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豐山金氏 虛白堂 門中

編纂 : 김 중휴(金重休, 1797~1863)

世 傳 書 畵 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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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김씨세전서화첩(豊山金氏世傳書畵帖)》 건책(乾冊) 내용

『세전서화첩』은 안동시 풍산읍 오미동에서 600여년  세거해 온 풍산김씨 허백당문중에서 전해내려온 서화첩
으로,  지방 화풍의 일단을 보여주는 세전서화첩의 서화를 엮은 책이다. 
풍산김씨 10세부터 20세에 해당하는 19명의 인물들의 화첩과 해제를 통해 풍산김씨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 대지도박도 (大枝賭博圖)  
        1507년/안동(현-예천.호명.행갈 선영일대) 김휘손(金徽孫)선조(先祖)와  朴氏姓을 가진 사람이 준 산도(山圖)에 관한 고사(故事)  
       - 간단한 집안 내력 · 오미동(五美洞)의 지명 유래
        - 광석산(廣石山)을 선영으로 얻게 된 연유
        - 광석산의 선유암(仙遊庵)과 유의암(留衣庵) 관련 고사 및 이를 소재로 한 김대현의 시 3수(首), 
          류성룡(柳成龍)의 차운시: 김대현 『유연당집(悠然堂集)』

2. 동도문희연도(東都聞喜宴圖) 
        1526년 3월 문희연(聞喜宴) 김양진(金楊震)선조(先祖)
        - 문희연을 열게 된 배경과 참석자
        - 아들 김의정의 충효심이 담긴 「춘풍사(春風辭)」, 김양진의 화답시, 이언적의 전송시 「송옥당김정자(送玉堂金正字)」, 김의정이 돌아올 때 지은 
          「도모양역유시(到牟良驛有詩)」

3. 완영민읍수도(完營民泣隨)
        1521년/전주, 김양진(金楊震)선조(先祖)의 고사(古史)로  
        - 전라도 관찰사로서 선정을 베풀어 임기를 맞추고 떠나올 때 호남(湖南)의 사대부(士大夫)들이 줄을이어 배웅 하였다는 이야기

4. 해영연노도(海營燕老圖)
        1529년/해주, 김양진(金楊震)선조(先祖)의 양로연(養老宴)의 관람자(觀覽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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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해도 관찰사 재직시 양로연 베푼 배경
        - 청백리 녹선 후 소세양(蘇世讓)이 보낸 「사답서(賜答書)」

5. 잠암도(潛庵圖)

        1545년 가을 이후/안동, 김의정(金義貞)선조(先祖) 유거도(幽居圖)에 대한 고사(故事)를 ‘상애지인(相愛之人)’이 암자를 그려줌
        - 을사사화 이후 개호(改號)하고 은거하게 된 경위
        - 김인후(金麟厚)와의 우정 및 은거 후 주고 받은 시(詩)
        - 은거 중 김황(金滉)과의 교유 및 이황의 차운시

6. 고원연회도(高原宴會圖)

        1563년 봄/함경도 고원(高原), 김농(金農)선조(先祖) 부임 축하 친목 연회의 유연(遊宴)의 모습을 그려 기념함
        - 김농선조(先祖)가 관직에 나가게 된 연유
        - 고원군수(高原郡守)이흔이 베풀어준 부임 축하 연회와 참석자 및 차운시

7. 반구정범주도(伴鷗亭泛舟圖)

        1575년 3월 26일/안동, 김농(金農)선조(先祖) 경상도 내의 오래동안 알고지낸 수재동기(守宰同期)들과의 선유(船遊)를 이복원이 
        화공(畵工)에게 주문
        - 이복원의 반구정에서 선유하게 된 연유
        - 『동유록(同遊錄)』의 제명(題名, 좌목)
        - 김농의 차운시

8, 낙고의회도(洛皐誼會圖) 
       1554년 여름/낙고연사(洛皐淵榭), 김농(金農)선조(先祖)의 동년 생진(生進)   자제들의 세회(世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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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봉섭제격고세경진세회록(焉逢攝提格姑洗庚辰世會錄)』 「좌목(座目)」 및 이 모임 결성 배경
      - 김농의 서문(序文, 1554년 4월)
      - 참석자 및 친지의 축하 제술문

