였다. 

생부는 효종년간 영의정을 역임했던 김육(金堉)이며, 모친은 파평윤씨 윤급

(尹汲)의 따님으로 당숙인 지(址)에게 출계(出系)하였다. 

학해 김원식 유묵(10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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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김문은 고려말이래 문한가(文翰家)의 전통을 계승한 가문으로 조

선에 들어와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중종 연간 활동한 김식(金湜, 

1482~1520)에 이르러서였다. 

가문의 이름을 처음으로 드러낸 김식은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서 사림이 

정계에 처음 진출하던 중종 연간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사림

의 영수로 활동하였다. 도학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개혁을 추진하던 김식은 

1519년(중종 14) 훈구파의 공격으로 화를 입었다. 이로 인해 그 가문은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그의 아들들인 덕수(德秀)·덕무(德懋) 등이 

가학(家學)을 이었고 사화(士禍)의 여파가 가라앉은 후 학도를 모아 가르쳐

서 많은 명사(名士)를 배출하였다. 그중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와 임진

왜란 때 순국한 원호(元豪) 등이 대표적인데 윤근수의 문학은 청음(淸陰) 김

상헌(金尙憲)과 용주(龍洲) 조경(趙絅)에게로 전해져서 각기 근기지방의 서

인(西人)과 남인(南人)학맥의 한 부분을 이루게 하였다. 

<표 1> 학통도 : 김식(金湜)-김덕수(金德秀)를 중심으로

                         

 金湜  金德秀 尹根壽, 元 豪

                申命仁 睦世秤 洪順福           李  樑,  李彦迪

                李 中, 李齊容, 崔命春

                金景愚, 安良弼, 申 瑛

 ✽《朝鮮儒賢淵源圖》 金湜 門人條 참조

사림의 정국 주도가 본격화되던 선조(宣祖)년간부터 청풍김씨는 정치활동

을 재개하였다. 김권(金權, 1549~1622, 湜의 손자로 德懋의 아들)이 과거

에 급제해 호조참판까지 지냈으며 그의 재종손인 김육(金堉, 1580~1658, 

식의 玄孫이며 德秀의 증손으로 宗孫임)은 인조·효종 연간의 대표적인 경

세관료로서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특히 김육은 효종이후 북벌의 명분을 앞

세워 정계로 대거 진출한 김집(金集)·송시열(宋時烈)계통의 학자출신 관료

집단인 산당(山黨)을 견제하면서 실무관료를 규합하여 전란으로 피폐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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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확보와 민생의 질고를 구제하기 위한 대동법(大同法)의 시행, 시

헌력(時憲曆)의 도입, 화폐의 사용 등 여러 개혁책을 추진하였다. 세상에서

는 이런 그를 놓고 산당에 대비되는 한당(漢黨)의 영수라 불렀다. 

국정운영을 둘러싸고 서인(西人)내에서 벌어진 이런 산·한당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김육을 이어 그 아들·손자 대에까지 계승되어 청풍김씨 집

안으로 하여금 정계의 핵심이 되게 하면서 동시에 그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

쓸리게도 하였다. 

김육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은 육조(六曹)의 판서(判書)를 두루 

거치면서 국사(國事)에 진력한 귀계(歸溪) 김좌명(金佐明, 1616~1671)이

며, 둘째가 바로 이 유고(遺稿)를 남겼고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의 부친

이 되는 청풍부원군 김우명(金佑明, 1619~1675)이다.

<표 2> 김우명 가계도

金湜
↓

德秀
↓
棐 興宇 堉 佐明 錫冑(右相)

趙希孟 女 領相  判     書 婿 趙顯期

興祿 系 址  系 佑明 明聖王后

白惟咸 女 國舅

佑明(出)

婿金崇文

婿黃道明

婿徐元履

婿  尹鎡

萬冑

錫翼(摠使)

錫衍(判書)

錫達

錫耈

錫順(縣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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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명은 어려서 부친의 가르침 아래 가학(家學)을 닦았고, 16세에 당시 

문천군수로 있던 송국택(宋國澤, 1597~1659, 본관 은진, 뒤에 참의에까지 

이름)의 따님과 혼인하였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모친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하여 봉양을 다하였고 24세에 진사가 되었다. 25세 때 부친

이 청나라에 볼모로 가는 세손(世孫)[소현세자의 아들]의 보양관으로 차정

되었을 때, 배종하며 7개월 동안 청에 체류하였고, 32세 때에도 청나라에 

사신가는 부친을 모시고 가서 새로운 문물을 보고 익혔다. 

