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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고대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추워지면서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
다.
우리 동아시아고대학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동에서 여는 이번 제80회 정기 학술대회까지 올해 네 번에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7월 한성백제박물관, 10월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한서대학교 인문도시
사업단 공동 개최), 11월 안동(동북아관광학회 공동 개최), 그리고 12월 한국국학진흥원에
서 학술대회를 여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동아시아고대학〉도 지난
3월 말 제57집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제59집까지 세 차례 발행했고, 오는 12월 말
에 제60집을 발간하고자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등 학회 활동을 차질없이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께서 관
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입니다.
동아시아고대학회는 2021년에도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더욱 다양한 학술 사업들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기획해온 “전통술과 풍류”, “동아시아의 고도” 등에 관한 총서 발간
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여건만 조성되면 대만,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학술대회와 답사를 재개하며 우리 학회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미리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발간하는 인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융복합 학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학문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
분께서도 계속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80회 정기 학술대회가 학술적 논의를 활발하게 펼치는 귀중한 장이 되기를 바랍
니다. 아울러 정성을 담아 발표문을 준비해주신 네 분 발표자 선생님과 이에 유익한 고견
을 더해주시는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멀리 안동까지 찾아주신 회원 선생님들과 참가자 여
러분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추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한 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12. 04.

동아시아고대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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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야담 재난담을 통해 보는 재난인식과 인간존중 정신

권혁래(용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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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글은 조선시대 유몽인이 엮은 설화집 어우야담에 수록된 재난담을 연구대상으로
해, 16~17세기에 발생한 재난의 양상과 인식을 살피고, 재난대처 방안으로 작품에서 파악
되는 ‘인간존중정신’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재난(災難)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라고 정의된다.1) 백과사전에
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자연 현상과 사고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다음백과), “날씨 등의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의 피해”(위키백과)로 정의한다. 오늘날 전 세계는 지진, 홍수, 산불, 집중호우･폭염 등의
기후위기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세계적 전염병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위
기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간의 어떤 전염병보다도 전염성이 강하고
빠르며 치사율이 높아 전 세계인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가 멈추고, 지역사
회가 멈추고, 시장･경제활동이 위축되며, 스포츠, 관광 활동이 정지되는 등 대부분의 사회
활동 및 대인관계가 정지되거나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문적으로도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고 있
다. 최근 1년 사이 방송매체와 출판물에는 ‘코로나 사피엔스’, ‘빅 체인지’, ‘포스트코로나
세상’, ‘뉴노멀’, ‘인류세담론’과 같은 개념이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는 문학
1)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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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 생태문학, 재난문학 등의 개념이 재조명되고 있다. 필자는 현 전염병 위기에 대응
하는 작은 시도로서 전 근대시기 재난문학에 그려진 재난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고찰하고
자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과 기록은 힘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어
우야담에 수록된 재난담이다.
어우야담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문장가인 유몽인(柳夢寅, 1559-1623)이 야사·항담(巷
談)·가설(街說) 등의 구전을 받아들여 다방면에 걸친 사회세태를 기록한 설화집으로2), 임진
왜란 전후의 생활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다. 유몽인은 선조·광해군 조 30여 년
에 걸쳐 관직생활과 세 차례에 걸친 대명외교사행을 수행한 관료이자 시문활동을 활발히
한 문장가로 평가되고 있다.3)
어우야담4)은 권1 인륜편, 권2 종교편, 권3 학예편, 권4 사회편, 권5 만물편 및 보유편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종교편, 사회편, 만물편, 보유편에 재난담에 속하는 작품이 수
록되어 있다. 어우야담에는 역병 재난담 4편, 수해 재난담 2편, 가뭄 재난담 5편, 이상징
후 관련 재난담 4편, 총 15편의 재난담이 수록되어 있다. 각각의 재난담을 통해 재난의 양
상, 재해에 관한 인식태도와 대처 방안을 살필 수 있다.

