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7. 덕기수관德基守官
중국 북방 금金나라의 유덕기劉德基

가 관직에 있으면서 변방의 고을을 지
키고 있는데 하夏나라 군사가 성을 공
격하였다. 유덕기는 청사廳事에 앉아
일을 처리하면서 곁에 나무를 쌓아놓
고는 그 집안사람에게 말하기를‘성이
함락되면 나를 불지르라’하였다. 성이
떨어지기에 이르러 그 집사람이 차마
나무섶에 불을 지르지 못하는 바람에
마침내 유덕기는 죽지 못하고 붙잡히
는 바 되었다. 적이 위협하며 무릎을
꿇고 항복하라 하니 유덕기가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동료로서 잘 아는
친구가 하나라 사람에게 속여서 말하
기를‘이 사람은 평소에 미치는 병을
앓아 감히 이와 같이 한다’하니 유덕
기가‘신하된자로서 마땅히 이와 같이
하는 바이거늘 내가 어찌 미쳤다는 것
인가’하였다. 하나라 사람이 그 의로
움을 장히 여겨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
고는 그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시일이 지나 다시 불러 물어
보니 유덕기가 크게 꾸짖고 끝내 좇을
수 없다면서‘내가 어찌 구차히 살고자
하는 자이겠느냐’하다가 마침내 해를
당했다. 사후에 그에게는 조열대부朝列
大夫 동지통원군절도사사同知通遠軍節
度使事가 추증追贈되었다.
유덕기는 금나라 대흥大興 사람으로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
갔고 그 행적이 금사金史 1 2 1권에 오른
인물이다. 그찬시는 다음과 같다.

하병침략자종횡夏兵侵掠恣縱橫 : 하
나라 군사 침략하여종횡으로 날뛰는데
금장제병수일성金將提兵守一城 : 금

나라 장수 병사를 거느리고 한 성을 지
키네
역갈피금종불굴力竭被擒終不屈 : 힘

이 다해 산 채로 잡혀서도 끝내 굴하지
않고
망생순의수풍성忘生徇義樹風聲: 살길

을 잊고의리에죽어바람소리세웠네
유저청중조적신有底廳中早積薪 : 청

사마루 밑바닥에 미리 나무를 쟁여쌓고
영분부작하조인寧焚不作夏朝人 : 타

죽을지언정 하나라 신하는 되지 않기
로 하였으니
동료종위모영구同僚縱爲謀營救 : 동

료가 비록 계략을 써 구하려 하지만
신자언능폐대륜臣子焉能廢大倫: 신하

자식이어찌큰 윤리를폐할수 있으랴

제목 덕기수관 德基守官은 유덕기라
는 사람이 그 관직을 지켰다는 뜻이다.

188. 화상손혈和尙B血
정대正大(금金 애종哀宗) 5년( 1 2 2 8 )

에 몽고 군사가 대창원大昌原에 침입
해 들어오니 평장사平章事 합달合達이,
누가 전봉前鋒이 되어 나가 이를 맞아

싸울 것인지 물었다. 충효군忠孝軍의
제공提控 완안진화상完顔陳和尙이 그
명을 받아 나와서는 목욕하고 옷을 갈
아입고서는 마치 죽어서 관속에 들어
가는 사람과 같이 하면서 4백 기병騎兵
으로 8천의 적군을 파하였다. 군사를
거느림이 방정方正하고 앉고 일어섬과
나아가고 물러남이 모두 정식程式에
맞았으며 지나는 주현州縣을 추호도
범함이 없으면서 매양 전투에서는 먼
저 올라 적진을 함락시키는데 빠르기
가 풍우와 같으므로 여러 부대가 이를
무겁게 의지하여 따랐다.
그런데 삼봉三峰에서 패전하게 되자

진화상이 균주鈞州로 도주하였다. 성이
공파되고 적병이 들어오자 피해 은신
할 곳으로 달려가서는 살륙과 약탈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 스스로 나타나서
말하기를‘내가 금나라 대장 진화상이
다. 대창원과 위주衛州ㆍ도회곡倒回谷
에서 승전한 것이 모두 나 때문이다.
내가 어지러운 군중에서 죽는다면 사
람들이 장차 나를 일컬어 국가를 등졌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금일에 명백히
죽는다면 천하에 반드시 나를 아는 자
가 있을 것이다’하고는때로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까봐 다리의 정강이를
베어 꺾고 입을 갈라 귀밑까지 베고는
피를 뿜으며 외치되 죽기에 이르도록
굽히지 않았다. 몽고의 장수가 의롭게
여겨 마유주馬乳酒를 부어 제사하며
호남자好男子라 하였는데 그 나이 4 1세
였다. 나라에서 조명詔命으로 진남군절
도사鎭南軍節度使를 추증하고 포충묘
褒忠廟라는 사당을 세워 소상塑像을
봉안하였으며 비석에 그 충렬忠烈을
기록해 새겼다.
제목 화상손혈和尙巽血은안완진화상

