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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雲養 金允植(1835~1922)은 한문학 마지막 시 의 문장가 가운데 한 사람

이다. 그는 鳳棲 兪莘煥(1805~1859)과 瓛齋 朴珪壽(1807~1876)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고, 주요 직을 두루 맡아서 국내외에서 활동하 다. 한 많은 詩文

을 남겼는데, 이는 문집인 雲養集과 雲養續集, 일기인 陰晴史와 續陰晴

史 등에 한다.1)1)

김윤식은 한말 정계의 심 인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행 에 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학 분야에서는 일 부터 주목받아왔다.
2)
2)반면 문학 연구에

* 이 논문은 2005년도 서울 학교 한국학장기기  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1) 陰晴史, 續陰晴史는 1955년에 國史編纂委員 에서 활자화하여 간행하 다. 雲
養集은 아세아문화사에서 1980년에 金允植全集으로 인하 다. 2004년에는 

民族文化推進 에서 韓國文集叢刊 328권으로 雲養集과 雲養續集을 표 ․

인하 다. 본고에서 雲養集과 雲養續集을 인용할 때는 한국문집총간에 의해 

면수를 표시한다.

2) 김윤식 개인에 을 맞춘 근래의 역사학 분야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논 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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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운양 문학 반에 한 權五惇의 논의가 있은 이후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3)3) 어도 양 으로는 당 의 평가나 문학사  상과 어울린다

고 말하기 어려운 듯하다.4)4)특히 산문의 경우 文論에 한 연구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名篇으로 꼽을 만한 작품에 한 간략한 지 을 제외한다면 산

문 작품 자체에 한 근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5)5)

김윤식의 문장에 한 당 의 평가는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1922년 

김윤식이 세상을 떠났을 때 ‘朝鮮의 文豪’라고 지칭되었던 은 이러한 상황을 

단 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6)6) 한 ‘長 老’ 즉 馮道에 비견되었던 

행  문제만 제외한다면 李建昌이나 金澤榮보다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지

이 있어, 당 인의 김윤식 문장에 한 평가가 어느 정도 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7)7)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정민은 韓末 三大文章家로 알려진 李建昌, 金澤

다. 정옥자, 1984 ｢운양 김윤식 연구｣, 역사와 인간의 응, 한울; 이상일, 1990 

｢雲養 金允植의 政治思想硏究｣, 태동고 연구6; 이상일, 1993 ｢雲養 金允植의 

社 ․經濟思想｣, 태동고 연구9; 이상일, 1993 ｢雲養 金允植과 3․1運動｣, 태
동고 연구10; 이상일, 2000 ｢雲養 金允植의 政治活動｣, 실학사상연구17-18; 
김성배, 2001 ｢金允植의 政治思想 硏究｣, 박사학 논문(서울 ). 

3) 권오돈, 1960 ｢近朝의 漢文學에 한 一 察: 滄江과 雲養을 中心으로｣, 인문과

학5; 정민, 1987 ｢雲養 金允植의 文論攷｣, 한국학논집12; 정민, 1987 ｢雲養 金

允植의 詩論攷｣, 한양어문연구5; 정민, 1989 朝鮮後期古文論硏究, 아세아문화

사; 金允朝, 1995 ｢燕巖 文學의 계승 양상에 한 한 고찰: 金允植․金澤榮의 경

우를 심으로｣, 한문학연구10; 박 옥, 1996 ｢金允植의 歸川 紀俗詩 硏究｣, 한
문학논집14; 윤호진, 1998 ｢金允植의 八家涉筆-柳文 硏究｣, 한국고문의 이론과 

개(김도련 편), 태학사.

4) 김윤식 문학에 한 연구가 양 으로 부진한 이유 가운데는, 김윤식의 행 에 

한 포폄의 뜻이 연구에도 반 되어 있다는 도 들 수 있다. 권오돈은 김택 에 

해서는 자세히 논하고 김윤식은 개략 으로만 언 하 는데, 결론에서는 이러

한 차이가 의도 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5) 권오돈, 앞의 , 54면에서는 김윤식의 산문 가운데 걸작으로 꼽을 만한 것으로 ｢權

兼山傳｣, ｢琴師李元永傳｣, ｢乘海舟說｣, ｢苦蚊說｣, ｢ 卞吉雲序｣, ｢新學六藝說｣, ｢素

山遺稿序｣, ｢白雲遺稿序｣, ｢燕巖集序｣, ｢瓛齋先生文集序｣, ｢潤筆菴遠望記｣, ｢望海臺

記｣, ｢寧澹齋記｣의 13편을 지 하고, 評語를 써서 간략히 언 하 다.

6) ｢雲養先生의 長逝를 悼하노라｣, 동아일보 1922년 1월 23일. 

7) 曺兢燮, 深齋集 권6, ｢ 滄江書｣. “일 에 우연히 雲養集을 읽었습니다. 살펴

보건  그 학식의 통달하고 풍부함은 寧齋나 梅泉보다 인 듯하나, 다만 한 조

각 기특한 지조가 없음으로 인하여 끝내 長 老가 됨을 면치 못하 으니, 가히 

크게 탄식할 만합니다.(日前偶讀雲養集, 觀其學識通贍, 似在寧梅之上, 而以但無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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榮, 黃玹보다 당 의 聲譽가 앞섰다고 언 한 바도 있다.
8)
8)물론 당 의 평가

가 문학사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구의 필요성은 여기서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당 의 평가를 논외로 하더라도, 김윤식의 산문은 어도 두 가지 

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단된다. 첫째는 김윤식이 燕巖 朴趾源의 

문학에 해 각별한 심을 갖고 있었다는 이다. 김윤식의 숙모가 연암의 

장남 宗 의 딸이며, 박규수의 문하에 있으면서 연암의 문학에 해 높이 평

가했다는 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 된 바 있다.9)9)둘째는 김윤식이 산문 자

체에 해 깊은 심을 갖고 연구를 했다는 이다. 김윤식이 唐宋八家를 비

롯한 국의 文과 우리나라의 文의 역사에 해 구체 인 작품을 거론하며 

논평하 다는 은 이미 文論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에서 거듭 지 된 바 있다. 

근 가 시작되는 시 까지 활동한 한문학 작가의 文論이 이처럼 풍부하다면, 

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文에 한 검토는 당  우리 문학사의 변화와 지속

의 양상을 악하는 데 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김윤식의 산문이 가진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 지만 산문작품 체를 하나씩 검토하는 것은 실 으로 가

능하지 않으므로, 文論과의 련성 하에서 구 되는 특성을 악하는 데 

을 둘 것이다. 이를 해 우선 김윤식의 文論을 재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산문 작품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 文論의 재검토

정민은 김윤식의 文論을 검토하면서 그의 문론을 ‘文華道實의 貫道論’으로 

요약하고 구체 으로는 작문법에 있어서는 ‘氣勢’를 강조하 음을 지 하

다.10)10)이는 鳳棲 門下의 ‘因文入道’의 文論을 계승하면서 이론  체계를 세우

    片特操, 竟不免作長 老, 可爲浩歎.)”

 8) 정민, 앞의 책, 168면.

 9) 김윤조, 앞의 에서는 ‘연암 문학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김택 과 함께 김윤식

의 경우를 다루었다.

10) 정민, 앞의 책, 163-193면. 정민은 ‘古文의 이해와 學文의 자세’에 해 文變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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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 의 산문을 평하면서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김윤식 

文論의 실제는, 唐宋八家의 문장을 총 103則으로 나 어 평한 ｢八家涉筆｣(권

14~15), 우리의 역 문장에 하여 논한 ｢東鑑文鈔序｣(권10)와 ｢答人論靑邱

文章源流｣(속집 권4), 일반론을 개한 ｢瓛齋先生文集序｣(권10), ｢答丁 耘論

文書｣(권11), ｢絅 遺稿序｣(권10), ｢素山遺稿序｣(권1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민이 이미 지 한 바처럼, 김윤식은 文과 道를 꽃[華]과 열매[實]의 계

에 비유하여 貫道의 文論을 개하 다. 다음에서 그러한 文論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가) 文은 道로부터 나오며 道는 文으로 드러난다. 비유하건  꽃이 있는 草木

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열매가 없는 꽃을 군자는 부끄럽게 여

긴다.
11)11)

(나)  삼백년이 지나서 송나라의 여러 자들이 나타남에 미쳐서 열매가 비

로소 이루어졌다.  꽃은 열매가 아니다. 그 지만 열매는 꽃이 아니면 한 이

루어질 수 없다.
12)12)

(가)에서는 꽃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꽃[無實之華]

은 군자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에서는 꽃이 곧 열매인 것은 아니

지만, 열매는 꽃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합하여 이해하자

면, 열매를 맺는 꽃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과 꽃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을 동시에 지 한 것이 된다.

이를 실제 문장에 용한다면, 文에는 道를 담은 것과 道를 담지 못한 것의 

두 가지가 있고, 이 가운데 후자는 취할 바가 못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文 없이 道를 펴내는 것은 자체로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개

념화해서 정리한 것이 (가)에서 거론된 ‘文從道出, 道以文見’의 상보  계이

다. 이러한 시각을 취할 때 道가 심이 되면서도 그 발 수단으로서의 文의 

른 風氣世級論, 文章의 구분과 行文의 추구, 氣勢論의 셋을 검토하 는데, 작문

법의 측면에서는 셋은 氣勢의 문제에 련된 것이라고 단된다.

11) ｢瓛齋先生文集序｣, 雲養集권10, (민족문화추진회 인본, 404면). “文從道出 道

以文見 譬如草木之有華  必有實 無實之華 君子恥之.”