9, 천조장사전별도(天朝將士餞別圖)

        1599년 2월/모화관(慕華館) 및 홍제원(弘濟院), 김대현(金大賢)선조(先祖) 명(明)나라 형군문(刑軍門) 친림(親臨) 상마연(上馬宴, 전위연(餞慰宴))
        형개의 주문으로 제작된 김수운(金守雲)의 ‘전별도(餞別圖)’
        - 1599년 2월 훈련원에서 개최된 개선연(凱旋宴) 정경과 형개의 생사(生祠) 건립 경위 형개를 기리는 
          예조판서 심희수(沈喜壽)의 「동주문(銅柱文)」
        - 포루투칼 수병 참전기록(參戰記錄)
        - 4월 13일 군문(軍門)의 도감(都監) 낭청(郞廳) 등에 대한 치사와 포상 요구, 14일 군문의 회례(回禮), 15일 홍제원의 친림 상마연(上馬宴)에 
          대한 기록
       - 군문(軍門) 황경흠(黃敬欽)의 시 「유연당(悠然堂)」 「소오헌(嘯傲軒)」 「십경(十景)」

10. 칠송정동회도(七松亭同會圖)

         1598년 10월 19일/서울, 김대현(金大賢)선조(先祖)의 동도회(同道會)
         - 「칠송정동도회제명록(七松亭同道會題名錄)」(좌목)
         - 김대현의 「서제명록후(序題名錄後)」
         - 김성구(金聲久, 모임의 일원인 김우옹(金宇顒)의 종현손(從玄孫))의 「추서(追序)」(1706) 및 권두경(權斗經)의 식(識, 1711)
    
11, 환아정양노회도(換鵝亭養老宴圖)

          1601년 봄/산음(단성), 김대현(金大賢)선조(先祖) 산음현 공화자(工畵者) 오삼도(吳三濤)의 ‘연로도(宴老圖)’
          - 양로연 설행 배경과 당시 양로연의 정경
          - 원작의 제작과 사후 추모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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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천전별도(朝天餞別圖)

1619년 5월 17일/의주(추정), 김수현(金壽賢)선조(先祖) 천추사행(千秋使行) 전별(餞別)
        - 천추부사(千秋副使)로 부경(赴京)한 사실, 우수한 재능과 학문을 겸비한 자로서 엄정하게 선발되었음을 말함

13, 범주적벽도(泛舟赤壁圖)

         1611년 7월 16일/강성(江城, 적벽), 김봉조(金奉祖)선조(先祖) 상소를 올린 동지들과의 선유(船遊) 범주(泛舟)한 모습을 화수(畵手)에게 주문
         - 김봉조의 상소문(일소(一疏), 이소(二疏))과 비답
         - 신형보(申亨甫)의 「봉정소수행헌(奉呈疏首行軒)」(1611.6.19)
         - 김봉조의 차운시 7수
         - 동유한 동지(同志)명단과 원작이 만들어진 동기

14. 단성연회도(丹城宴會圖)

         1616년 3월 13일/산음(단성), 김봉조(金奉祖)선조(先祖)가 연 양로연(養老宴)을 오삼도(吳三濤)가 자청하여 제작
         - 단성 부임과 양로연 설행의 배경
         - 권도(權濤)의 「원운(原韻)」4수와 김봉조가 차운한 「춘화시(春和詩)」
         - 화가 오삼도와 원작을 제작했던 연유

15. 가도도(椵島圖)

          1624년 2월 3일/압록강 하구 가도(椵島), 김영조(金榮祖)선조(先祖)가 접반사로 명나라 도독(都督) 접견 - 접반사 일행 중 ‘공화자(工畵者)’
          - 1623.12.17 서울 출발부터 1624.2.21 환도(還都)까지 대강의 왕복 여정
          - 가도(椵島)의 모습, 주요 행사 일정과 묘사
          - 김영조의 시 「사포원일(蛇浦元日)」과 이안눌의 차운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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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항해조천전별도(航海朝天餞別圖)

          1633년 7월/선사포(旋槎浦, 추정), 김영조(金榮祖)선조(先祖) 사행(使行) 전별(餞別)
          - 「조천송별록(朝天送別錄)」: 관료 및 친지 25명의 전별 증행시(贈行詩)
          - 여순 부근에서 풍랑을 만난 일화 「시행로유여순구(是行路由旅順口)」와 황성(皇城)에서 겪은 일화
          - 사행 중에 지은 시(詩): 김영조의 『조천록(朝天錄)』(부전, 不傳) 