효종(孝宗)이 즉위하여 부친 김육을 우의정으로 삼으면서 김우명은 강릉

참봉(康陵參奉)을 거쳐 익위사(翊衛司) 세마(洗馬)가 되었다. 이어 1651년

(효종 2) 33세 때에 큰 따님이 10세의 나이로 세자빈(世子嬪)에 간택됨으로

서 집안은 국척(國戚)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세자빈 간택은 물론 영의정

으로서 북벌정국 아래서도 실무관료를 이끌고 국정을 주도하던 부친 김육에 

대한 임금의 신임이 배경이 되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집안이 갖는 도학

적 위상도 작용하였다. 그 5대조인 김식(金湜)이 조광조와 더불어 기묘명현

을 대표하는 존재임은 말할 것도 없고, 조모(祖母, 金興宇의 부인)가 조광조

의 증손녀인데다가 종조모(從祖母, 金興祿의 부인) 또한 조광조의 수제자이

던 백인걸(白仁 傑)의 손녀여서 당시 근기지방의 사림간에 도학자(道學者)의 

가문으로 이름나 있었던 것이다. 

도학을 앞세운 사림이 정치와 사회전반을 주도하던 시기에 있어서  이러

한 집안의 도학적 위상은,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에 

의해 후사로 지명되어 임금이 됨으로써 왕위 계승상의 흠절을 가진 효종에

게 정통성의 약점을 보완하여 줄 요소였던 것이다. 

김우명의 관력(官歷)을 살피면, 따님의 세자빈 책봉 이래 세자익위사 부

솔, 공조좌랑, 장악원 첨정, 사재감 첨정, 제용감 정 등 왕실과 관련된 제시

(諸寺)의 벼슬을 돌아가면서 하고 외직으로 부평부사를 역임하였다. 현종

(顯宗)이 즉위해 세자빈인 따님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자 김우명은 청풍부원

군, 부인 송씨는 덕은부부인에 봉하여졌다. 이후 국구(國舅)로서 영돈녕부

사, 사옹원 제조, 호위대장을 역임하였다. 특히 현종때는 10여년이상 호위

대장의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왕실의 숙위(宿衛)를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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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이후 조선의 정계를 주도하던 사림은 외척(外戚)의 정치관여에 부정

적이었다. 앞서 몇 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훈구세력은 물론 그들과 연결된 

왕실의 외척이 정치에 끼친 해악(害惡)과 폐단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

히 명종재위 22년간 문정왕후(文定王后)에 의지한 윤원형(尹元衡) 등 척신

의 횡포는 국정 전반의 위기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래서 사림의 지지를 받아 즉위한 선조의 왕비는 아예 훈척과 관련 없던 

반남박씨(潘南朴氏) 집안에서 간택되었고 또 국구로서의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한 박응순(朴應順)의 덕이 칭송될 정도로 외척은 정치에서 철저히 소외

되었다. 

흔히 외척 심의겸의 정치관여 문제를 놓고 사림이 동인(東人)·서인(西

人)으로 갈라서서 당쟁(黨爭)이 비롯되었다고 말해진다. 사림이 분열하게 

된 배경은 따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그 계기가 외척문제에 주어졌다

는 사실 자체로서 사림정치 속에서 외척의 고단해진 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때 광해조 연간 외척 유희분(柳希奮)을 위시한 이이첨

(李爾瞻)·박승종(朴承宗)의 이른바 ‘삼창(三昌)’이 인척(姻戚)의 정치관여

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으나 대체로 보아 인조·효종 연간 외척의 정치관

여가 표면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외척의 잠재적인 정치력이 무시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인조

반정 직후 공신(功臣)들끼리 정권유지의 원칙으로 “국혼(國婚)을 잃어서는 

안 되고 산림(山林)을 예우하여 끌어와야 한다(無失國婚 崇用山林)”는 약속

을 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산림이란 산림학자를 말하는데 명분을 중시하는 사림정치의 속성상 집권

세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지 세력으로 끌어와야 했다. 그런 산

림에 비해 국혼(國婚)으로 말해지는 외척의 존재는 표면적으로는 경계의 대

상이었다. 그러나 정권유지에 외척이 갖는 비중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었

다. 사림정치의 표방 속에서도 권력 장악을 위해 외척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 서인(西人) 공신세력의 노련한 정국운용술을 볼 수 있다. 

효종은 북벌에 뜻을 두고 이를 위한 명분확보 차원에서 복수설치(復讎雪

恥)의 의리(義理)를 천명하는 김집·송시열 등의 산림을 조정에 불러들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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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북벌을 위한 군사력의 강화는 원두표(元斗杓)·이완(李浣)·유

혁연(柳赫然) 같은 무장 세력에게 맡겼다. 그러나 북벌을 위한 준비를 총괄

하며 민생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을 주도할 인물이 필요했다. 여기서 이

름난 사림 집안 출신이면서 일찍부터 경세가(經世家)로 널리 알려졌던 잠곡 

김육을 대배(大拜)하여 국정을 맡겼던 것이다. 