이 피를 입으로 뿜었다는 뜻이다. 완안
진화상은 금나라의 풍주豊州 사람으로
이름은 이B, 자는 양좌良佐이며 벼슬
이 정원대장군定遠大將軍에이르렀으며
그 사적이 금사金史 1 2 3권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그찬시는 다음과 같다.

원병란입대창원元兵B入大昌原 : 대
창원에 원병이 어지러이 쳐들어오니
모응전봉장군분募應前鋒將虎賁 : 범

같이 용맹한 장수가 전봉을 자원했네
사백능최팔천중四百能B八千衆 : 4백

으로 능히 8천의 무리를 꺾고
선등분용사뢰분先登奮勇似雷奔 : 먼

저 올라 분투하는 용맹 번개같았네
난장배토장황류難將杯土障黃流: 한줌

흙으로쏟아지는탁류를막기어려워
작획요강매불휴斫劃要降罵不休 : 항

복에 필요한 곳 베고 가르며 꾸짖어 마
지 않네
천하과지명백사天下果知明白死 : 천

하가 과연 명백한 죽음 알아
포충기석표산구褒忠紀石表山丘 : 충

절을 돌에 새겨 산언덕에 표창하네

189. 강산장군絳山葬君
금金나라의 채성蔡城이 공파되니 애

종哀宗이 승린承麟에게 전위傳位하고
곧 유란헌幽蘭軒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진하였다. 점검내족點檢內族(황실 종
친의 일을 맡은 관직) 사열斜烈이 따라
죽으면서 봉어奉御(황제의 식품ㆍ의복
ㆍ의약 등을 받드는 관직) 완안강산完
顔絳山에게 유언하여 유란헌을 불태우
게 하였다.
불이 바야흐로 치열해지는데 자성子

城이 함락되고 대군이 돌입해 들어오
니 근시近侍와 좌우의 관원이 모두 달
아나 피하는데 홀로 완안강산만이 떠
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몽고군에게
붙잡혔다. 몽고군이‘너는 누구냐’고
물으니‘봉어 강산’이라고 대답하자 군
사가 다시 물었다.
“무리가 다 도주하는데 너만 홀로 뒤
에 남았으니 어째서냐?”
“임금이 여기에서 종생하였으니 나는
불이 다 꺼져 재가 식는 것을 기다려
그 유골을 거두어 묻으려고 한다.”
이에 군사가 웃으며 말했다.

“미친 놈같지 않은가. 네 명조차 능
히 보전치 못할 텐데 네 임금을 묻어줄
수 있단 말이냐?”
강산이 말했다.
“사람이 각자 그 임금을 섬기거니와
우리 임금이 천하를 다스린 것이 1 0여
년에 그 공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직社
稷과 함께 그 몸이 죽었는데 차마 그
유해遺骸가 여타 사졸과 더불어 아무
렇게나 드러나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우리 임금을 묻은 후에야 비록 한
치씩으로 베여도 여한이 없겠다.”
몽고군이 이를 그 장수 분잔奔盞에게

고하니 분잔이‘이는기이한 남아이다’
하고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 이에
완안강산이 그 타다 남은 불씨를 수습
하여 유골을 싸서는 이불로 가려 여수
汝水 가에 묻었다. 그런 다음 두번 절
을 하고 호곡하고는 여수에 뛰어들어
죽고자 하였는데 군사가 구하여 죽기
를 면했다. 그러나 이후로 어떻게 되었
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애종哀宗은 금나라 마지막 황제로 이

름은 완안수서完顔守緖이고 선종宣宗
의 셋째아들이다. 재위 1 1년에 정대正
大ㆍ천흥天興의 연호를 썼으며 1 2 3 4년
1월에 몽고군에 포위되어 목을 매 자결
함과 함께 금나라도 망했다. 제목 강산
장군絳山葬君 완안강산이 그 임금을
장사지냈다는 뜻이다. 그 찬시는 다음
과 같다.