17. 제좌명적도(帝座冥籍圖)

           김창조(金昌祖)선조(先祖)의 고사(故事): 김창조의 인품을 예시하는 꿈
           - 김창조의 꿈 이야기
           - 공(公)의 강방정직(剛方正直)한 성품을 말해주는 일화들
           - 육제(六弟) 김응조의 제문(祭文)

18. 촉석루연회도(矗石樓宴會圖)

          1624년 8월/진주 촉석루, 김경조(金慶祖)선조(先祖) - 경상감사 주관한 도내(道內) 사우(士友)들의 연회도(宴會圖) 
          화사(畵師)에게 주문
          - 연회 설행의 배경과 참석자 15명의 좌목(座目)
          - 이민구(李敏求)가 명년(明年)3월 다시 모일 때 김봉조∙영조의 참석을 요청 (출전: 이민구 『동주집(東洲集)』)

19. 심천초려도(深川艸廬圖)
          1636년 이후/안동, 김경조(金慶祖)선조(先祖) 유거도(幽居圖)

20. 회곡정사도(檜谷精舍圖)  
          1640년 이후/안동, 김경조(金慶祖)선조(先祖) 정사도(精舍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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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판 민응협(閔應協, 1597~1663)의 김경조에 대한 인물평
        - 1636년 병자호란 때의 관찰사를 꾸짖은 일화
        - 심천(深川)과 회곡(檜谷)에 은거처 마련한 경위(출전: 이광정(李光庭, 1674~1756) 찬(撰) 「행장(行狀)」및 김수현(金壽賢) 찬(撰) 「전기(傳記)」)    

21. 성학도(聖學圖)
          1601년/산음, 김연조(金延祖)선조(先祖) 부친이 내려준 여덟 글자 (도식(圖式)) 오익헌(吳翼軒)이 작첩(作帖)
          - 부친이 내려준 여덟글자‘성학도(聖學圖)’
          - 김대현의 「기자연조서(寄字延祖書)」
          - 유원지(柳元之, 1598~1678)의 「김중경가장정훈록후발(金重卿家藏庭訓錄後跋)」
          - 동생 김응조의 「가장(家狀)」및 「서선군자정     훈첩후(書先君子庭訓帖後)」(1662. 4)
          - 유성룡(柳成龍)아들 유진(柳袗, 1582~1635)  찬(撰) 「공언행략왈(公言行略曰)…」
          - 형 김영조의 「제문(祭文)」

22. 학사정선회도(鶴沙亭仙會圖)
          1660년 10월 상순/안동, 김응조(金應祖)선조(先祖)의 연회도(宴會圖)  작첩(作帖)하여 ‘학사선회록(鶴沙仙會錄)’이라 함
          - 김응조의 「학사정사기(鶴沙精舍記)」부분: 학사정의 경관 묘사
          - 학사정에 대한 사우(士友) 13명의 제영시(題詠詩) 14편
          - 우천(愚川) 정식(鄭拭)의 「학사정기(鶴沙亭記)」
          - 김응조의 「서학사선회록후(書鶴沙仙會錄後)」

23. 과천창의도(果川倡義圖)
       1636년12월16일/과천, 김염조(金念祖)선조(先祖) 병자호란때의 창의(倡義) 
       - 「격읍중대소민인문(檄邑中大小民人文)」(1636. 12. 16)
       - 조경(趙絅, 1586~1669)에 대한 답서(答書): 「답룡주조공서(答龍洲趙公書)」
       - 「군중조약(軍中條約)」
       - 형 김응조가 지은 「제문(祭文)」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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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매도(盆梅圖)
          미상(未詳)/김숭조선조(先祖)의 집(안동 오미리), 상매(賞梅) 분매도(盆梅圖) 제작
          - ‘팔련오계지미(八蓮五桂之美)’에 대한 인조의 사동명(賜洞名), 추증(追贈), 사제(賜祭) 등의 내용
          - 김숭조가 애호하던 조부 김농의 「십매시(十梅詩)」
          - 김숭조의 「분매시(盆梅詩)