12) ｢八家涉筆｣, 雲養集권14, 489면. “又歷三百年 至有宋諸賢 而實始成 夫華非實也 

然實非華亦不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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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 역시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김윤식은 文과 道의 상보  계에 한 원칙론을 바탕으로 하여 因文入道

의 과정, 즉 理→辭(文)→氣→光彩로 도식화될 수 있는, 문장을 통해 도가 구

하는 과정에 한 논의에까지 이름으로써 더욱 정 한 文論을 마련하

다.13)13)  그러한 文과 道의 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국과 우리의 

역 문장을 통해 살핀 바 있다. 

결국 김윤식의 文論은 文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도 道와의 연 성과 긴장

을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文이 道에 종속되거나 道에서 완 히 벗어나 방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 지만 이러한 성과는 道와 文의 계가 

문학사상의 심 인 문제틀이었던 시 에만 극 인 의의가 있을 것이며, 

한 구체 으로 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는 이러한 일반론만으로는 해

결되기 어려운 것이 한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김윤식의 文論이 지닌 문제

성과 실 용의 가능성을 이 두 가지 문제에서부터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되는데, 본고에서 김윤식의 문론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이유 한 여기에 

있다. 

김윤식이 활동하던 시기에 ‘道와 文의 계’라는 문제가 이 과는 다른 배

경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은, 기본 으로는 道의 성격 변화에 원인이 있다. 당

에 文, 혹은 文學의 개념 한 변화한 것이 사실이지만, 김윤식이 새로운 문학 

개념을 받아들 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실 인 文의 성격 변화라

는 문제는 상 으로 부차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세계의 개입에 의해서 道의 역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음은 김윤식 

한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은 經濟, 富國强兵, 利用厚生 

등의 연구에 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를 ‘時務’로 악하고 있었다. 

가장 이상 인 인물로 묘사했던 燕巖에 해서도 ‘時務’의 에서 높이 평가

하고 있다.14)14)그 다면 김윤식에게 있어 道의 역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당

13) 정민, 앞의 책, 171면.

14) ｢燕巖集序｣, 雲養集권10, 400면. “ 개 여기서 말한 열 가지는, 모두 서양인들

이 힘을 다하여 추구하고 정력을 기울여 생각하며 여러 나라를 분주히 다니면서 

경험으로 징험한 것으로, 어떤 것은 백년 이백년에 겨우 그 한두 가지를 얻은 



86 韓 國 文 化 38 ․

에 ‘時務’가 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時務는 엄 히 말하면 道와는 성격이 다르다. 道가 실이나 혹은 

經傳 속에 구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경 을 연구하고 사물을 찰하여 

궁구하면 얻을 수 있다. 즉 그 속성이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지만 時務의 내용이 지속 으로 변화할 뿐 아니라, 

이르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혼자서 궁구하거나 구에

게서 배워도 답에 이르기 어렵다. 그 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배움으로써 時務

를 얻고자 하는 것이 당 의 경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時務’의 성격에 해 논한 ｢時務說 陸生鍾倫遊天津｣에서는 ‘時務’에 한 

당 인의 태도와 그에 한 김윤식의 비  시각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논자들은 태서의 정치제도를 본받는 것을 일러 時務라 여긴다.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서 오직 다른 사람만을 볼 뿐이니 이는 기품과 병증을 논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약을 복용하고서 갑작스런 효과를 구하려는 것이니 

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  時務를 아는 사람으로는 北洋大臣 荃 李鴻章만

한 사람이 없다 할 것이다. 개 넓은 아시아 륙, 큰 청나라에 어  時務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는가. 그 까닭을 깊이 살펴본다면 그 완 을 마땅하게 

할  알고 그 역량과 지모가 한 족히 그 말한 바를 따를 수 있는 것은 걸이 

아니면 능히 하지 못할 바이다. 그런 까닭에 오직 이공[李鴻章]만이 그것을 감당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다만 이공을 사모할 만 알고 일마다 

天津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 오늘날의 急務가 아닐 것이다. 하물며 

더 거리가 먼 泰西의 지엽말단을 본받겠는가.
15)15)

것이다. 선생은 곧 조용히 앉아서 여기에 이르고 담소하는 때에 드러내고 문장 

가운데서 발휘하 으니, 근세에 ‘時務’를 말하는 자들이 기뻐하며 말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 개 이른바 걸이란 당세의 일[時務]를 잘 

아는 이를 이르는 것이다. 지  선생이 우주의 변화를 꿰뚫어 보고 비록 그 말

이 당세에 쓰이지 못할 것을 알았더라도 백년 이후를 기다려 장차 인지를 개발

하고 그 원 한 효험을 거둘 수 있다면 가히 시 를 넘은 웅이며 동양의 선각

자라고 말할 수 없겠는가.(凡此十條所說, 皆西人之竭力推究, 精覃思, 奔走列國, 

驗以經歷, 或百年二百年而僅得其一二 . 先生乃雍容坐而致之, 揚扢於談笑之際, 發

揮於篇章之間, 近世談時務 之所津津樂道 , 無一不在於其中. 夫所 俊傑 , 識

當世之務也. 今先生 觀宇宙之變, 雖知其 之不用於當世, 而留待於百年之後, 以

開發人智, 收其遠大之效, 可不 間世之英豪, 東洋之先覺乎.)”

15) 雲養集권8, 362면. “今之論 , 以倣效泰西之政治制度, 之時務. 不量己力, 惟人

是視, 是猶不論氣稟病症 而服他人經驗之藥 以求其霍然之效 蓋甚難矣.…當今識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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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윤 6월의 인데, 문집에서 ‘說’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국으로 떠나

는 은이에게 주는 부탁의 말을 담은 序의 성격을 갖고 있다. ‘當時所當行

之務’로 풀이할 수 있는 ‘時務’가 당 인에게서 泰西 즉 서양의 정치제도를 본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과 함께 국에서 가장 時務에 밝다고 하는 

李鴻章에게서도 ‘吾國今日의 時務’를 바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을 

지 하고 있다. 泰西의 것을 그 로 따라하거나 국에서 배워올 수 있는 것

도 아니라면, 결국 스스로 자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외국의 時務를 참작해서 

방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게 마련된 時務는 구히 불변하는 것일 수 없을 것이다. 道에 常과 變

의 양면이 있다면, 時務에는 變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상 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國勢에 따라 병증이 다르고 병증이 달라지면 다른 약을 써야 하듯이, 

지역과 시 가 바 면 時務 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하고 유동하는 時務에 능하기 해서는 국내에서 부지런히 

찰하고 해외에서 부지런히 배워야 했다. 그런데 실은 외국에서 배우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김윤식 한 그러한 실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

에 국내사정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지만 기본 으로는 많은 것을 보

고 배울 것을 외국에 나가는 은이에게 권하 던 것이다. 사실 김윤식은 ‘온

건개화 ’로 흔히 분류되지만, 외부세계와의 에 해서는 매우 극 인 

인물이었다.
16)16)生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는 기

본 으로 외부세계와의 이 요하다고 단했던 듯하다. 이는 文章에 있

어서도 한 다르지 않았다. 

務  宜莫如北洋大臣 荃李公. 夫以亞洲之廣․淸國之大 豈乏能談時務之人 惟深

達其故 而知其緩急之宜 其力量智  又足以副其所  非俊傑不能也. 故曰惟李公足

以當之. 雖然 但知慕李公 而欲事事倣效天津 則已非吾國今日之急務 況泰西枝葉之

末乎.”

16) 실상 운양은 당 의 변화하는 세계에 가장 민감하고 극 으로 반응한 인물 가

운데 한 사람이었다. 天津에서는 국어를 배우려는 생각을 가졌고 사진기를 직

 다루어보는 열성을 보 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풍습

을 받아들임으로써 ‘眞開化’라는 다소 비아냥 섞인 당 인들의 지 을 받았음은 

梅泉의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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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선 오백년은 장수나 재상의 재목이 아득히 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

라 말단에 해당하는 문 에 있어서도 한 백에 하나도 미치지 못한다. 지  재

를 가지고 살펴보건 는 도리어 삼국의 시 만도 같지 못하니, 그 까닭은 무엇인

가? 보이는 바에 얽매여서 스스로 만족하고서 남에게서 구하지 않는 까닭이다.
17)17)

조선시  500년간 외부세계와의 을 막은 결과 삼국시 보다도 못한 상

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여기서의 인식이다. 과거 신라나 고려가 외국과 

활발히 했던 것과는 달리 폐쇄하고 자족한 결과 오늘날의 상황에 이르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에 한 타개는, 폐쇄되지 않았던 시 의 역

사에서 배우고 외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 즉 그 게 함으로써 時務에 

밝아지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18)18)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因文入道하고자 한다면, 道가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유동 인 만큼 道를 가진 文, 즉 앞으로 열매 맺을 꽃을 피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 道가 가변 이고 유동 이라 하더라도 道로 말미

암아 어지는 文은 가능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아마도 

文 자체가 자연스럽게 道를 획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이와 

같은 文은 가능할 것이다. 그 지만 이러한 文論은 실상 因文入道의 貫道論을 

넘어서서 文學의 기능을 화할 때에야 성립 가능할 것이다. 컨  이 수 

등에 의해 20세기 에 모습을 드러낸 文學에 한  믿음의 논리들에서

라면 가능할 것이겠는데, 김윤식은 그러한 논리를 펴지는 않았다.  道를 포

기하는 순간 因文入道의 원칙 역시 포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

지도 않았을 것이다.

김윤식이 취한 길은 ‘가변 인 道’에 기 지 않으면서 문장을 쓸 수 있는 

作文의 원리라는 가능성에 한 탐색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민

이 지 한바 氣勢論은, 유신환 문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7) ｢東鑑文鈔序｣, 雲養集권10, 394면. “我朝五百年, 非徒 相之才, 遠不逮前代, 至

於文藝之末, 亦百不及一. 以今觀之, 反不如三國之時, 其故何哉. 囿於所見, 自足而

無求於人故也.”