자연히 잠곡 주위에는 민생문제의 해결을 중시하며 명분보다는 현실을 우

선하는 실무관료들이 모여들었고, 잠곡 역시 이들의 실무능력에 의지해 국

정을 수행하였다. 허적(許積)·서필원(徐必遠)·이시백(李時白) 등이 그 대

표적인 인물이었다. 잠곡을 위시한 이들 실무관료들은 다른 하나의 큰 정치

집단인 김집·송시열계의 산림집단과 국정운영의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

다. 대동법 실시를 둘러 싼 논쟁과 대립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이

었다. 여기서 일찍부터 산림 지지 세력이라는 뜻의 산당(山黨)이라는 명목

에 맞서서, 김육을 위시한 한수(漢水)이북 즉 재경관료(在京官僚)세력이란 

의미의 한당(漢黨) 또는 한서(漢西)·낙서(洛西)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효종재위 10년간은 서인 내에서 이런 산당·한당이 서로를 견제 

비판하며 국정을 이끌어 갔다. 이러한 중에 김육의 손녀가 세자빈으로 간택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한당의 존왕(尊王)적 성향에 위구심을 갖고 있던 산

당은 김육 집안이 외척이 된 것을 크게 경계하였다. 그래서 한당의 정국운

영을 견제함을 물론 김육에 대한 비판과, 특히 김육의 장남으로 부친의 경

세론을 이어받아 정치능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귀계(歸溪) 김좌명(金佐明)

을 배척하고 요직(要職)의 제수를 방해하였다. 뒤에 현종 때의 일이지만 김

좌명의 아들로 과거에 급제한 김석주(金錫冑)가 단지 외척집안 인물이라는 

사실만으로 산당이 가로막아 10년간 청망(淸望)에 들지 못했던 사실은, 산

당이 어느만큼 외척으로서 김육 집안을 견제하려 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양측의 긴장관계는 김육 사거이후 수도(隧道)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었다. 효종후반기 김육이 사거한 시점에서 한당계는 구심점을 잃고 침체되

었던 반면 북벌(北伐)의 대의를 천명하여 정치명분을 장악한 산당계는 정국

을 완전히 주도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659년(효종 10) 송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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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인인 헌납 민유중(閔維重)은 김육의 묘에 수도(隧道)를 쓴 일을 거론하

며 상주(喪主)인 김좌명의 처벌과 김육 묘의 개장(改葬)을 주장하고 나왔다. 

묘소에 수도를 쓰는 것은 이 시기 행세하는 사대부 집안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송시열의 문인이자 산당계로 분류되는 민유중은 이를 문제 삼

았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공격은 한당(漢黨)의 핵심세력이라 할 수 있는 김

육 집안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비추어 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임금은 개장

은 불허하고 단지 김좌명에 대해서만 추고감죄(推考勘罪)하라고 곧바로 단

안을 내림으로서 사태를 수습하였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김우명의 정치적 진출과 활동은 극히 제약받았고 과거

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효종말까지 허울 좋은 관직일 뿐인 제시

(諸寺)의 벼슬을 전전하였을 뿐이었다. 

현종 즉위이후 국구(國舅)가 되자 산당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다. 1664년

(현종 5) 당시 집의(執義) 이단상(李端相)은 상소하여 송시열(宋時烈) 등 산

림이 조정에 나아올 수 없는 여러 연유 가운데 특히 수도(隧道)사건에서 비

롯한 청풍김문과의 갈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대립으

로 인해 김좌명 등은 당시 예론(禮論)에서 윤선도(尹善道) 등 남인(南人)의 

3년설을 옳다고까지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처럼 당시 정계를 장악하던 산

당계 언관들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 김좌명은 외직(外職)을 구하였고 김

석주도 청망(淸望)이 막혀 정치활동에 많은 제약을 면치 못했다. 

산당의 공격에 시달리면서 척신가로서의 청풍김문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

에 없었다. 척신가와의 이러한 대립 갈등국면에 대해서는 산당세력 내부에

서도 우려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당주라 할 송시열은 한·산

당세력이 긴장으로 치닫는 와중에서 한당과 연결된 남인(南人)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보고 청풍김문과의 정치적 연대를 모색하려

고 하였다. 하지만 1671년(현종 12) 김좌명이 졸서함으로써 이러한 타협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형인 김좌명이 졸한 이후 김우명은 집안을 대표해 정계 활동을 본격화하

였다. 1673년(현종 14) 9월 김우명은 민신(閔愼)의 대부복사(代父服事)와 

영릉(寧陵, 효종릉)의 이장에 따르는 입비(立碑) 문제를 거론하면서 산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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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세를 취하였다. 대부복사란 민신이 정신질환을 앓는 아비를 대신하

여 그 할아비의 상에 상주노릇을 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변례(變禮)를 하게 

된 것은 송시열과 박세채(朴世采)의 자문에 의해서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

에 대해 김우명은 윤기(倫紀)를 어긴 일이라 드러내어 배척하였고 마침내 

민신(閔愼)은 유배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영릉 입비(立碑)의 일이란 효종 능침을 여주로 이장함에 있어 송