25. 명옥대도(鳴玉坮圖)
          1664년 6월 10일 이후/안동 봉정사, 김시(金時)선조(先祖) 정사도(精舍圖) 
          - 일용재(一慵齋)라 자호하게 된 연유
          - 이황이 놀던 명옥대에 누각을 짓기 위해 여러 읍에 보낸 「통문(通文)」(1664. 6. 10)
          - 암자의 묘사와 1742년 중건할 때의 통문(通文)
          - 이황이 지은 명옥대 시(詩), 김시침의 시(詩) 등
 
26. 감로사연회도(甘露寺宴會圖)
          1712년 9월 3일/밀양, 김 간(金 侃)선조(先祖) 연회도 화승(畵僧)
          - 감로사연회 설행의 배경
         - 『동유록(同遊錄)』 제명(題名)
         - 김간의 「감로사운(甘露寺韻)」및 「차자여운(次自如韻)」
         - 연회도(원작)의 제작 동기

27. 죽암정칠노회도(竹巖亭七老會圖)
           1724년 봄/안동, 김 간(金 侃)선조(先祖) 노인회
           - 칠로회(七老會)의 구성원과 설행 배경
           - 안연석의 「색거무료음칠회시구화(索居無聊吟七懷詩求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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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자들의 차운시 「차북계칠회시(次北溪七會詩)」
        - 나학천의 「칠회시서(七懷詩序)」

28. 무신창의도(戊申倡義圖)
          1728년 3월 26~27/안동 향교 (鄕校), 김 간(金 侃)선조(先祖) 이인좌의 난 때의 창의(倡義), 부리(府吏) 중의 공화자(工畵者)
          - 김간이 이인좌의 난에 창의하게 된 배경
          - 김간이 지은 「통향중문(通鄕中文)」(3월 21일 발송)
          - 22일 개좌(開座)부터 29일 해산하기까지의 경과
          - 의병대장(義兵大將) 이하 제집사(諸執事)에 이르는 의병단 조직 및 명단, 「군문절목(軍門節目)」
          - 1788년 영남유생이 올린 「창의사적(倡義事蹟)」과 이에 대한 정조의 전교(傳敎)

29. 치자래도(雉自來圖)
          1724년/안동, 김서운(金瑞雲)선조(先祖) 고사(故事): 김서운의 - 효성 박문수(朴文秀)가 보낸 ‘치자래도(雉子來圖)’
          - 박문수(朴文秀)의 「자래치설(自來雉說)」및 「방백계초(方伯啓草)」
          - 1749년 사헌부지평으로 증직, 아들 김서한의 감축시 「분황석운(焚黃席韻)」과 친지들의 차운시
 
30. 창송재도(蒼松齋圖)
          1749년 12월/, 김서한(金瑞翰)선조(先祖) 유거도(幽居圖)
          - 낙향하여 학고서당(學皐書堂)을 경영하던 일과 철거 연유
          - 창송재라 자호하게 된 연유: 「창송재서(蒼松齋序)」
          - 김서한의 시(원운(原韻))
          - 동지(同志) 16명의 차운시 20수(首)
31. 한진읍전도(漢津泣餞圖)
          1729년/서울, 김유원(金有源)선조(先祖) 고사(故事): 김유원의 곧은 성품으로 팔십노유(八十老儒)가 감사표시로 준 ‘상별도(相別圖)’
          - 1726년 및 1729년 복시에서 낙방하게 된 연유
          - 부모에 대한 봉양과 효행, 모죽당의 유래: 출전 「행장(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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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김씨세전서화첩(豊山金氏世傳書畵帖)》의 인물 일람표

구분 이름 생몰년 자/호 소과 대과 관직 문집 비고

10세 김휘손
(金徽孫) 1438-1509 자미(子美)/진산(珍山)     진산군수(珍山郡守)    

11세 김양진
(金楊震) 1467-1535 백기(伯起)/ 허백당(虛白堂) 1489 1497 문과 공조참판(工曹參判)   청백리(淸白吏, 

1529)