18) 그 지만 김윤식은 외국과의 이 무조건 외국의 것을 배워 따르는 것이어서

는 곤란하다는 을 인식하고 근심하 다. ｢近 軒記｣에서는 오늘날의 근심이 

“厭常而好奇”하고 “海外”만 말하려는 데 있다고 하여 당시의 풍조에 해 근심

하는 모습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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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민의 결과와 상응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단된다. 氣勢란 ‘ 의 자

연스런 결’로, 인 인 틀에 얽매여 ‘自然’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다.19)19)氣勢

는 억지로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을 쓰면서 속이거나 꾸미

지 않으면 한 자연스럽게 구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게 하기 해서는 과

거의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범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氣勢, 즉 인 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경지는 문학의 역에만 국한

되지는 않는다. 다음은 書畵에 조 가 깊었던 金圭鎭에게 써  ｢淸虛齋記｣의 

한 부분이다.

개 지극히 맑으면 빈 것과 같아서 능히 만물의 모습을 비출 수 있게 된다. 그

런 까닭에 환하게 빛나는 밝은 거울과 맑디 맑은 머물러 있는 물은 外物에서 구하

지 않지만 外物이 와서 자신을 비추는 것이다. 산천과 목과 인물과 의 형상

은 팔방으로 숲처럼 벌여 있어 각기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거울과 물은 돌이켜보

건  거기에 여하지 않는다. 서화의 道 한 그러하다. 모름지기 마음을 맑게 하

고 근심을 없애고 외물에 구속되지 않아야 자연스  움직이면 들어맞게 되니, 곧 

上乘이 되는 것이다. 만약 한  꺼기나 티끌의 가 있어서 가슴 가운데 막히

게 된 즉, 비록 핍진하게 베낀다 하더라도 곧 野狐禪에 떨어질 것이다.
20)20)

거울이나 맑은 물이 사물을 비추는 것은 억지로 하고자 해서 그 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외물이 로 와서 거기에 비추는 것인데, 그 게 되기 

해서는 거울이나 물은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지극히 맑은 것이 

빈 것과 같다고 서두에 제시한 경지는 그 게 갖추어질 수 있는바, 인 인 

조작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문장에서 자연스러운 氣勢를 

유지하는 것 역시 이러한 거울과 물의 비유와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 결과 문장이 道를 갖출 수 있기를 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윤식이 문장의 역사를 논하면서 世級을 언 한 것, 즉 시 가 내려올수록 

문장이 낮아진다고 한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유가 용될 수 있다. 실상 시

19) 정민, 앞의책, 180-183면.

20) ｢淸虛齋記｣, 雲養集권10, 421면. “夫至淸若虛, 能照萬物之象. 故明鏡之瑩然, 止

水之湛然, 非有求於物, 而物來自照. 山川草樹人物樓臺之形, 森羅八矚, 各呈其態, 

而鏡 水顧不 焉. 書畵之道亦然. 澄心息慮, 不拘束於物, 而動合自然, 乃爲上乘. 

若有一點査滓塵埃之累, 滯於胸中, 則雖摹擬逼眞, 便墮野狐禪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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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려가서 성 에서 멀어질수록 문장이 낮아지고, 그 末弊를 뛰어난 인물

이 극복한다는 논리는 김윤식 특유의 것이라 하기 어렵다. 唐宋八家의 古文이 

극복자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지 하는 것으로 그치면, 일반론을 되풀이

하는 데 그칠 수 있다. 그 지만 김윤식은 실제 문장작법에 있어서 범이 될 

수 있는 唐宋八家의 문장에 해서도 비 인 안목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문장을 모범으로 삼는 것이 험할 수 있음을 동시에 경고하 다.

당나라의 韓愈가 나와서 이 의 허물을 모두 쓸어버리고 힘써 古文을 추구하니, 

가히 文의 행운이라 할 만합니다. 그 지만 이로부터 八家의 篇章하는 법이 곧 척

도가 있게 되었고, 구와 자를 안배하는 것이 군사를 다스리는 것보다 엄해졌으

며, 말을 써서 뜻을 얽는 것이 모두 常式이 있게 되었습니다. 眞氣가 모두 사라지

고 차 비루하고 자잘한 데로 나아가게 되었으니, 이 한 文의 폐단입니다.
21)

21)

 

韓愈 이래 唐宋八家에 의해 추구되어 문장의 폐단을 바로잡았던 古文이, 

차 眞氣를 잃고 고정된 형식의 틀이 되어버렸다고 하 다. 그것은 時務에 

합한 것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尺度와 常式'이 됨으로써 문장이 眞氣를 잃

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험성을 동시에 가진 것이다. 그 다면 唐宋八

家의 정신, 즉 氣勢를 유지하면서 時務를 갖추고자 하는 태도는 본받을 필요

가 있지만, 그들이 남긴  자체는 그 로 따라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김윤식의 唐宋八家의 에 해 깊은 심을 보이면서도 작문법 

자체의 분석에 그리 치 하지 않았던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

김윤식은 唐宋八家의 문장에 해 공감하고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으로 

받드는 일은 없었다. 직에 나아가기 이 에 썼던 ｢八家涉筆｣에서도 당송팔

가에 한 비 을 발견할 수 있거니와, 1910년의 인 ｢ 硯齋記｣에서도 軾

을 ‘才大而量 ’라고 비 하고 있다. 실상 방 한 분량의 ｢八家涉筆｣은 唐宋八

家의 문장에 한 소개나 해설 수 의 이 아니다. 그것은 八家의 문제 을 

찾고 八家와 함께 토론하면서 쓴 이다. 즉 팔가는 범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례일 뿐인 것이며, 문장은 스스로를 비워서 얻은 氣勢를 펼침으로써 어져

21) ｢答丁 耘論文書｣, 雲養集권11, 430면. “唐韓愈氏出而盡掃前庇, 力追古文, 可

文之幸遇也. 然自是以往, 八家篇章之法, 便有尺度, 排句妥字, 嚴於治軍, 遣 措意, 

皆有常式, 眞氣都喪, 漸就卑瑣, 是亦文之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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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윤식의 文論은 因文入道의 貫道論을 원칙으

로 내세웠지만, 文과 道가 긴 하게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것

이어서 그 로 실의 문학에 용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를 해결하기 해 어떤 범도 인정하지 않고 문장을 쓰게 되는 氣勢論이 요

구되었다고 하겠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해결방안에 해 실제 산문작품을 

통해 좀더 세부 으로 살피고자 한다.

3. 산문작품에서의 文論의 구 양상

1) 衆體의 활용

김윤식은 평생 동안 을 써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22)22)문집의 文體 분류가 

정 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지만,23)23) 어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을 썼음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문장 가운데는 김윤식이 공 인 입장에

서 쓴 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성격에 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단된다.24)24)따라서 본고에서는 리로서의 공 인 입장이 아

22) 雲養集에 실려 있는 文體別 산문의 수는 다음과 같다. 策(1), 傳(5), 論(2), 議

(2), 說(14), 疏(10), 狀啓(2), 召 (3), 告(2), 公函(10), 御製代撰(30), 序(16), 

記(39), 跋(5), 箴(2), 銘(26), 箋文(3), 上梁文(1), 書牘(53), 書後(22), 墓誌(4), 

墓碣(2), 墓表(1), 神道碑銘(1), 行狀(3), 家狀(2), 行 (1), 諡狀(1), 遺事(7), 祭

文(21), 追悼文(2), 哀辭(3), 告由文(3), 雜著(4), 雜文(18).  雲養續集의 산

문 작품의 수는 다음과 같다. 敎諭書(1), 序(33), 記(12), 贊(1), 書(9), 書後題辭

(20), 墓誌銘(1), 墓碣銘(13), 墓表(4), 祭文(6), 章(8), 追悼文(1), 哀辭(1), 雜

文(8)

23) 雲養集  雲養續集은 보통의 문체 분류보다 세분화된 항목을 두어 산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편찬자의 의도와 련된 문제이겠지만, 시 변화에 의한 문

장 종류에 한 인식의 변화를 반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김윤식의  가운

데는 내용상 說이면서 序로 어졌다거나, 書簡이면서 雜文에 수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 등이 여럿 있어서 문체 구분이 쉽지 않다. 당 의 문체에 한 

인식의 변화 자체가 요한 문제이겠지만, 여기서는 문제를 지 하는 것으로 우

선 그치고 문집의 분류를 존 하여 논의를 개한다.

24) 선사 활동이나 외교 련 활동에 련된 서한, 공문 등의 경우와 같이 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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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개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문장을 심으로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김윤식은 다양한 경력만큼이나 다양한 인물군과 계를 맺고 있었다. 伊藤

博文이나 그의 사 인 末松謙澄과 같은 일본의 정치인, 漢城旬報 발간에 여

한 井上角五郞, 天津의 李鴻章과 그의 막하 인물들, 각국의 외교사 들이 외국

인으로서 가까운 사이 다면, 국내 인물로는 魚允中, 兪吉濬 등의 료들, 李

應辰, 徐應淳 등 鳳棲 門下의 인물들, 鄭萬朝 등 유배생활을 함께 한 인물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외에도 金澤榮, 黃玹, 羅喆 등과 같은 인물들은 그를 찾아 

배움을 청하기도 하 다. 

이들이 김윤식에 해 언 한 바는 모두 심을 기울일 만하지만, 특히 김

택 은 김윤식의 문장에 해 언 하여 살펴볼 만하다. 김윤식은 김택 이 

국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주선하 을 뿐 아니라, 그의 史才를 높이 평가

하며 역사편찬에 힘쓰기를 권면하 다. 김택 은 국에서 생활하면서도 雲
養集이 편찬되었을 때에는 발문을 썼다. 김윤식의 문장에 한 그의 지 을 

한 번 살펴보자.