국파군종중산망國破君終衆散亡 : 나
라 망하고 임금이 죽어 무리가 흩어져
달아나는데
정신호내독방황挺身胡奈獨彷徨 : 홀

로 몸을 던져 어쩌자고 방황하는가
유해불인부원야遺骸不忍B原野 : 유

해를 원야에 모으는 일 그만두지 못하
여
철습은근장여방B拾慇懃葬汝旁 : 모

름지기 수습해서는 여수 가에 장사했
네
좌우창황공피금左右蒼黃共避擒 : 좌

우가 모두 창황하여 잡히지 않고자 피
하는데
독류수골의방심獨留收骨意方深: 홀로

남아 유골을거두는뜻 바야흐로깊어
병인고식기남자兵人固識奇男子 : 병

사도 진실로 기이한 남아라 알아보니
종사안전득진심終使安全得盡心 : 마

침내 마음을 다함으로 안전을 얻게 하

였네
190. 자륜투강自倫投江
역시 금나라 이야기로 제목 자륜투강

은 필자륜畢自倫이라는 사람이 강물에
투신했다는 뜻이다.
창무군절도사昌武軍節度使 필자륜이

군사를 통솔하여 사주泗州에 주둔하고
있는데 송宋나라의 시청時靑이 습격하
여 사주를 파하고 필자륜은 산채로 잡
히는 바 되었다. 시청이 항복하기를 설
득하니 필자륜은 극구로 꾸짖었다. 시
청은 그가 항복할 뜻이 없음을 알고 쇠
줄로 묶어 잠을쇠를 채워서는 진강옥
鎭江獄에 가두고 백방으로 협박하며
회유하다가 때로 한번씩 끌어내서는
묻기를‘네가 항복하겠느냐, 않겠느냐’
하고 다그쳤다. 필자륜은 혹은 꾸짖고
혹은 말을 않거나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1 4년이나 계속했다. 금나라의
애종哀宗이 스스로 목을 매기에 이르
러 송나라 사람이 이를 알려주자 필자
륜이 탄식하면서‘내게이제 소망이 없
어졌다. 내가 우리 임금께 한번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주면 항복을 하겠노라’
하였다. 송나라 사람들이 이를 믿고 소
와 양을 잡아서 진강의 남쪽 언덕에 제
사를 베풀어 주었다. 제사를 마치고 나
서 필자륜은 땅에 엎드려 크게 울더니
사람들이 그를 막지 않는 것을 틈타 강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송나라 사람들
이 이를 의롭게 생각하여 사당을 세워
주었다.
필자륜은 금나라 진산縉山 사람으로

장종章宗의 태화泰和(1201~1208) 연간
에 남정南征에 종군하여 전공을 세워
서는 도총령都總領에 발탁되었다. 사주
泗州는 중국 강소성江蘇省 숙천현宿遷
縣 동남쪽에 있던 고을인데 이곳에 주
둔하고 있다가 선종宣宗 흥정興定
(1217~1221) 연간에송군이 이곳을 공
파하여 필자륜이 생포되었다. 시청時靑
은 송나라 사람으로 시전時全의 조카
인데 처음에 숙질이 다 홍오적紅B賊
이었다가 금나라에 들어가 함께 제주
의군만호濟州義軍萬戶가 되었다. 이윽
고는 다시 송나라로 귀순하여 송나라
가 회남淮南에 고을을 설치하자 구산
龜山에 주둔하여 수만의 무리를 거느
렸다. 흥정 연간에 금나라 장수 흘석렬
紇石烈과 아오탑牙吾塔이 사람을 보내
초청하니 시청은 글을 보내 비주B州
를 빌릴 것을 청했다. 금나라에서 허락
하지 않자 시청은 사주泗州를 쳐서 빼
앗아 송나라 땅을 만들었고 뒤에 싸움
에서 패하여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는 다시 금군金軍에 맞서 싸워서 회주
淮州에서 승리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일신견집무항의一身見執無降意 : 한
몸이 붙잡혔으되 항복할 뜻이 없어
십사년래절유견十四年來節愈堅 : 십

사년이 되도록 절개가 더욱 굳세니
협유백방종불굴脅誘百方終不屈 : 백

방으로 협박회유해도굽히지 않네
사인고의숙능견斯人高義孰能肩 : 이

사람의 높은 의기 누가 어깨를 겨누랴
오군이의부하망吾君已矣復何望 : 우

리 임금 이미 죽었으니 다시 무엇을 바
라나
인신사언불예방人信斯言不預防 : 사

람들 이 말 믿고 예방치 않으니
수자투강잉혈식遂自投江仍血食 : 마

침내 강물에 투신하여 혈식血食의 제
사받네
수지덕후필류광須知德厚必流光: 모름

1 32 0 0 8년 1 2월 1일 월요일 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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