시열이 표석(標石)을 세우자고 주장한 것을 말하는데 김우명은 전례에 없

는 일을 만들어서 민력(民力)을 낭비하고 오히려 선왕을 욕되게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국구로부터 공격을 받은 송시열은 염의상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종말년 송시열을 정계에서 퇴진시킨 김우명의 이 상소는 이제 한당의 

영수로 부상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후 김우명은 조카

인 김석주를 앞세워 갑인예송(甲寅禮訟)을 막후에서 지휘하였다. 숙종초 남

인(南人)의 정계진출에는 물론 다른 정치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고단한 왕실

의 보호를 표방한 외척으로서 김우명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산당계 관인 대신 남인을 불러와 정권을 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우명은 숙종 즉위 초 어린 외손자의 왕권을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진

력하였다. 그는 처음 남인과 연결해 송시열(宋時烈)의 산당을 배척하였지

만, 얼마 안 되어 남인이 왕실에 가장 가까운 지친이면서도 숙종 유고시에 

왕위를 넘볼 수 있는 종실 정(楨)·남(柟) 형제와  결탁하여 안팎으로 세력

을 형성해 그 형세가 위태로워지는 기미를 파악하고는, 왕권에 가해지는 위

협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그래서 1675년(숙종 1) 3월 차자(箚子)를 올려 복창군(福  昌君) 이정(李楨)

과 복평군(福  平君) 이연( )이 궁녀들과 사통한 사실을 밝혀 왕법(王法)으

로 다스릴 것을 청하였다. 이어 자전(慈殿, 명성왕후)이 야대청(夜對廳)에

서 대신들을 불러 들여 이 일의 전말을 밝힘으로서 복창군 등은 귀양에 처

해지게 된다(이를 홍수(紅袖)의 변(變)이라 함). 

하지만, 종척(宗戚) 세력의 발호를 견제하려 올렸던 이 차자로 인해 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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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복창군 등과 연결된 남인관료 조사기(趙嗣基)와 홍우원(洪宇遠) 등으

로부터 공격을 받아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진다. 또한 남인계 산림으로 징

소된 백호(白湖) 윤휴(尹鑴)는 “마땅히 자성(慈聖)의 동정을 관속(管束)해야 

한다(宜管束慈聖動靜)”며 대비(大妃)가 정치에 관여한 잘못을 지적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숙종 또한 김우명을 의심하여 점차 멀

리하게 되자 그는 근심을 이기지 못하여 병환이 깊어졌고, 같은 해 6월 자

택에서 병몰하였다.

숙종초년 ‘홍수(紅袖)의 변(變)’으로 알려진 이 정치적 사건은 결국 정·남 

형제의 귀양과 김우명의 죽음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런 종결

보다는 더 큰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이를 계기로 척신세력은 남인과의 관

계를 끊고, 산림세력과 정치적으로 제휴를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다시 말해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서인내의 산당·한당의 갈등과 대립관계가 

해소되면서 정국이 본래의 서인·남인 대결구도로 바뀌는 전기가 여기서부

터 발단한다는 것이다. 남인세력이 일거에 축출되는 1680년(숙종 6) 경신

환국(庚申換局)이후 대비(大妃)가 송시열(宋時烈)에게 출사를 요청하며 내

린 ‘친필 언찰(諺札)’은 이러한 정치정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하

겠다. 

요컨대 김우명은 현종말~숙종초 급격한 정국 변동 회오리의 중심에 서서 

그런 정계의 변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고 할 것이다. 

3. 《청풍부원군유고》의 내용

《청풍부원군유고》는 내용으로 보아 시(詩), 소차(疏箚), 제문(祭文)으로 

구분되며 말미에 부록(附錄)을 포함하면 내용상 4부분으로 구성된다. 

시(詩)는 부(賦) 2편, 오언·칠언율시 9편, 만시(挽詩) 3편해서 모두 14편

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賦) 중 <두견새를 읊다>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방

과 배척에 대해 두견새의 전설에 빗대어 심회를 읊은 내용이다. 또한 기행

부, 남주객 등은 집 떠나온 외로움과 그리움을 읊은 내용이다. 특히 <청평

산 술회>는 그 부친 잠곡이 불우하던 젊은 시절 가평 청덕동에 은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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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명·우명형제를 낳고 거기서 그들이 성장하던 모습을 읊은 시로 지금 자

취가 사라진 잠곡의 풍경을 짐작하게 해 준다. 전해지는 시작(詩作)이 14편

밖에 되지 않아 시풍(詩風)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으나 대개 영회시(詠懷詩)

의 내용과 형식 위주였다고 보인다.  

소차(疏箚)는 2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우명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일어

난 산당계와의 갈등을 반영하듯 배척을 받아 관직을 사임하는 상소와 차자

가 내용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6세 때인 현종 5년 11월에 올린 <대간의 상소 후에 죄를 기다리는상소>

는 김좌명과 김우명을 공격한 집의(執義) 이단상(李端相)의 상소에 대한 변

론적 성격의 글이다. 이단상은 상소에서 송시열이 조정에 나오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척신인 청풍김씨 집안과의 불편한 관계를 거론하였다. 