이미 공교로운데도 더욱 공교롭기를 구하고, 이미 기이한데도 더욱 기이하기를 

구하여, 심지어는 자를 가지고서 재어 어 나는데도 그치지를 않는 것, 이것은 고

의 재주 있는 선비로 문장으로 세상에 과시하는 자가 하는 일이다. 公卿大人의 

經世하는 문장은 그 지 않아서, 말이 분명하면 그치고 뜻이 흡족하면 그친다. 다

만 이로움이 있는 實事만을 따질 뿐이요 이로움이 없는 浮華함을 따지지는 않는

다. 큰 옷을 입고 큰 을 쓰고서 비록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문채가 없다 

하더라도, 가히 조정에 앉아서 정사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雲養 김공의 문장이 

이러하다. 그 지만 공은 늘 燕巖 朴趾源 선생의 문장을 매우 좋아하 는데, 이 문

장은 동방 사천년의 제일가는 奇偉한 문장이다. 그 좋아하는 바를 보건  한 그 

가슴 가운데 품은 기이한 지취가 따로이 쌓인 바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5)25) 

용건을 달하기 한 경우도 있지만, 이들의 경우에도 간 으로 요구조건을 

달하거나 정세변화를 통지한 도 있어 단순한 정보 달로 보기는 어렵다. 

그 지만 이러한 은 文論의 차원을 넘어서는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단된

다.  맡은 직 로 인해 례 인 칭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는데, 특

히 말기의 산문 가운데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25) 金澤榮, ｢雲養集跋｣, 雲養集, 519면. “已工而加求工, 已奇而加求奇, 甚至入於偭

繩背矩畔經乖理而不之止, 此古今才士以文夸世 之所爲也. 若公卿大人經世之文則

不然, 詞明則止, 意洽則止, 只問實事之有益, 而不問浮華之無益. 如大 之衣, 大帛

之冠, 雖無動人之文采, 而可以坐朝廷出政事, 雲養金公之文, 是也. 然公居恒酷好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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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 선비 던 자신과 公卿의 지 에 있었던 김윤식은 처지가 달랐고 따

라서 그 문장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앞에 내세웠다. ‘以文夸世 ’라고 

했지만 그것이 김택  자신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속뜻을 어느 정도는 

감추고 있는 말일 것임은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자신처럼 을 다듬고  

다듬어서 공교롭고 기이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과는 처지가 다르기 때

문에, 김윤식 같은 사람의 문장은 말이 분명하고 뜻이 흡족하도록만 하면 그

만이고 별도로 文采를 갖추고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는 ‘務去陳 ’이나 ‘辭達而已’의 경지를 가리킨 것은 아니며, 공교롭고 기이

한 문장을 쓸 만한 수련이 되지 않더라도 公卿에게는 해가 될 것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 지만 김윤식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했다. 

燕巖의 을 매우 좋아하 으니 그 지향하는 바와 성취는 짐작해볼 수 있다

고만 말하고, 어떤 인지는 구체 으로 지 하지 않았다. 김택  자신이 선배

의 을 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겨 이 게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

만, 한편으로는 이는 ‘古文’을 지향한 김택  특유의 서술방식일 것이다. 따라

서 燕巖의 문장과의 련성을 김택 이 지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것은 권오돈의 평이다. 권오돈은 김윤식의 文 가운데 

傑作들을 거론하고서 “平淡한 것은 平淡한 로 渾雅한 것은 渾雅한 로 芬

芳悲惻한 것 俯仰慷慨한 것, 혹은 拗體로 혹은 平體로 모두가 傑作 아닌 것이 

없다”26)고26)했다. 이는 결국 하나의 評語로 설명하거나 하나의 文體로 단순화

시켜 드러낼 수 없다는 말이겠는데, 이는 연암의 문장에 용될 만한 평가이

기도 하다. 김윤식이 고정된 격식 없이 그리고 상황에 맞게 文體를 바꾸면서 

명편을 썼다는 뜻이 될 것이며, 이는 奇偉하다고 김택 이 지 한 燕巖 산문

의 특성과 상당히 근 한 부분일 수 있을 것이다.

본고 서두에서 제시한 조 섭의 평가, 즉 학식의 통달하고 풍부함이 이건창

이나 황 보다 낫다고 한  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조 섭의 

燕巖先生之文, 是文也, 東邦四千年第一奇偉之文也. 觀其所好, 亦可知其胸中奇趣之

別有所蘊矣.”

26) 권오돈, 앞의 ,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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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은 김윤식이 國內外․東西洋의 다양한 사실들을 거론하면서 문장을 썼다

는 을 지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 시  燕巖이 보여주었던 

바처럼 다양한 쓰기 방식과 통찰력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다는 을 

지 한 것은 아닌지 추정해볼 수 있다. 만약 그 다면 김윤식의 文論을 다시 

검토하면서 논한 ‘당 의 因文入道’를 한 방안으로는, 우선 여러 문체를 넘

나들면서 자신의 사유를 펼쳤다는 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時務說 陸生鍾倫遊天津｣이 序이면서 說의 성격을 지닌다는 을 

지 하 지만, 여기서 언 한 바에 보다 합한 는 ｢苦蚊說｣이나 ｢虎豹說｣

과 같이 寓意의 뜻을 포함한 작품일 듯하다. 다음은 ｢苦蚊說｣의 서두 부분이다.

호남 주의 모기는 나라 안에 이름났는데, 바닷가 각지의 모기들은 한 주

에서 형노릇을 한다. 주와 바닷가 각지의 모기들은 모두 순천 오도의 모기를 

받들어 大父로 여긴다. 이에 오도의 모기는 한 나라에서 으뜸이 된다. 섬 안에는 

본래 사슴이 많아서, 오도는 사슴으로 나라 안에 이름난 곳이다. 먼 지방의 사람

들이 양식을 싸들고 바다를 건 서 그 피를 마시러 오는데, 온 사람은 반드시 모

기에 괴로움을 당하여 그 피와 살이 어들게 된다. 이에 오도의 사슴은 사람에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게 되었으니, 사슴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

라 모기가 해를 입힘이 많기 때문이다. 모기는 크기가 리만 하고, 주둥이는 보리 

까끄라기 같으며, 홀로 우는 소리가 우  같고, 무리지어 날면 하늘을 가린다. 낮

에 사람의 살갗에 모이는데 독성은 갈과 같다.
27)27)

어느 곳의 모기가 가장 지독한가에 한 언 으로 을 시작하 다. 호남의 

모기 가운데서도 바닷가의 모기가 소문난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순천 오도

의 모기는 국에서 으뜸이라고 했다. 리만한 몸집에 보리 까끄라기 같은 

주둥이를 갖추고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하늘을 덮을 만큼 떼 지어 날아다니

고 갈과 같은 독을 갖고 있다는 인용문 말미의 묘사는 그러한 명성에 어울

릴 만한 것이다. 한편 오도는 사슴으로도 유명하다고 했다. 그래서 사슴피를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 고장에서도 찾아오지만, 실제로 유익함은 없다고 

27) ｢苦蚊說｣, 雲養集권8, 358면. “湖南全州之蚊, 聞於國中, 而沿海諸蚊, 亦相伯仲於

全州. 全州及沿海諸蚊, 皆推 天金鰲島之蚊以爲大父, 於是金鰲島之蚊, 冠於一國. 

島中素多麋鹿, 金鰲島以麋鹿聞於國中, 遠方之人裹糧涉海而來飮其血, 來 必苦於

蚊而減其血膚. 於是以爲金鰲島之鹿無補於人, 非鹿之無補也, 則蚊之爲害多也. 蚊大

如蠅, 嘴如麥芒, 獨鳴如雷, 群飛蔽天, 晝集人肌, 毒螫如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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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사슴피를 마셔서 얻는 이익만큼이나 모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해로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도에서 김윤식 한 외일 수 없었다. 인용문에 이어지는 부분

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서는 모기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한다. 

이 소리를 함안에서 온 사람이 듣는다. 그는 ‘必反의 이치’를 거론하며 김윤식

의 불평을 나무란다. 해가 천에 뜨면 곧 기울고 달이 차면 이지러지게 되는 

것처럼, 물이 불을 다시 흙이 물을 克하는 것처럼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다. 

한 호랑이가 벌 들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매미를 잡아먹은 사마귀가 

새에게 제압당하는 것처럼 報復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했다. ‘함안’은 이치를 

추상 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의 논리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다. 다

음은 김윤식과 ‘함안’과의 화로 이루어진, 의 마지막 부분이다.

“ 한  오늘날 세상을 보지 못하는가? 여항 자거리에 얼마간의 부유함이라

도 있으면, 에는 반드시 그 이익을 나 는 자들이 있는 법이니, 실상 모두 하늘

[天]인 것이다. 그 가 사슴의 피를 마시면 며칠 만에 기는 왕성해지고 피부는 

윤택해질 것이니, 아마도 하늘이 모기로 하여  그 의 이익을 나 도록 하지 않

겠는가?” 내가 말하 다. “ . 이익은 진실로 모기와 나 어서 하늘의 마음에 따

라야 하겠지만,  사슴은 모기에게 무슨 은혜가 있길래 모기가 그를 하여 원수

를 갚는 것입니까?” 함안이 말하 다. “모기 같은 미물이 텅 비고 고요한 바닷섬 

가운데 살면서 사슴이 아니라면 사방에 그 이름을 날릴 수 없었을 것이니, 이것이 

커다란 은혜가 아니겠는가?” 내가 듣고서 고요히 말하 다. “미물도 한 이름을 

해 능히 죽을 수 있는 것인가?”
28)28)

함안은 우선 자에 남의 재물을 뺏는 자들이 있는 것은 모두 하늘이 시킨 

것, 즉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제했다. 실상 ‘分其利’란 불법 이거나 

부정한 짓이겠지만, 함안은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 다. 이를 근

거로 모기가 사슴피를 먹고 얻게 될 김윤식의 이익을 나 는 것 역시 자연스

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 다. 약간은 억지스러운 설명에 해 김윤식은 반박

28) ｢苦蚊說｣, 雲養集권8, 358-359면. “且不觀夫今之世乎. 閭巷 肆有數金之饒, 上必

有分其利 焉, 其實皆天也. 子飮鹿血, 有日而血旺肌潤, 意 天其使蚊分子之利乎. 