2. 어우야담에 그려진 재난의 양상과 인식
1) 역병의 양상과 대응
어우야담 종교편에는 전염병 재난의 상황에 대해 네 건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서 유몽인이 역병 및 역병구제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살필 수 있다. 첫 번째, <권람
의 의로운 행동>(종교편 141편)에는 권람이 젊은 시절 친구의 집안사람들이 모두 역병에
걸렸을 때 전염을 무릅쓰고 구하러 갔던 일화가 기술되어 있다. 권람(權擥, 1416-1465)은
양촌 권근의 손자로 좌찬성, 우의정을 역임한 문신이다. 당시 사람들이 전염이 되는 병이
이서 구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자 권람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린 것입니다.
오랜 벗이 죽을 지경에 있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체하고 구하지 않음은 옳지 않은 일입니
다. 약을 가지고 가서 구하겠습니다.”라고 친구의 집에 들어갔다. 집에는 어린 하인들의 시
체가 연이어 있었고, 친구가 그의 손을 잡고 흐느끼기에 권람은 그와 함께 잠을 잤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친구는 이미 몸을 빼어 다른 곳으로 도망하고 없었다.
권람은 돌아가고자 했지만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집에 머물렀다. 그때 두 귀신이 도롱이
를 뒤집어 쓴 채 담을 넘어 들어와 그 친구를 찾다가 권람을 보고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다른 곳으로 찾으러 간다. 그리고 한 외딴 마을에서 그 친구를 찾아내 저승으로 데리고 간
다. 이에 대해 유몽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 어우야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3) 유몽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4)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융희·노영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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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람은 하늘을 믿어 미혹되지 않고 능히 자신을 던져 남을 구했다. 그 복록이 멀리
미쳐 마침내 정승의 지위까지 올랐으니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의 친구는 권람이 자
신을 구해 주려 한 은혜를 돌아보지 않고 친구를 팔아 자신을 대신하고자 몸을 감추어
피했다. 그의 마음 씀이 비할 데 없이 악했으니, 신이 그를 죽임이 또한 마땅하도
다.”(251쪽)
이는 친구의 집안이 역병에 걸렸을 때 전염을 무릅쓰고 벗을 구하러 간 권람의 의리를
칭찬하며 그 구제한 덕으로 정승의 지위까지 오른 것이고, 자신을 찾아온 권람을 저승사자
에게 넘기려고 도망간 친구는 의리가 없기에 신이 마땅히 죽였다고 했다. 유몽인이 전염병
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 인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역병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기꺼이 친구
를 구제하려 했던 권필의 행위를 의롭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종랑의 시신을 묻어 준 무사>(종교편 145편)에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가족이 죽은 집안
의 시체를 수습한 한 무사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한 무사가 훈련원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
고 날이 저물어 돌아오는 길에 종랑이라는 여인을 만난다. 그는 날이 저물어 걱정하는 종
랑을 남부동의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녀의 집에서 여인과 곡진하게 정을 나눈다. 아침에
돌아올 때 이웃집 사람은 그에게 어찌 빈 집에서 나오냐고 하며, 그 집은 온 집안이 전염
병에 걸려, 죽은 시체가 삼대처럼 빽빽이 널려 있고, 종랑이 죽은 지도 벌써 사흘이 지났
지만 아직 염도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무사는 크게 놀라 다시 들어가 살펴보고서야 집 안
에 시체가 가득하고 종랑의 시체도 있는 것을 발견한다. 무사가 관과 상여를 마련해 염을
해서 교외에 묻어 주고, 술과 안주를 잘 차려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자, 그날 밤 꿈에 종랑
이 나타나 감사하다는 명계에서 보답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다. 후에 무사는 과거에
급제해 높은 관직에 올랐다.
이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가족이 죽고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무사가 의기
가 있어 종랑의 장사지낸 일을 의롭게 여겨 기록하고 하늘이 그 의로운 행동에 보답하였
음을 말하였다. 당시 역병이 들면 산 사람을 구제하지 못함은 물론, 죽은 사람들의 시신도
거두지 못하던 상황인데, 유몽인은 역병으로 죽은 이의 장례를 치르고 제를 올려준 행위에
대해 치하한 것이다.