즉 김육 묘소의 수도사(隧道事)이후 김좌명은 송시열에게 불쾌(不快)해 했

고, 더구나 자신이 김좌명을 방문하여 환담을 나눌 때 예론(禮論)에서 송시

열과 달리 남인의 삼년설(三年說)을 옳다고 여긴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때

문에 좌명의 뜻이 이러하다면 국구(國舅)의 뜻도 다르지 않을 것[亦必無異]

이라고까지 하였다. 

이단상의 이 상소에 대해 병조판서이던 김좌명은 물론 그 아우인 청풍부

원군 김우명까지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 상소는 바로 김우명이 이때 올린 

것이다. 

그런데 《청풍부원군유고》에 들어있는 이 상소문에는 중요한 구절이 빠져 

있다. 이 상소는 《승정원일기》 186책 현종 5년 11월 8일 을미조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대조해 보면 “형을 미루어 아우에게 미쳐 슬그

머니 얽어 넣었는데 여기서 진실로 신(臣)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끝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推兄及弟,  掩而囿之,  此固知臣之殃禍未盡)”라고 하

는 부분에서 《승정원일기》에는 “推兄及弟,  掩而囿之,  其所謂亦必無異之四字,  

亦安知其不出於莫須有之遺意乎,  當面而輸,  背面而非,  陷人自售,  不識羞恥,  世

間市交,  容或有之,  而端相豈爲此哉,  此固知臣之殃禍未盡”이라고 되어 있다. 

즉 “그(이단상)가 말한 또한 반드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亦必無異]는 4글

자가 또한 (남송(南宋)의 간신 진회(秦檜)가 충신 악비(岳飛)를 모함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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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썼던) 어찌 반드시 그러하지 않았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막수

유(莫須有)’의 유의(遺意)에서 나오지 않은 것임을 알겠습니까? (莫須有와 

같이 모함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말) 얼굴을 맞대해서는 정다운 채 하고 돌

아서서는 아니라고 하며 사람을 모함해 자신을 팔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

는 것은 세간의 시정잡배의 사귐에서나 혹 있겠습니다만, 이단상은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라고 번역되는 이 내용은 글자 그대로 이단상을 

시정잡배에 비유해 배척하는 과격한 내용이었다. 뿐아니라 이단상의 ‘또한 

반드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亦必無異]’라는 표현을, 주자(朱子)가 만고(萬

古)의 소인(小人)으로 지목한 진회가 사용한 ‘막수유(莫須有)’에 대비시킴

으로써 이단상은 물론 그가 몸담고 있는 산당(山黨) 일대(一隊)까지도 은연

중에 공격하고 있다.   

《승정원일기》에 실린 이 기사는 현종 5년 당시 김우명의 상소문을 주서(注

書)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어느 기록보다도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본

다면 《청풍부원군유고》에 수록된 이 상소문은 후대에 정치적 고려 속에 문제

가 되는 구절을 삭제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고

려란 1683년(숙종 9)이후에 가서 청풍부원군 집안이 산림 송시열과 화해하

여 노론(老論)이 됨으로써 산림과 이단상을 특히 ‘막수유(莫須有)’란 표현까

지 써가며 노골적으로 비난한 구절을 그대로 두기가 거북하였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김우명의 이<대관의 상소 후에 죄를 기다리는 상소>는 산당에 대

한 한당의 반격을 대변하는 상징성을 지니는 중요한 상소라 할 수 있다.

55세 때인 1673년(현종 14)에 올린 <물러가기를 비는 상소>는 효종과 인

선왕후의 능 재소에서 상진한 것으로 민신대부복사(閔愼代父服事)의 잘못

됨을 논한 글이다. 

이 상소는 김좌명이 졸서한 이후 한당의 핵심인물로 부상한 김우명이 산

당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제기한 것이다. 상소는 당시 조부(祖父)의 상에 

미친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복을 대신 입은 민신(閔愼)의 잘못을 논한 내용

이다. 민신의 변례(變禮)는 송시열의 자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궁극

적으로 송시열의 학문적 권위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에서 상진한 것이다. 

이 상소는 《현종실록》권21, 현종 14년 9월 9일조에 요약된 형태로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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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실록의 동일조 기사를 검토하면, 《청풍부원군유

고》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 영릉에 표석(標石)을 세우는 일의 잘못

을 논하는 기록도 함께 실려 있다. 