余曰唯唯. 利固當 蚊分之以 天心, 且鹿有何恩於蚊而爲之報讎. 咸安曰以蚊之微

細, 居海島空寂之中, 非鹿無以揚其名於四方, 此非恩之大 乎. 余聞之悄然曰, 微物

亦能死於名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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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보복에 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니 다시 설명해주기를 청할 뿐이

다. 함안은 외진 곳에 사는 모기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사슴 때문이니 피를 

잃은 사슴을 해 보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한다. 김윤식은 여기에 해서

도 반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기에게 ‘能死於名’의 덕목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여기서 을 끝맺는다.

함안의 설명 속에서 ‘사슴-사람(김윤식)-모기’는 자생존의 원리 속에 놓

이게 된다. 동시에 사슴과 모기 사이에는 義理의 계가 성립된다. 더 나아가

서 모기라는 성가신 해충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무뢰한이 아니라 명 를 

해서는 목숨을 거는 존재로 격상된다. 이러한 논리에는 물론 결함이 있다. 

특히 모기가 자에서 남의 이익을 ‘나 어가지는’ 존재와 동일시되고 있는 

에서 그 다.  함안의 설명은 진화론과 의리론, 실논리와 규범윤리를 뒤섞

어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받아들이거나 생각할 만한 부분은 분명 있지만, 충

분히 상 가 반박할 만한 것이라는  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김윤식은 이에 해 반박하지 않았다.  동조하지도 않았다. ｢苦蚊

說｣의 특징 인 부분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함안의 설명이 비루하거

나 비논리 이라고 나무라고 힘의 논리를 정하는 세태를 비 할 수도 있었

을 것이다.  반 로 함안의 설명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치를 깨우쳐 주

었다고 탄식하거나, 모기의 의리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은 것이 실이라고 개

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지만 김윤식은 어느 쪽도 취하지 않았다. 이 때

문에 다분히 寓意的인 성격을 가진 이면서도 ｢苦蚊說｣은 여러 가지 결론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29)29)권오돈의 설명을 빌면 ‘拗體’

라고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1892년의 작품인 ｢虎豹說｣은 자신의 사고만을 진술하고 있어서 화나 사

29) 다른 한편으로는 ｢苦蚊說｣은 道의 성격이 달라진 시 상황을 반 하는 것이라고 

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변 이고 유동 인 道의 존재에 한 인식은, 어떤 

문제에 해서건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 의 이른

바 ‘계몽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결론과 교훈이 명확한 寓 을 썼는데, 이들에

게 道는 항구․불변 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道의 내용은 통

인 것과 상당히 달리 인식되었겠지만, 그들이 기 고 있는 ‘道의 성격’은 통

인 것과 가깝고 김윤식의 경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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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심으로 구성된, 은 시 의 작품 ｢苦蚊說｣과는 차이가 있다. 그 지만 

사람과 동물의 계를 다루고 있다는 , 설명의 논리에 해 자신의 확정

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에서는 유사하다. 

호랑이나 표범이 때로는 낮에도 도시를 횡행하면서 사람을 하고 압

도하지만, 때로는 낮에는 숨어 지내다가 밤에만 겨우 다니면서 평생토록 한 

사람도 해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 이 되는 상이다. 

사람의 비가 얼마나 철 한지가 시 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

반 인 설명일 것이다. 그런데 김윤식은 이러한 설명이나 그에 따른 교훈을 

지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함안’이 내세웠던 바와 유사한 성격의 속

설을 거론하는 것이다.
30)30)하늘이 주재하는 이치는 사람이 지나치게 번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물이 성하면 곧 쇠하게 되는 

이치에서 사람 역시 외일 수 없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런 논리에 

근거를 두게 되면 호랑이나 표범은 단순한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늘의 의도를 

실 시키는 높은 존재가 된다. 마치 모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호랑이와 표범의 

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두 가지 어 나는 설명에 해, 김윤식은 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의 말미에 속설에 해 믿을 만한 것인지 회의를 표하기는 하 지만, 그것만

으로는 속설을 부정하거나 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 

얻게 되는 효과는 역시 결론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는 ｢苦蚊說｣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이라고 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언 한 두 편의 이 당  사회 상에 한 비 의 의미를 담고 있

을 것이라는 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 지만 비 의 상이 어느 쪽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한 사실이다. 뇌물을 챙기는 리를 포함하여 자에서 

남의 이권을 빼앗는 무리들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장기로 삼는 무리

들은 분명 부정 인 존재일 것이다.
31)31)그 지만 이들을 으로 부정 으로

30) ｢虎豹說｣, 雲養集권8, 359면. “혹자는 말하기를 ‘사물이 성하면 쇠하게 되는 것

은 常理이다. 만약 인류가 지나치게 번창하면 하늘이 虎豹의 患을 내려서 사람

을 크게 이는 것이다’라 한다(或曰物盛則衰, 理之常也. 若人類太繁則天降虎豹

之患而大減之.)”

31) 정치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虎豹說｣에 해 일본을 비롯한 외세에 한 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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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김윤식은 실제 상을 통해 살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격식이나 범, 문체에 얽매

이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한 이것이 유동 인 道에 응하는 문장을 구

하는 한 가지 방식이었다고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2) 視野의 확 를 통한 局見의 타

김윤식은 국, 일본에 견된 바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외국인들과 

빈번하게 만나고 교유하여야 했다.  앞서 지 한 바이지만 그러한 외국과의 

교류가 문물의 발 을 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우리 역사를 상으로 언

명하기도 하 다. 그 다면 이러한 외부와의 은 그의 문장에 있어서도 특

징 인 부분을 만들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윤식이 선사로 天津에 갔을 때의 일은 陰晴史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

고,  국 리들과의 筆談은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의 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는데, 동고동락했던 수행원들과 주고받은 에서는 

그러한 심정이 보다 실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 卞吉雲

序｣는 譯官으로 天津에 동행했던 卞元圭가 먼  조선에 돌아갈 때 써  

이다. 우선  체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요동이 넓다고 하는 東人들의 局見 비

(나) 변길운 등과 동행하면서 겪은 일  

(다) 귀국하는 변길운을 송하면서 슬퍼한 일

(라) 시야를 확 해 局見을 넘어서면 슬퍼할 이유 없다는 깨달음

(마) 嬰兒의 비유를 통한 (라)의 인식 재확인

(바) 떠나는 변길운에 한 권면 

｢ 卞吉雲序｣는 략 이상과 같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 쓴 

목 과 배경은 (다)에 제시되어 있지만, 그에 해 새로운 의미를 탐색하고 

식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한 가 있다. 그 지만 이는 虎豹가 부정 인 

존재이므로 여기에 비해야 한다는, 작품의 한 가지 측면만을 지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김윤식의 의도 가운데 일부만을 읽은 견해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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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을 드러내기 해서 (가)에서 常識을 비 했고 (라)에서 자신들의 상

황에 용하 다. (가)를 먼  내세운 것이 (라)에서 깨달음을 제시하고 (바)

에서 권면하기 한 장치 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효과 인 표 을 한 고려

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윤식의 깨달음과 인식이 드러난다고 단되는 (가)와 (라) 부분을 살펴

보자.

(가) 동방의 사람들은 요동 들 이 넓음을 성 하게 일컬어 천하의 최고라고 

한다. 내가 요동 들 에 이르러 며칠을 갔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산이 없으니 가

슴이 훤하여서 진실로 평생의 장 이라고 여겼다. 기주 북쪽의 들 에 이르러서는 

다시 망연자실하여, 돌이켜 생각하건  지난날 요동 들 을 보았던 일은 局見이 

됨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하늘 아래 기주 들 보다 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니, 河伯에 할 말 없을 뿐이며 마땅히 식견이 넓고 큰 이에게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32)32)

(라) 아아. 우리 무리는 바다 끄트머리에서 나서 일 이 천리 밖을 벗어나지 못

하 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압록강을 건 고 갈석산을 지나서 조나라․연나라의 

들 을 건넜으니 가히 멀리 노닐었다고 할 만하다. 그 지만 국 폭을 들어서 

헤아린다면, 이는 그 바깥문과 같을 뿐이다. 한 지구의 大局으로 논한다면, 오히

려 방과 문 사이를 떠난 일이 없는 셈이다. 방과 문 사이에서 사람을 보내면서 

한 물을 뿌리며 슬퍼하는 자도 있는가.
33)33)

(가)에서는 조선의 사람들이 요동 벌 이 넓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국에 와 보니 그보다 넓은 곳이 많아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기는 부끄럽

다고 했다. 局見, 즉 막힌 식견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떠들썩하게 말하게 

되면 식견 있는 이들의 비웃음을 살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실제로 

국에 여행한 체험을 남들보다 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 할 수 있을 것

32) ｢ 卞吉雲序｣, 雲養集권9, 390면. “東人盛稱遼野之廣, 爲天下 . 余至遼野行數

日, 四顧無山, 胸次豁然, 信以爲平生壯觀. 及到冀北之野, 又茫然自失, 回思曩日遼

野之觀, 猶不免爲局見, 不知一天之下 大於冀野 更有幾. 黙黙乎河伯 宜其見笑於

大方之家也.”