12세 김의정
(金義貞) 1495-1547 공직(公直)/ 잠암(潛庵) 1516 1526 문과 훈련원 부정

(訓練院 副正) 『잠암일고(潛庵逸稿)』  
13세 김농

(金農) 1534-1591 명보(明甫)/ 화남(華南)     장례원 사의
(掌隷院 司議) 『화남유고(華南遺稿)』  

14세 김대현
(金大賢) 1553-1602 희지(希之)/ 유연당(悠然堂) 1582   산음현감(山陰縣監) 『유연당선생문집

(悠然堂先生文集)』  
  김수현

(金壽賢) 1565-1653 정수(廷叟)/ 둔곡(遁谷) 1585 1602 별시갑과     입기사(入耆社)

15세

김봉조
(金奉祖) 1572-1630 효백(孝伯)/ 학호(鶴湖) 1601 1613 증광갑과 사헌부 지평

(司憲府 持平) 『학호집(鶴湖集)』  
김영조
(金榮祖) 1577-1648 효중(孝仲)/ 망와(忘窩) 1601 1612 증광 이조참판(吏曹參判) 『망와집(忘窩集)』 학봉김성일

사위
김창조
(金昌祖) 1581-1637 효언(孝彦)/ 장암(藏庵) 1605   의금부 도사

(義禁府 都事) 『장암집(藏庵集)』  
김경조
(金慶祖) 1583-1645 효길(孝吉)/ 심곡(深谷) 1609   이산현감(尼山縣監)    
김연조
(金延祖) 1585-1613 효석(孝錫)/ 광록(廣麓) 1610 1612 승문원 정자

(承文院 正字) 『광록집(廣麓集)』  
김응조 1587-1667 효징(孝徵)/ 학사(鶴沙) 1613 1623 알성문과 한성부 우윤 『학사집(鶴沙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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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화첩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풍산김씨는 15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한 19명의 인물이다.
 역대 풍산김씨 가문에서 주요 인물을 꼽으라면 먼저 풍산에 동성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입향조로 간주되
는 11세손 허백당(虛白堂) 김양진(金楊震, 1467~1535)과 17세기 전반 가문을 중흥시킨 학호(鶴湖) 김봉조(金奉祖, 1572~1630)를 
위시한 여덟 형제[팔련오계(八蓮五桂)]를 내세우게 된다.
 공조참판을 지낸 김양진은 40여 년간 관직생활을 했는데, 특히 전라감사(1520~1521), 경주부윤(1526), 황해감사(1529), 충청감
사(1533) 등 10년간 외직에 있을 때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것으로 유명하였다. 그러한 공을 인정받아 1529년에 청백리(淸白吏)

(金應祖) (漢城府 右尹)
김염조
(金念祖) 1589-1652 효수(孝脩)/ 학음(鶴陰) 1635   종친부 전첨

(宗親府 典籤)   병자 원종공신
(丙子願從功臣)

김숭조
(金崇祖) 1598-1632 효달(孝達)/ 설송(雪松) 1624 1629 증광문과 승정원 주서

(承政院 注書) 『설송집(雪松集)』  
16세 김시침

(金時沈) 1600-1670 종경(終卿)/ 일용재(一悀齋) 1635   서빙고 별제
(西氷庫 別提) 『일용재집(一悀齋集)』  

18세 김간
(金侃) 1653-1735 사행(士行)/ 죽봉(竹峯) 1693 1710 증광문과 장예원 판결사

(掌隷院 判決事) 『죽봉집(竹峯集)』  
19세 김서운

(金瑞雲) 1675-1743 우징(虞徵)/ 희구재(喜懼齋)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증직(贈職))    

  김서한
(金瑞翰) 1686-1753 원징(遠徵)/ 창송(蒼松) 1714        

20세 김유원
(金有源) 1699-1758 통지(通之)/ 모죽헌(慕竹軒)          

23세 김중휴
(金重休) 1797-1863 현도(顯道)/ 학암(鶴巖) 1837   재릉 참봉

(齊陵 參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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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봉해졌으며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상으로서 추숭의 대상이 되었다.