김우명이 이 상소를 올릴 무렵인 현종말년 국왕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집권서인의 국정운영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건강이 악화되어 매

사에 의욕을 잃고 있는 데에도 산당(山黨)은 항상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

는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을 주장해 임금에게 부담을 주었다. 그리고 

1673년(현종 14) 10월의 이른바 군약신강설(君弱臣强說)의 중국 유포 소식

은 현종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김우명이 ‘민신

대부복사’와 ‘영릉에 표석을 세우는 일’로 송시열을 직접 공격하는 상소가 

나왔던 것이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 국왕 현종은 산림에 대한 예우를 현

저히 소홀히 하며 경원하게 된다. 

56세 때인 1674년(숙종 즉위)에 올린 <호위군관을 없애지 말 것을 청하

는 차자>는 양역폐의 해결을 위한 군포(軍布)를 얻기 위해 호위군관을 혁파

하는 것이 실계(失計)임을 역설한 글이다. 이에 따라 숙종초 왕명으로 군관

을 태정(汰定)하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1675년(숙종 1), 57세 때에 올린  <두가지 분부를 거두어 주실 것과 정·

연 형제의 죄상을 논하여 올린 차자>는 종척(宗戚)인 복창군과 복평군의 추

행을 거론하며 이들을 처벌할 것을 요청한 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숙종 

초년의 정국에 큰 파란을 불러일으킨 상소이다.

산당계의 실각을 가져온 1674년 2차 예송(禮訟)이후 숙종초년의 정국은 

청풍김문과 영의정 허적(許積)을 중심으로 한 남인세력의 연합정권으로 구

성되었다. 남인세력은 같은 해 12월 현종의 국상(國喪)이 끝난 후 송시열 

등을 ‘오례지죄(誤禮之罪)’로 공격하여 덕원(德原)에 유배 보내는 등 환국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점차 완료하여 갔다.

한편 서인 산당계에 대한 숙청 작업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도로 중앙 정국

은 청풍김문과 남인세력이 복창군, 복평군, 복선군으로 대표되는 종척(宗

戚)세력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을 보이고 있었다. 

현종말 ~ 숙종초 정국 변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청풍부원군 김우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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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계를 퇴진시키는 과정에서 공조했던 복창군 등이 남인세력과 결탁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왕권에 위협이 될 것을 근심하였다. 이에 김우명은 일

명 ‘홍수의 변’이라 불리는 삼복(三福  )의 추행을 폭로하여 이들을 정치적으

로 제거하려 하였고 이로 인해 숙종초년 정권의 교체를 가능하게 했던 청풍

김문과 남인세력간의 연합이 파국으로 치달았음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이 

상소는 그런 정치적 격변을 가져 오게 한 기폭제였다고 할 것이다. 

제문(祭文)에는 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장인에게 드리는 제문, 요절

한 막내아들을 애통해 하며 지은 제문, 친형 귀계 김좌명을 기리는 제문, 돌

아간 부인 송씨를 추도하는 글 등이다. 

<아이를 제사하는 글>은 부원군 나이 38세에 천연두로 아들을 여의고 애

절한 마음을 담아 쓴 제문이다. 부원군이 매우 어여삐 여겼던 막내인지라 

구절구절 슬픈 마음이 스며있어 읽은 이의 마음을 적신다.  

<형님을 제사하는 글>은 형제간의 우애를 깊이 드러내고 대동법(大同法)

의 시행과 세제(稅制) 개혁, 화폐유통 등 국사(國事)와 관련하여 서로 논의

했음을 밝혀 잠곡의 경세론이 그 자손들에게 계승되었음을 드러내었다. 이

는 친혐(親嫌)이 있는 동생의 기록이기는 하나 김좌명의 평생 이력과 생활 

태도·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부록은 청풍부원군 신도비명과 명성왕후 지문(誌文) 및 언찰(諺札), 청풍

부원군 연보(年譜)로 구성되어 있다. 신도비명은 1687년(숙종 13) 왕명을 

받들어 김석주(金錫冑)가 정리한 가장(家狀)을 기초로 호조판서 이민서(李

敏敍)가 찬술한 것이다. <명성왕후 지문>은 1684년(숙종 10) 정월 송시열

(宋時烈)이 지어 올린 것이다. <명성왕후 언찰>은 1680년(숙종 6) 12월 왕후

께서 친히 송시열에게 내린 글이다.

특히 이 언찰은 우암문집을 통해 잘 알려져 있으나, 왕대비가 송시열에게 

이 언찰을 보내게 된 경위나 언찰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제대로 알려져 있

지 않다. 본래 효종대 대동법 문제로 김집(金集)과 김육(金堉)이 의견을 달

리해 대립한 이래 한당과 산당은 국정운영을 놓고 상호비판하며 서로 견제

해 왔다. 다만, 김좌명이 죽은 현종 말 이래 김우명이 한당의 당주(黨主)적

인 지위에 오르자 그때까지의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산당에 대한 공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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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여 당주인 송시열을 공격하였고 마침내 현종말의 갑인예송(甲寅禮訟)

시 남인(南人)을 끌어들여 숙종초 남인정권을 구성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송시열은 6~7년간 남찬북적(南竄北謫)의 귀양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숙종 왕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인 정(楨)·남(柟) 형제를 제거하고 그