33) 의 , 390면. “嗟乎. 吾輩生於海隅, 未嘗出千里之外. 一朝渡馬訾歷碣石 涉乎燕

趙之郊 可 遠遊. 然擧中州全幅而計之, 此猶其邊門耳. 又以環瀛大局論之, 尙不離

於房闥之間. 人於房闥之間, 亦有揮淚 悵 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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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라)에서는 (가)에서의 인식을 다시 진 시킨다. (가)에서와 같은 局見을 

갖게 된 것은 실상 경험의 부족 때문이며, 동시에 세계라는 큰 집에 비긴다면 

자신들의 遠遊가 도 히 遠遊라고 할 수 없는 소박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다. 그 결과 이별을 슬퍼하는 모습은 아직 문을 나서지도 못하고서 슬퍼하

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게 된다면 지 의 슬픔은 

한 局見에서 유래한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가)가 념 인 속설의 잘못을 

지 한 것이라면, (라)에서는 자신 한 局見에 얽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처럼 국 심의 동아시아만이 세계의 부 다 하더라도 인식과 경

험의 폭이 좁음을 한탄해야 할 것인데, 이제는 세계의 역까지 확 되었다. 

따라서 인식의 역을 확 할 필요성 역시 더욱 커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

데 자신은 어떠한가? 비유하자면 방과 문 사이에 함께 있는 셈인데도, 실에

서는 물을 뿌리며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경험하고 인식할 것이 많은 실

의 처지에서 고 할 일도 많은 수행원들 앞에서 자신이 슬퍼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 올바른 인식을 하기 해 시야를 확 하고 局見을 타 하는 노력

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局見의 타 라는 인식은 사실 莊子에서 그 발상의 단 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기도 하다. 실제 (바)에서는 鵠이나 鵬을 거론하면서 변길운을 권면하고 있

기도 하다. 그 지만 둘 사이의 차이 한 분명히 존재한다. 莊子가 무한한 세

계를 념 ․비유 으로 상정했다면, 김윤식은 실제 실의 범  안에 그처

럼 무한한 세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서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무한

한 세계의 존재는 변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해서는 실질 인 일 수 있

는 것이다. 한 ‘조선의 時務’를 추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것임을 물리 으

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세계를 하나하나 살피지 않

으면 곧 험이 닥칠 것이라는 박한 실  조건 하에 놓여 있는 것이 김

윤식의 입장이었고, 이는 莊子에서 발상을 일으키되 거기에 머물 수 없고 따

라서 보다 실 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했던 이유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윤식이 燕行에서 느 던 局見의 문제는 에 燕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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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섰던 인물들 한 지 한 바 있다. 박지원의 ｢一夜九渡河記｣나 홍 용의 ｢醫

山問答｣은 그 가운데 뛰어난 성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만 김윤식

은 박지원의 冥心이나34)34)홍 용의 人物․內外의 구분에 한 반론과 같은 일

반론을
35)35)마련하지는 못하 다. 철학  사유로 나아가 인식의 환을 마련하

지 못하고, 앞의 실 자체에 처하거나 당장의 실천방도를 마련하는 데 

심을 기울일 뿐이었다. 이는 유동 이고 가변 으로 인식되는 道의 성격에

도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결국 시야를 확 하고 局見을 깨뜨려 얻어낸 세

계 체에 한 조망은, 나와 외부 세계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그것이 자기 사유를 개시켜 나가는 바탕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 지만 김윤식이 시야를 확 하고 局見을 깨뜨린 결과가 단순한 외국 추

종에 머물 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海外에만 심을 기울이는 풍조에 해 

비 이었음은, 앞서 언 한 바 있다. 외부 세계에 한 인식을 보다 정 히 

해야만 時務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식이 객 이고 세 한 실 

분석에 힘썼음은 여러 펀의 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이 한 局見의 타 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김윤식의 실 분석의 능력이 발휘하여 객 인 실 분석을 취한 

로는, 삼일운동 직후 李容稙과 함께 발표한 ｢ 日本長書｣을 들 수 있다. 

오늘날에 소란을 진정시킬 방도는 용을 베풀거나 사납게 하거나 하는 두 

가지이다. 용을 베푼 즉 말로 깨우치고 무하겠지만 장차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어져서 소란함이 식을 날이 없을 것이다. 사납게 하고자 한 즉 베어서 

멸망시킬 것이니 장차 격렬함을 더하게 되어 이루 다 벨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근

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끝내 좋은 계책은 없을 것이다. 지  무리지어 움직이는 

백성들은 그 원하는 바가 과거에 지녔던 물건을 회복하고 노 의 부끄러움을 면하

고자 하는 것이다. 그 지닌 바는 맨주먹과 하나의 뿐이니 그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패악한 뜻이 없음은 단연코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진 군

자라면 마땅히 기꺼이 받아들여 용서할 것이다. 근래에 듣건  체포한 자가 이어

져서 가둔 곳이 넘쳐나고, 채 과 매 아래 족쇄 가운데서 왕왕 그 제 로 된 죽음

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 한 혹은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여 시체가 서로 베고 

운 채 쌓여 정상이 참혹하다 하니 차마 듣지 못할 일이다. 그러하면서도 여러 고

34) 박희병, 1999｢박지원 사상에 있어서 語와 冥心｣,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35) 조동일, 2000문학사와 철학사 둘인가 하나인가, 지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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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소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어  근본은 해결하지 않고 다만 임시방편으

로 다루고자 하는 까닭이 아니겠는가? 만약 무리지어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을 보

이는 로 죽이고자 한다면, 다만 얼굴만 바꿀 수 있을 뿐이요 마음은 바꾸지 못

할 것이다. 사람마다의 마음에 모두 獨立의 두 자가 있으니 어두운 방안에서 홀

로 외치는 자도 몇 백만인지 알 수 없다. 한 모두 찾아내어서 죽일 수 있겠는

가?
36)36)

김윤식이 3․1운동에 한 일본의 응방식을 비 한 부분이다. 독립을 가

로막는 탄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그에 앞서 伊藤博文 등이 조선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항의하거나, 혹은 萬國公法에 호소하는 등의 명분론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았고, 그 다고 실 인 힘을 넘어선 일본에 한 

복수의 다짐을 하지도 않았다. 물론 당시의 檄文이나 宣 書類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상의 논리들이 가진 역사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치

평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김윤식의 실에 한 근방식을 여기서 확인할 필

요가 있다. 

김윤식은 일본이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는 방책을 차분히 지 하고, 

그 결과를 상해보건  어느 쪽도 근본 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어서 재 일본 측의 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도한 응임을 근거를 들어서 논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 과 같은 

처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을 논하 다. 

자신처럼 어두운 방에서 홀로 외치는 자들을 등장시켰다는 에서 주

인 측면을 발견할 수는 있으나, 격앙된 당시의 상황에서 찾아보기 힘든 차분

한 분석이라는 은 지 할 수 있을 듯하다. 김윤식이 3․1운동에 참여해달라

는 최남선 등의 권유를 ‘宣 ’의 비합리성을 거론하며 거부한 바 있음은 이미 

36) ｢ 日本長書｣, 續陰晴史下, (국사편찬 원회 표 본, 607면). “今日鎭定之道, 非

寬則猛. 寬則說諭慰撫, 無所畏憚而息鬧無日. 猛則芟夷撲滅, 愈增激烈而不可勝

誅. 若不解決根本, 終無善策矣. 今羣動之民, 其所願 , 欲復 有之物, 而得免奴隸

之恥也. 其所持 , 空拳單 , 表白其寃鬱之情也, 其無悖惡之志, 斷可知也. 仁人君

子, 所宜矜恕而涵宥 也. 比聞逮捕相屬, 囹圄充溢. 鞭笞之下, 鐐鏁之中, 往往不得

其死. 又或使用武器, 積屍相枕, 情狀慘怛, 有不忍聞. 然而列郡騷擾, 愈往愈甚, 豈非

根本未解, 徒事撫勦之故歟. 假使群動 , 隨現誅戮, 只能革面而不能革心, 人人心中, 

皆有獨立二字, 暗室獨唱 , 不知爲幾百萬人. 又可盡搜而殺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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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서는 자기 나름의 정세 분석을 바탕으로 논리를 

개시켜 청원 혹은 설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長書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물론 의문스러운 일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정세를 분석

하고자 한 시각은 하나의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 한 바와 같은 局見의 타 라는 인식의 획득은, 그러나 외국과

의 계를 통해 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김윤식은 출사하기 

이 에도 사람들의 고정된 시각, 상투화된 념에 해 비 인 태도를 취하

던바, 이는 일종의 단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修學期로 볼 수 있는 

1855년에 국내에서 쓴 ｢潤筆庵遠望記｣ 같은 데서도 이러한 를 발견할 수 있

다.
37)37)여기서는 같은 해 자신의 거처에서 쓴 ｢鏡潭記｣를 살펴 보기로 한다.

폄하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연못인 즉 맑다. 그 지만 그 제도가 매우 좁

고 한 집에 가까우니 그 는 무엇을 취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응답하여 말하기

를 “그 다. 그 지만 그 는 연못으로 이 연못을 보았으니 마땅히 그 매우 좁고 

집에 가까운 것을 병통으로 여기는 것이다. 나는 못으로 보지 않고 거울로 이 연

못을 본다. 그러므로 그 병통이 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38)

옛날 작은 연못 자리에 서 마련한 집안의 연못인 ‘鏡潭’에 해, 다른 사

람들이 연못 치고는 결함이 있다는 을 지 하 다고 했다. 사실 에 보이

는 상만으로 본다면 그러한 지 은 옳을 것이다. 그 지만 남들과 같은 

37) ｢潤筆庵遠望記｣, 雲養集권10, 409면. “내가 이에서 비로소 맑고 흐림이 같지 

않고 높고 낮음이 끝이 없음을 깨달았다. 아아. 내가 일 이 한 조각 구름의 아

래에 있으면서 흐린 즉 천하가 모두 흐리다고 여기고 맑은 즉 천하가 모두 맑다

고 여겼다. 한 등  로 오르면 더 높은 곳이 없다고 여기고 한 등  아래로 

내려오면 더 낮은 곳이 없다고 여겼다. 돌아보건  매우 가소로운 일 아니겠는

가?(余於是始覺陰晴之不同, 卑高之無窮. 嗟乎. 吾曾在彼片雲之下, 陰則以爲天下

陰, 晴則以爲天下晴. 上一級則以爲高莫高, 下一級則以爲卑莫卑, 顧不大可笑哉.)” 