  풍산김씨의 주요 세거지는 경상북도 안동부 풍산현 오릉동(五陵洞, 지금의 안동시 풍산읍 오미 1리)이다. 8세손 김자순(金子純, 
1367~? )이 왕자의 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조부 김연성(金鍊成, 4세손)이 별업(別業)을 두고 처음 전거(奠居)하였던 오릉동에 
잠시 낙향하였던 것을 세거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나, 실질적으로는 경주부윤에서 물러난 김양진이 오릉동에 1년 반 정도 거주하
면서 세거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양진은 이곳에 자주 왕래하였고 외아들 잠암(潛庵) 김의정(金義貞, 
1495~1547)이 이곳의 이름을 오무동(五畝洞)으로 고쳐 은거한 후 집안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그 후 풍산김씨 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팔련오계’ 중 첫째 김봉조·넷째 경조·여덟째 숭조와 그들의 후손들이 이 곳에 세
거함에 따라 형성된 집성촌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서화첩에 수록된 상당수 그림의 지리적 배경이 바로 이 오릉동 일대
이다.
  오릉동 뒷산 너머 대지산(大枝山, 지금의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광석산(廣石山))에는 10세손 김휘손, 김휘손의 모친, 김양진, 
그의 아들 김의정과 손자 김농(金農, 1534~1591), 팔련오계의 부친 유연당(悠然堂) 김대현(金大賢, 1553~1602) 등의 묘소가 있는 
선영이 위치한다. 선영은 김휘손이 하양현감 시절 오릉동의 서편 보포림(甫布林)에 있는 조부 김자순의 묘에 성묘하러 왔다가 박 
모 씨로부터 획득한 땅이었다. 김양진은 조모와 부친의 묘가 있는 이 대지산에 성묘하기 위해 오릉동에 자주 내왕함으로써 세거
지의 기반을 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 서화첩은 김휘손이 선영을 마련하게 된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독자였던 김농이 아들 여섯을 낳았고 맏아들 김대현이 아들 여덟을 두었으므로 풍산김씨는 14세손 김대현 대부터 번창하였다
고 볼 수 있으며 가문을 빛낸 핵심 인물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김대현의 장남 김봉조를 위시하여 망와(忘窩) 김영조(金榮祖, 
1577~1648), 장암(藏庵) 김창조(金昌祖, 1581~1637), 심곡(深谷) 김경조(金慶祖, 1583~1645), 광록(廣麓) 김연조(金延祖, 
1585~1613), 학사(鶴沙) 김응조(金應祖, 1587~1667), 학음(鶴陰) 김염조(金念祖, 1589~1652), 설송(雪松) 김숭조(金崇祖, 
1598~1632) 등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모두 소과에 입격하였고 김봉조·영조·연조·응조·숭조 등 다섯 명은 문과에도 급제하여 소위 
‘팔련오계지미(八蓮五桂之美)’로 칭송되었다.
   막내아들 김숭조가 증광문과에 급제했던 1629년 인조는 그의 집안에 이러한 내력이 있음을 알고 예조의 계사를 받아들여 부
친 김대현을 이조참판에 추증하고 사제(賜祭)하였으며  김대현이 살았던 오무동에 오미동(五美洞)이란 이름을 내렸다. 또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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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마을 앞에 문을 세우고 ‘봉황려(鳳凰閭)’이라는 편액을 걸도록 하는 등 은전을 베풀었다.  팔련오계 중에서도 사헌부 지평
을 지낸 김봉조, 이조참판을 지낸 김영조, 한성부 우윤을 지낸 김응조는 영남지방에서 문명(文名)을 날린 인물들이며 이들의 문학
은 각각 『학호집(鶴湖集)』, 『망와집(忘渦集)』, 『학사집(鶴沙集)』을 통해 알 수 있다. 
   김경조의 증손인 죽봉(竹峯) 김간(金侃, 1653~1735)은 입향조로 간주되는 김양진, 팔련오계의 부친 김대현과 함께 오미동에서 
불천위로 모셔지고 있는 인물이다. 『죽봉집(竹峯集)』에 많은 작품을 남긴 그는 58세(1710년)에 대과에 급제한 뒤 황산찰방과 예
조정랑 등을 지내다 1721년 귀향하여 1733년 장예원판결사(掌隸院判決事)를 제수받을 때까지 고향 오미동에 머물렀다. 김간의 
두 아들 김서운(金瑞雲, 1675~1743)과 김서한(金瑞翰, 1686~1753), 손자 김유원(金有源, 1699~1758)은 과거에 전혀 뜻을 두지 