들과 연결된 남인세력이 축출되는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서인정권이 들

어서자 귀양에서 풀려 조정에 잠시 나온 송시열에게 대비는 구원(舊怨)을 

씻고 함께 임금을 위해 국사에 임하자는 뜻으로 언찰을 보낸 것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비(大妃)가 보낸 것은 연전에 이미 김우명이 죽어 대

비가 나서지 않으면 송시열을 상대할 한당계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만큼 송시열의 비중을 높게 본다는 뜻도 있었다. 이후 명성왕후와 김석주

는 송시열 등 산당(山黨)과 연결되어 노론(老論)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변화 속에서 송시열은 왕명을 받들어 1684년 명성왕후의 묘

지문을 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비의 이 언찰은 수십 년 지속된 산·한

당 간 대립의 종식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산림과 외척의 정치적 결속을 가져

오게 했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상으로 《청풍부원군유고》의 내용을 소략하나마 일별하였다. 현전하는 

부원군의 글은 많은 부분이 남아있지 않아 일생에 걸쳐 찬술한 기록의 전모

를 살피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시문(詩文)은 영회시(詠懷詩)의 시풍을 드러내고 있다

고 할 수 있고, 소차(疏箚)는 관직을 사양한다는 의례적인 사소(辭疏)가 대

부분이나 그중에는 정가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켜 정치적 격변과 정권교체

까지 불러오는 계기를 가져온 중요한 글도 여러 편 실려 있다. 다만 이런 중

요한 상소와 차자는 이미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어 새

로운 자료는 아니며, 또 후일의 전사(轉寫)과정에서 집안의 정치적 입장 변

화에 따라 거북하거나 기휘(忌諱)와 관련된 구절은 빼거나 삭제함으로써 사

료적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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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金元植)의《학해시선(學海詩選)》

1. 머리말

이 책은 헌종~고종년간 활동한 문신이자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8대손으로 

종손(宗孫)인 김원식(金元植, 1823~1881)의 시문집이다. 원본은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요하재소초(聊下齋小鈔)》이다. 

저자는 생전에 1,000여편의 시를 찬술했다고 전해오는데, 이들 시 중 자

신의 만년에 168편을 별도로 뽑아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이라 한다. 시선(詩

選)의 마지막에는 1880년(광서 6)에 청나라 학자 번빈(樊彬)이 찬한 시평

(詩評)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필자가 서거하기 1년전에 이미 시문에 

대한 선별이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책의 기록형태는 필사본이며 서·발문 등이 없어 간행 시기를 알 수 없

다.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특정시기에 필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편차는 불분권 1책이다. 

2. 김원식의 생애

김원식(金元植)의 본관은 청풍, 자는 춘경(春卿), 호는 학해(學海)이다. 

생부는 공조참판 익정(益鼎)이며, 모친은 반남박씨 종의(宗儀)의 따님인데, 

군수 익철(益哲)에게 입양되었다.

그의 선대는 인조·효종·현종 3조를 섬겼던 문정공 김육(金堉)이래 대·

중·소 삼파(三派)로 갈려나왔다. 대종(大宗)은 병조판서 김좌명(金佐明)에 

이어 그 손(孫) 우의정 김석주(金錫冑)의 3대는 나라에 큰 공훈이 있어 부

조지전(不祧之典)의 은택을 입었고, 2남 청풍부원군 김우명(金佑明)과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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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청원부원군 김시묵(金時黙)의 두 선조는 명성(明聖)과 효의(孝懿) 두 분

의 왕후를 낳아 각각 현종(顯宗)과 정조(正祖)의 장인이니 차종(次宗)이고, 

충익공의 2남이하 한 파가 소종(小宗)을 이루었다. 김원식은 대종의 장자로 

출생하였는데 임금의 명령으로 차종의 양자로 들어가 두 분 임금의 장인어

른을 받들게 되었다. 

1823년(순조 23) 양근 귀천에서 출생하였고 1840년(헌종 6) 음직으로 명

릉참봉이 되었으며, 영평군수 등을 비롯하여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낸 뒤 

1847년(헌종 13) 25세에 정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김원식의 관력은 사헌부 지평을 시작으로, 홍문관의 응교·부교리, 

사간원의 사간 등을 두루 거쳤고 외직으로는 양주목사와 개성부유수를 역

임하였다. 1858년(철종 9) 36세부터 예조참판·병조참판, 이조참판, 공조

참판, 호조참판을 거쳤고 1871년(고종 8)에 승정원의 도승지와 대사헌을 거

쳐 공조판서와 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는 일찍이 경전(經典)과 사적(史籍)을 폭넓게 읽었고 특히 씨족문벌(氏

族門閥)의 서적에 숙달하였다고 한다. 저술에는 시문(詩文)과 함께 현전하지 

않지만 가승(家乘) 25권을 남겼다고 한다. 부인은 대구서씨로 목사를 지낸 

호순(灝淳)의 따님이다. 1888년(고종 25) 효헌(孝憲)으로 시호를 받았다. 