김윤식은 이런 인식을 통해 牧隱과 같은 선 인들의 높은 식견을 감탄하는 한편

으로, 자신의 안목이 좁았음을 인식하 다. 비교  늦게 직에 진출했지만 당시 

정계에 깊은 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인식의 폭이 갖춰져 있었

다는 도 요한 부분이었을 것으로 볼 만하다.

38) ｢鏡潭記｣, 雲養集권10, 408면. “人有毁之 曰, 潭則淸矣, 其制甚窄, 且逼室, 子奚

取焉. 余應曰然. 子以潭視潭, 固宜病其甚窄而逼室, 吾則不以潭視, 而視之以鏡. 故

不知其爲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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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규격을 갖추어야만 연못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지 을 김윤식은 받아들

일 수 없었다. 그 연못을 소유하고 즐기는 이의 志趣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제도의 연못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더욱 소 할 수 있는 것이다. 모

든 사람, 모든 지역에서 연못이 갖추어야 할 척도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한 인식은 時務가 나라와 시 마다 달라지고, 문장이 常式

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시야를 확

함으로써 그 게 되기 한 구체 인 방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결과에 있어서의 한계, 과정이나 배경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局見을 타 하고자 하는 그의 정신은 文論이 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한 

구 방식의 하나로 지 될 만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語 聯關를 통한 氣勢의 개 

김윤식이 문에서 氣勢를 시했음은 앞서 文論을 검토하면서 이미 지 한 

바 있다. 김윤식의 문장에서는 사실 지나친 수식이나 극단 인 논리의 비약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의 흐름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인

데, 이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언어 상호간의 계를 설정하거나 語義를 풀

이함으로써 문맥을 이어가는 데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실상 단어의 뜻풀이를 내세우는 것은 김윤식 당 의 경향이기도 하다. 당시

에는 開化나 文明과 같은 신조어의 유입이 있었고 한 새로운 사상과 문

물․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설명’의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이미 존재하던 단어와

의 련성을 해명함으로써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작문에 있어 필

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문학의 통에서 

記文이나 贈序類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물이나 사건의 뜻풀이와 의미 부여

가 의 목  가운데 일부일 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한문학을 했던 김

윤식 문장에서 그러한 성향이 드러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듯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語釋을 비롯한 언어 상호간의 상 성을 통한 논리 개

를 김윤식 산문의 특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서두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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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기 한 것이 아니라  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

는 가 있고 한 그를 통해 자득의 경지를 제시하는 가 있기 때문이다. 

즉 문장 체의 논리 개에 핵심 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보이기 때문에 주

목할 만하다는 것이다.

｢琴鶴軒記｣는 1860년의 작품으로, 天의 고을원으로 있던 종형을 신해서 

지은 이다. 代作이기 때문인지 수사에 심을 기울인 흔 이 보인다. 그 서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天은 에 富麗하다고 일컬어졌다. 벼와 물고기, 소 이 맛있고 귤과 유자, 

竹箭이 풍성하고, 산수와 가 아름다우니, 마을 사람들이 江南이라 불 다. 

개 강남은 진실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 지만 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풍토가 보통과 다르다. 강북의 벼슬살던 선비들 가운데 늘상 뜻을 잃고서 쫓겨나

서는 나그네 생활의 고 를 겪으며 불평한 마음을 말하는 이가 많았으므로, 강남

이 비록 아름다우나 족히 즐거울 수는 없었다.
39)39)

天에 있는 琴鶴軒의 記文이므로, 보통의 경우라면 주변의 경 을 묘사하

고 ‘琴鶴’을 내세운 주인의 뜻을 밝히는 것으로 서술의 순서가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김윤식은 天의 別稱에 한 언 으로부터 을 시작하 다. 산물이 

풍족하고 경 이 아름답다는 공통  때문에 작은 강남으로 불리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어서 원래의 江南 즉 국의 江南에 해 묘사하 다. 국의 강

남 역시 아름답지만, 그 곳은 즐거운 장소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뜻

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난 이들이 고 를 겪으며 노닐었던 곳이기도 하기 때

문이다. ‘江南’이라는 공간에 해 富․麗와 不平․不樂의 양면 인 의미가 있

음을 여기서 밝히는데, 실상 그 단서는 ‘江南’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이다.

인용문 이후의 부분에서는 ‘ 江南’에 내려온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 다. 작

은 고을을 맡는 소원을 이루고 처자와 함께 내려와서 하는 생활은 만족

스런 것이었다고 했다. 그것은 국의 江南이 가진 不平․不樂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 지만 富麗함이 만 못해진 것이 지  재의 상황

39) ｢琴鶴軒記｣, 雲養集권10, 409면. “ 天古稱富麗, 有秔稻魚鹽之美, 橘柚竹箭之饒, 

山水樓臺之勝, 邑人稱之曰 江南. 夫江南固佳麗之區, 然去中州踔遠, 風土異常, 江

北宦遊之士, 每多失志遷逐, 羈旅 苦, 以道其不平之懷, 江南雖佳, 未足爲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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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도 함께 지 했다.

원래 富麗했던 곳이므로 평안하고 즐거운[平․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정상 인 상태일 것이다. 그 지만 지  재의 天은 그 지 못하다. 그래서 

과거의 富麗함으로 인해 江南이라는 별칭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 다면 고

을원은 그 고을이 과거의 화를 되찾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 지만 

재는 自足하는 생활 이외에 뚜렷이 내세울 만한 것은 없다. 향후 선정을 베

풀어 不平․不樂의 원래 江南에서는 리지 못했던 것을 소강남에서는 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江南이라는 언어의 동일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天에 한 묘사는 백성

들의 고난과 고을원의 樂道가 모순되거나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야 할 것

이다. 그 지만 여기에 국 江南의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그러한 상황은 나타

나지 않는다. 오히려 고을원의 노력과 결실이 기 되는 것이어서,  자체의 

방향이 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江南의 등장은 단순히 지역의 

별칭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장 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구실까지 하

는 것이라 지 할 수 있다.   

한편 語釋 자체를 통해 나름의 주장을 편 도 있다. 다음은 ｢六 序｣의 

반부와 말미 부분이다.

최남선 군이 자신의 집을 ‘六 ’이라 이름 붙 다. 어떤 이는 최군이 서 을 모

아두기 좋아하여 歐陽修의 ‘六一’의 뜻을 취하여 자호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

은 최군이 자신을 수양하는 데 근면하여 張載의 ‘六有’의 뜻을 취하여 스스로를 경

계한 것이라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최군은 명 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한 獨善하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다. 개 장차 추락하려 할 때 斯文을 붙들어 일

으키고자 하면, 지난 것을 인도하여 올 것을 열어야 하는데, 그 일은 매우 어렵지

만 그 뜻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周易의 復卦에 이르기를, “그 道를 왕복하여 7

일에 다시 회복된다”고 하 다. 개 하나의 효를 하루에 당하게 한 것이니, 건효

가 모두 곤효로 변하게 되면 그 수는 6이다. 이는 純陰이 되어 陽이 없을까 의심

되지만, 그러나 천지 사이에 陽이 어 없어지는 이치는 없으니 純陰의 가운데에 

陽이 하나 이미 생겨난다. 그런 까닭에 그 천지를 보는 마음을 회복한다고 한 것

이다. 개 그 굽힘을 슬퍼하고 그 펴짐을 기뻐한 것이다. 성인이 陽을 부지하는 

뜻을 여기서 가히 볼 수 있다…내가 최군이 ‘六’으로 호를 삼은 까닭을 알겠으니, 

개 純陰의 때에 처하여서 회복될 기약을 기다리는 것일 것이다.
40)40)

40) ｢六 序｣, 雲養集권10, 405면. “崔君南善, 名其所居之室曰六 . 或曰崔君好蓄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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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선의 당호인 ‘六 ’이 무슨 뜻인가를 두고 세 가지의 풀이법을 제시한 

것이 의 내용이다. 藏書가 많으므로 구양수가 육일거사로 자처한 뜻을 이어

받고자 한 것이라는 풀이법, 수양에 힘쓰기 때문에 장재가 수양의 요체로 제

시한 ‘六有’를 명심하기 한 것이라는 풀이법을 앞에 내세웠다. 그 지만 이 

둘은 집의 주인 즉 최남선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상식 으로 짐작

할 수 있는 풀이를 거부한 것이다.

신 김윤식은 이와는 다른 풀이법을 내놓는다. 그것은 周易의 純陰의 수인 

‘六’을 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斯文’이라 한 것은 흔히 儒學을 뜻하는 말이

지만, 여기서는 실 혹은 실의 道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응이 성립된다면 ‘六’은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의 희망이 보장

된 실을 지칭하는 말이 된다. 동시에 ‘六 ’은 미래의 가능성을 실화시키

기 해 노력하는 인물로 자임하는 것이 된다.