않거나 소과에 합격하고도 대과에 나가지 않았다. 팔련오계 이후, 즉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중앙 정계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거의 없으며 주로 세거지에서 은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황(李滉, 1501~1570)에 맥이 닿아 있는 풍산김씨 인물들의 학문적 성향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몇몇 세전서화첩
의 그림(잠암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을사사화 이후 오릉동에 은거한 김의정은 세인과의 접촉을 끊고 지낼 때 유일하게 이황과 
교류하였으며, 은거 전에는 경연관 겸 서연관으로 함께 일했던 김인후(金麟厚, 1510~1560)와도 가깝게 지냈다. <잠암도>는 김의
정의 은거지에 이황이 찾아온 모습을 그린 것이며 그림 뒤에는 김인후와 주고받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허백당 문중의 종손으로
서 팔련오계의 명예를 이끌어나간 김봉조는 서애 유성룡(柳成龍, 1542~1607)의 문인으로서 병산서원 창건과 운영에 중심 역할을 
하였으며 이황을 주향(主享)하는 여강서원의 원장을 역임하였다.
1611년(광해 3) 조식(曺植)의 제자 정인홍(鄭仁弘, 1535~1623)이 이언적(李彦迪)과 이황의 문묘종사를 비방하는 차자를 올리자 
영남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정인홍의 탄핵을 주장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영남변무소(嶺南辨誣疏) 때에 김봉조는 소수(疏首)로 추
대되어 이황 문인의 대변자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범주적벽도>는 김봉조가 함께 상소를 올린 동지들과의 주유(舟遊)를 
그린 것이다.
  김영조는 부친을 따라 영주에 내려와 살았던 어린 시절에 이웃에 사는 이황의 문인(門人) 장근(張謹)에게 글을 배웠으며 학봉 
김성일(金誠一, 1538~1593)에게서 수학하여 마침내 그의 사위가 된 인물이다. 형 김연조와 함께 어릴 때 유성룡 문하에서 수학
했던 김응조는 광해군의 어지러운 정치에 실망하여 대과를 포기한 후에 퇴계 학문을 계승한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문하
에 들어가 학문연마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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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동은 하회와 이웃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김봉조 형제들은 유성룡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어린 시절 같이 공부한 
유성룡의 아들들과는 말년까지 교유하였다. 풍산김씨 후손들은 대를 이어 유성룡의 후손들과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하며 학문적으
로 교류한 것이다. 이는 유성룡의 아들 수암 유진(柳袗, 1582~1635)에게서 수학한 16세손 김시침(金時沈, 1600~1670)의 행적과 
관련된 <명옥대도(鳴玉坮圖)>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김시침은 천등산 봉정사 동구에 있는 명옥대에서 소요하길 즐겼는데 이곳은 젊은 시절 봉정사에서 독서하고 강도(講道)하던 이
황이 유상(遊賞)하던 곳이었다. 명옥대란 이름도 원래 이름인 낙수대(落水臺)를 이황이 새롭게 고친 것이다. 김시침은 명옥대 옆
에 암자를 지어 이황을 추앙하고자 유성룡의 손자 유원지(柳元之, 1598~1678), 학봉 김성일의 증손자 김규(金ば), 자신의 외사촌 
이이송(李爾松, 1598~1665) 등과 함께 예안·영천·예천·안동 등의 인근 읍의 사우들에게 역사(役事)의 보조를 청하는 통문(通文)을 
보내 마침내 누각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허백당 문중의 인물들은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안동의 서애 학맥을 이어받았으며 지
역적으로는 경상좌도에 살던 남인(南人)으로 분류된다. 남인들은 선조시대(1568~1608) 조정의 요직에 두루 등용되었으며 광해군
시대(1609~1662)에는 북인에게 밀렸다가 숙종 때 다시 득세하였다. 그러나 1694년을 기점으로 몰락을 시작하여 경종년간 이후 
조선말기까지 거의 조정에 등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은 세전서화첩에 나타난 풍산김씨 집안 인물들의 이력에도 뚜렷
하게 반영되어 있다. 풍산김씨의 세거지인 안동을 중심으로 경상도라는 지역성이 강조된 이 세전서화첩의 내용은 17세기 후반 
이후 중앙의 정계에 활발하게 진출하지 못했던 이들의 정치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