<표 3> 김원식 가계도

佑明  萬冑  道濟  聖集

顯宗    郡守

國舅  明聖王后

          

時默  基大  宗善  益哲  元植

正祖  參議  參判  郡守  判書

國舅

  孝懿王后

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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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해시선》의 내용

총 168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학해시선》은 칠언고시, 오언율시, 칠언

율시, 오언절구, 칠언절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선의 내용과 김원식의 

시 세계에 대해서는 이를 역주한 김상수씨의 후기(後記)에 자세하다. 

19세기 순조년간부터 시작하는 세도정치에 이어 흥선대원군의 등장이라

는 격변속에서 김원식은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시를 많이 노래하였다. 시선

에 드러나는 내용상의 특징은 우선 중국 당(唐)~송(宋)대의 이백(李白), 두

보(杜甫)를 비롯하여 하지장(賀知章), 위응물(韋應物), 왕유(王維), 유종원

(柳宗元), 백거이(白居易), 소동파(蘇東坡), 왕안석(王安石), 도연명(陶淵

明), 양만리(楊萬里), 육유(陸遊), 원진(元稹), 허혼(許渾) 등의 시에 차운

(次韻)한 것이 많다. 이는 고인(古人)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인생관조에 두

루 회통한 면을 자신의 시에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라 생각된다. 

또한 김원식의 시에는 동시대에 같이 친교를 맺었던 선배와 동료들에게 

주었던 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유의 기록은 그의 활동을 살필 수 있

는 자료가 김윤식(金允植)이 찬한 행장(行狀) 등에 불과한 실정에서 평생에 

걸친 교유관계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원식이 친교를 맺었던 인물들을 살피면 사승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시선(詩選)에서 ‘선생(先生)’으로 칭하며 김원식이 스승의 예를 표한 인물

은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과 환재(瓛齋) 박규수(朴珪壽, 

1807~1877)였다. 홍직필은 성균관 좨주(祭酒) 등을 역임한 19세기 노론의 

대표적 산림(山林)학자였고, 박규수는 북학파와 개화파를 접목시켜 개국통

상을 주장한 인물이었다. 이 두 인물과 사제의 관계를 맺은 김원식은 사문

(斯文)의 선배되는 규재(圭齋) 남병철(南秉哲)·계전(桂田) 신응조(申應朝) 

등과도 교유하며 시를 남겼다. 

이와 함께 교유했던 인물로는 규정(圭庭) 서승보(徐承輔), 설소(雪巢) 김

성원(金聲遠), 작옥(芍玉) 홍종응(洪鍾應), 동구(東口) 유사장(柳詞丈), 연원

(硏園) 정대필(丁大疋)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시선(詩選)의 마지막에 김원식은 장사꾼 김생(金生)이란 인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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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여섯 수의 시를 수록하였다. 당시 경강(京江) 포구는 전국의 물화가 모여

드는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이러한 모습을 김원식은  무역선이 왕래하고 한

강의 나루배들이 양화진과 마포·용산 포구에서 활기차게 왕래하는 형상을 

파노라마같이 묘사하였다.  

이러한 김원식의 시에 대해 청의 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번빈(樊彬, 1825 

~1915)1)은 아래와 같이 총평하며 세도(勢道)와 권력(權力)에 초연했던 처세

(處世)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춘경(春卿)의 시는 아양을 떨거나 세속적이지 않아서 

진실하고 질박(質樸)한 경지를 자연히 이루었다.

그 시재(詩材)를 취한 것이 넓고 깊었고

의리(義理)에 귀의한 것이 그윽하여

참으로 산림(山林)의 기풍이 있으니

학문의 깊이와 수양(修養)의 넒음을 징험할 수 있다.

광서(光緖) 6년(1880) 이른 봄에 문청각(問靑閣) 주인 81세 노인 번빈(樊

彬)은 공손히 읽고 쓰다2)

1)  번빈(樊彬, 1825~1915) : 청(清)나라 문인·학자. 자(字)는 질부(質夫), 호는 문경(文卿). 1825

년 천진(天津)에서 출생하였다. 관직으로 호북(湖北) 홍안(洪安)의 현령을 지냈으며 금석문(金

石文)에 조예가 깊었고 산수화를 잘 그렸다. 그는 평소에 시 짓는 것을 좋아하여 저술한 것이 매

우 많았다고 한다. 저서로 《문청각시집(問靑閣詩集)》이 있다. 

2)  1880년은 김원식이 졸하기 1년전이다. 번빈이 찬한 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春卿詩 不要媚

俗 故自造乎眞樸之境 而其取材淵博 歸義幽窱 洵有山林之氣 足徵學養,  光緖六年 肇春 問靑閣

主人八十一叟 樊彬 拜讀幷識”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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