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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조선 최고 예술가의 묵향이 흐르는 유적지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일대에 있는 ‘김정희 선생 유적’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최

고의 서예가이던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유적지이다. 이곳에는 김정희(1786∼1856) 선생

고택을 비롯하여 추사 김정희 묘역, 월성위와 화순옹주 묘역, 화순옹주 홍문, 김흥경 묘역,

예산 백송 등 추사 김정희 선생 자신 및 그 선대와 관련 있는 유적들이 남아 있다. 

조선후기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추사 김정희 예술혼은 바로 이곳에서 자라났다. 그는

추사체라는 독창적인 서예를 통해 조선 후

기 예술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인물이다. 그

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서예관을 피력한 바

있다. 

“가슴 속에 청고고아(淸高古雅)한 뜻이 있

어야 하며, 그것이 문자의 향기와 서권의 기 김정희 선생 유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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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卷氣)에 무르녹아 손끝에서 피어나야 한다.”

김정희의 청고고아한 예술혼이 자란 이곳 고택과

유적지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우선 출생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다.

김정희는 1786년(정조 10)에 아버지 유당 김노경

과 어머니 기계 유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집안에는 그의 탄생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이야기

가 전해지고 있다. 먼저 추사는 어머니 기계 유씨가

임신한 지 24개월 만에야 태어났다고 한다. 또한

추사가 태어나기 전, 마을의 우물물이 줄어들고 뒷

산인 용산의 초목이 시들시들해졌다고 한다. 그랬

다가 그가 태어나자마자 다시 우물이 차오르고 초

목도 생기를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추사의 위대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김정희가 자란 고택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이 추사고택은 추사의 증조부 김한신이

영조의 차녀 화순옹주와 혼인한 뒤 월성위로 봉해지면서 지은 시골집이다. 그러나 김한신

이 후사가 없이 요절하자 화순옹주 또한 따라서 죽기를 결심하고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넣

지 않았다. 남편을 따라가기 위함이었다. 이에 영조가 친히 화순옹주의 집을 방문하여 미

음을 권하였음에도 한 번 마셨다가 곧 토해 버리더니 결국 음식을 끊은 지 14일 만에 죽고

말았다. 후에 정조는 1783년 화순옹주의 얼을 기려서 열녀 정문을 내렸는데, 이는 조선조

왕실의 유일한 사례이다. 

추사 김정희 집안은 본래 충남 서산 대교리(大橋里, 한다리)에 자리잡아 속칭 ‘한다리 김

문’으로 불린다. 추사의 고조부는 영의정을 지낸 김흥경이며, 증조부는 영조의 둘째딸인

화순옹주와 혼인하여 월성위에 봉해진 김한신이다. 이로써 추사 집안은 명문가로서 이름

을 드날리게 되었다. 

추사 김정희는 북학파의 거두 박제가, 청나라의 옹방강, 완원 등 이름난 학자들에게 학문

을 배웠다. 관직은 병조참판과 성균관 대사성에 이르렀으며, 제주도와 함경도 북청에 10

여 년간 유배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청조의 고증학풍을 도입하여 북한산 기슭의 신라 진

흥왕 순수비를 고증하기도 하였다. 넓고 깊은 학문과 천부의 재질을 바탕으로 한 추사의

예산의 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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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시, 서, 화, 전각 등에도 뛰어났으며, 추사체라는 독자 일문을 열어 서예 사상 최고

의 경지를 이룩하였다. 작품으로는 세한도 등이 있다.

명문가의 역사가 담긴 김정희 선생 유적은 1980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되었다. 

추사고택(충남 유형문화재 제43호)

추사의 증조부 김한신이 영조의 차녀 화순옹주와 혼인한 뒤 월성위로 봉해지면서 지은 시

골집이다. 먼저 영조는 서울 통의동에 월성위궁을 내려주었고, 용궁리 일대를 사전(賜田)

으로 내려주었다. 그 후 김한신은 친산(親山)을 이장하기 위하여 이곳에 묘막을 지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조는 충청도 53개 군현마다 1칸씩 건립비용을 분담케 하여 53칸

짜리 집을 짓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당시 건축된 고택은 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

실되었고, 1968년 남아 있던 초가집마저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이후 1976년 고 박정희 대

통령의 특별지시로 유적지 정화사업을 벌이면서 고택을 충청남도가 유형문화재로 지정하

여 매입하였고, 도편수 이광규의 주도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형체를 알아보지 못

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던 곳도 있어서 53칸의 집을 안채 25칸, 사랑채 11칸, 사당 3칸 등

으로 줄여서 복원하였다. 

추사 김정희 묘역

추사고택 남동쪽 약 80미터 지점에 추사 김정희 묘역이 있다. 원래 과천에 안장되어 있었

으나, 1937년 이곳으로 이장하여 초배 한산 이씨와 계배인 예안 이씨를 합장하였다. 묘비

는 1934년에 건립되었는데, 화강석 대좌에 오석을 세우고 옥개형 이수를 올렸다. 비문은

후손 김승렬이 찬서(撰書) 하였다. 충남 문화재 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었다.

추사고택 화순옹주 홍문추사 김정희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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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위와 화순옹주 묘역 및 화순옹주 홍문

추사의 증조부모인 월성위 김한신과 화순옹주의 묘역(충남 유형문화재 제45호)이다. 김

한신은 영의정 김흥경의 4자(子)로 화순옹주와 혼인한 후 월성위에 봉해진 인물이다. 묘역

은 추사고택에서 북쪽 약 100미터 지점에 동향으로 합장으로 되어 있다. 묘비의 전면은 영

조의 어필이며, 비문은 유척기가 짓고 김이주가 썼다. 화순옹주의 홍문은 묘역으로부터 북

쪽으로 약 8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200평의 대지에 여러 채의 건물로 조성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정면 8칸, 측면 1칸의 대문칸만 남아 있고, 대문 상단에 명정 현판이 걸려

있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김정희 선생 유적

간접 관련된 유적(물) 예산 용궁리 백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