自號했다 했으므로 최남선 본인의 입을 빌어서 직  말하게 하고 선배의 

입장에서 그 뜻을 칭송하거나 권면의 계기로 삼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구

성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윤식은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실상 ‘六 ’으로 自號한 최남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을 통해 단언할 수

는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는 원래의 뜻을 밝히는 것이 목 이 아니라, 

언어 속에 담길 수 있는  다른 의미, 즉 김윤식이 달하고 싶은 의미를 제

시하는 것이 목 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 贈序와 記文, 論說의 구

실을 함께 하도록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언어와 그 이미지를 통해서 氣勢를 유지한, 즉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사실 몇 가지의 험성을 갖고 있다. 

언어유희에 빠지거나 실상과 유리된 浮華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이 상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그 지만 김윤식의 경우 문집 편찬 과정

籍, 取歐公六一之義以自號也. 或曰崔君勤於自修, 取張子六有之說以自警也. 余 崔

君非好名 也, 又非欲獨善 也. 蓋欲扶起斯文於 墜之際, 啓往而開來, 其事甚難, 

而其志不可沒也. 在易之復曰, 往復其道, 七日乃復. 蓋以一爻當一日, 乾爻盡變爲坤, 

其數爲六. 是爲純陰而疑於無陽, 然天地之間, 陽無減滅之理, 純陰之中, 一陽已生, 

故曰復其見天地之心, 蓋悲其屈而喜其伸也. 聖人扶陽之意, 於此可見矣.…吾知崔君

之以六爲號 , 蓋處純陰之時, 俟來復之有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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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戱作을 제외한 것인지는 몰라도 어도 문집 내에는 그런 가 될 만한 

작품을 남기지는 않은 듯하다.

여기서 다시 ‘因文入道’라는 文論으로 돌아가 보자. 이 경우에는 언어연 을 

시한다면 道를 벗어난 문장이 될 험성, 즉 道와 文이 분리될 험성은 여

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험성을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앞서 살펴본 衆體의 활용과 局見의 타 가 그러한 방식으로 지 될 수 있거

니와, 여기서 다루는 언어연 의 방식 역시 그 가운데 유력한 것이었다고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수단의 차원에 그치도록 함이 필요할 것이

겠는데, 이는 지나친 수식이나 언어유희라 평가할 만한 이 거의 없다는 

에서 김윤식이 실천했던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김윤식의 文 가운데는 오늘날의 에서만 본다면 지나치게 추상

이거나 혹은 언어유희처럼 보일 만한 도 있는데, 이에 해서는 당 의 상

황을 고려한 별도의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권8에 수록된 1881년의 인 ｢弓

鞋說｣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아. 오직 하늘이 만물을 냄에 맡긴 바가 있다. 사람은 두 손과 두 발이 있으

니, 손은 그것으로 일을 맡고, 발은 그것으로 걸음 걷는 것을 맡는다. 하나라도 없

으면 곧 廢人이 되니, 이는 天을 폐하 기 때문이다. 周易에 이르기를, 하늘에 

근본을 둔 것은 와 가깝고 땅에 근본을 둔 것은 아래와 가깝다고 했다. 사람이 

태어남에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모방한 것이요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모방한 

것이니, 발이란 것은 아래와 가까운 기구인 것이다. 생각건  부인네는 땅의 道를 

가졌으니, 이는 마땅히 아래에 가까운 기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41)41)

선사로 국을 찾았을 때, 김윤식은 弓鞋 즉 국 여성의 족에 해 비

인 시각을 보 다. 족에 한 언 이 문집과 일기에 여러 차례 등장하

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김윤식은 족의 문제 에 해 크

게 세 가지를 지 하는데, 의 인용문은 그 첫 번째 이유를 서술한 부분이다. 

여성과 땅을 연 짓고, 땅과 발을 연 지어서, 여성이 발을 해치는 것은 곧 

41) ｢弓鞋說｣, 雲養集권8, 359면. “嗚呼. 惟天生物有任. 惟人具兩手兩足, 手以任事, 

足以任步. 闕一則爲廢人, 卽所以廢天也. 易曰, 本乎天 親上, 本乎地 親下. 人之

生也, 頭圓象天, 足方象地, 足 親下之器也. 惟婦人有地道焉, 是宜護其親下之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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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天’이라 할 수 있다는 도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지만 이것은 김윤식 당

가 공유하고 있던 인식의 기반 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언어연 의 남용

이나 유희라고 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에 앞서 내세운 족의 폐

해 두 가지, 신체를 훼손하는 풍속의 문제 , 生子하는 여성을 해침이 가진 문

제 에 한 지 이 오늘날의 에서는 보다 합리 인 것이라 할 수 있겠

지만, 김윤식 당 의 인식 하에서 인용문에서의 서술과 그 두 부분에 해 차

등을 두어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결 론

본고는 주로 文論과의 련 하에서 김윤식 산문의 특징 인 부분을 검토하

다. 이를 통해 因文入道의 貫道論으로 요약되는 김윤식의 文論이 道의 성격

이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실화해서 나타날 수 있었는지,  道를 갖춘 文

을 이루기 한 작업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文

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데 근했다 하더라도 道를 버릴 수 없는 것이 因文入

道의 정신이라면, 김윤식은 문학의 독자성에 한 신세 의 주장에 동조할 수

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윤식이 취할 수 있는 文을 통해 道를 찾기 한 

과정은 다양한 탐색의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본고는 그러한 탐

색의 몇 가지 형태를 찾아내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平體․拗體를 가리지 않는 衆體의 활용이라는 문체상의 특징, 

視野의 확 를 통한 局見의 타 라는 인식상의 특징, 언어연 을 통한 氣勢의 

개라는 표 상의 특징을 그러한 실례로 거론하 는데, 김윤식이 취한 방식

이 성공 이었는지의 문제와는 별도로 당 의 변화에 응한 한 가지 방식이

었음은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윤식의 삶과 문학을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문제, 즉 1910년을 후

한 그의 행 에 한 문제를 본고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는 文論이나 문

장을 논하는 이상 정치문제와 어느 정도 분리시켜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不可不可’로 변되었던 그의 행 에 한 지 까지의 묘사에 

해 좀더 신 히 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문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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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면서 살펴보았던 김윤식의 道의 성격에 한 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자 하는 태도 등은, 그러한 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데 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향후 이러한 문제에 

해서는 보다 종합 인 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는 김윤식의 산문 가운데 일부 작품을 상으로 논의했다는 에서 기

본 인 한계를 갖는다. 물론 모든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단된다. 특징 인 국면을 악하고, 이를 文論에서

의 지향 과 비교하여 거론하는 데 본고의 목 을 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다. 그 지만 향후의 연구에서는 그 폭을 넓  다룰 필요성은 여 히 있다

고 생각된다.

한 본고의 논의는 김윤식 당 의 인물들과의 비교를 소홀히 한 에서도 

한계를 갖는다. 한문학 혹은 국문문학에 힘썼던 당  인물들과의 비교는, 좁게

는 김윤식 산문의 성격과 의의를 객 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넓게는 당

 문학사의 입체 인 악을 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윤식이 남긴 文論과 문장 가운데는 문장을 닦는 방식에 한 견해도 

부분 으로는 드러나는데, 그 성격을 악하기 한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으

로 단된다. 특히 근  기에 등장하는 각종 작문  독본류들과의 비교․

검토는 우리 나라 작문론의 개 과정을 비 으로 검토하기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문제에 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

겨둔다.

(필자: 서울 학교 BK21 한국어문학세계화교육연구사업단 계약교수)

주제어 : 김윤식, 산문문학, 인문입도(因文入道), 문론(文論)

투고일(2006.10.30), 심사시작일(2006.11.7), 심사종료일(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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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ose Writings Written by 

Unyang(雲養) Kim Yun-sik(金允植)

Hwang, Jae-moon*

42)

Kim Yun-sik(1835~1922) is one of the famous writers in the late 19th 

century of Korea. But the studies on his literature was not abundant. In 

my guess there are two reasons in that situation. First he wrote poems and 

prose works in chinese character, second his activity as a bureaucrat was 

suspicious as unpatriotic. In spite of these problems, I think that his works 

are worth studying in our time. Because he had made great efforts on 

investigation about literary theory and as a result he wrote a lot of literary 

works.

In this study I focused on his prose writings. Because a major portion of 

his comments on literature were works on prose. His literary theory had 

been called 'through literature to tao(reason)', it means that in the event 

literature can function as a key to truth. Comparatively speaking his theory 

recognized significance of literature. But it was not compared with theory in 

modern times, and in his times the reality of tao was suspicious. So he had 

to make an great efforts to his ends in his literary works. 

From the examination on his prose writings, I could conclude that his 

efforts to his ends had some ways. First, he utilized various literary styles 

to express his thought without boundary. Second, he tried to defeat a 

narrow-view by magnifying the visual field. And that was aimed to enlarge 

* Research Professor, BK21 Global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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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llectual horizon eventually. Third, he stressed the literary energy and 

for the expansion of it he utilized various types of language-connection. For 

example definition, explanation, analogy etc. But these types of writing 

were not simply rhetorical things. In a way these are results of his efforts 

for searching the ways to tao through literature.

It is clear that his theory and works had not entire originality. In a strict 

sense he was tried to be a successor of Park Ji-won(朴趾源), but the social 

and mental condition of his times were not those of 18th century Korea. 

Especially conception and role of literature were different in these two eras. 

So his writings are not highly evaluated in preset times. But I think that 

some ways to development and variation of writing in present times are 

found in precise study of his theory and works. Because those were not 

made under the influence of western literature. This essay is to be first 

step to accomplish these aims.

Key Words : Kim Yun-sik(金允植), prose writing, through literature to 

tao, theory on prose writing.


	雲養 金允植 散文 硏究
	1. 서론
	2. 文論의 재검토
	3. 산문작품에서의 文論의 구현양상
	4. 결론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