<역병 앓는 아이의 영험함>, <5월 5일생에 대한 속기(俗忌)> 두 일화에서는 역병에 대
한 합리적 인식태도를 볼 수 있다.
<역병 앓는 아이의 영험함>(종교편 159편)에서는 세상 습속에서 아이가 역병에 걸리면
신령해진다고 믿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 태도를 기술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아이가 역
병에 걸리면 신령함이 생긴다고 믿어 아이를 대부분 높이 받들면서 꺼리고 삼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도만 드릴 뿐 치료를 하지 않아 대부분 생명을 잃게 되는데, 유몽인은
이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생각은 이렇다. 역병에 걸리면 열이 나는데, 열은 불이다. 불의 성질은 밝고 불은
심장을 관장한다. 마음은 본디 허령하기 때문에 바야흐로 열이 날 때에는 귀신처럼 영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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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불처럼 밝아져서, 듣지 않아도 들리고 보지 않아도 보인다(255쪽).
사람들이 역병에 걸린 아이들은 영험해져 보고 듣지 못한 일을 알아맞춘다고 하니, 유몽
인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영험해져서가 아니라, 몸에 열[心火]이 날 때면 마음이
허해져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말하몄다. 이러한 일화에서 유몽인이 역병과 홍역을 합
리적으로 인식하려고 했던 태도를 볼 수 있다.
<5월 5일생에 대한 속기(俗忌)>에서는 대간(大諫) 홍천민(洪天民)이 역병에 대한 속기(俗
忌)를 믿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였다. 홍천민은 5월 5일생인데, 어릴 적 사마천의 사기를
배우면서 <맹상군전> 가운데 “5월 5일생인 자가 자라서 키가 지게문과 같아지면, 그 부모
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다”라는 문장을 듣고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있을까봐 걱정하
였다. 나이 15세 때 어느 절에 갔다가 중들이 역병에 걸린 것을 보고 놀라 집에 돌아왔는
데, 자신이 열병을 심하게 앓아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 그러나 모친이 역병에 감염되어 세
상을 떠나니, 대간은 평생 자신을 탓하며 종천지통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몽인은 인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허탄한 설은 믿어서는 안 되며, 속기에
얽매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이 일화에서도 역병에 대한 허탄한 설을 배격하고 합리적
인식을 추구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이상 네 편의 일화에서 유몽인이 역병에 대한 미신적 인식태도를 배격하고 합리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지녔으며, 역병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시신을 수습한 행동을 의롭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2) 수재(水災)의 양상과 대응
<서울의 물난리>, <수해를 방비한 이명준과 수해로 죽은 강중룡>에서는 홍수가 일어나
는 원인을 탐구할 뿐 아니라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위기에 처한 백성들
을 돕는 행위에 대해 기술한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의 물난리>(사회편 372편)에서는 1542년, 1580년 1602년 등 한양에 난 홍수피해에
대한 기록을 살필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嘉靖) 임인년(1542, 중종 37), 서울에 홍수가 져 대궐 안에 있는 냇물이 불어
서 넘쳤다. 이때 홍문관 유신들은 목욕할 때 쓰는 그릇을 타고 출입하며 숙직을 했다
는 이야기를, 외숙고부인 동지 이조에게 들었다. 만력 임인년(1602, 선조5), 내가 전한
(典翰)으로 대궐에서 숙직할 때 큰비를 만났다. 시어소의 내와 도랑물이 불어 넘쳐 홍
문관으로 밀려 들어와 서책이 다 젖고 흩어지는지라, 번갈아 숙직하던 사람들이 모두
책을 등에 지고 출입하였다. 정덕 경진년(1520년, 중종 25)에도 홍수가 져서 삼강이
넘쳐흘렀는데, 100년 동안에 이처럼 큰 수재가 난 적이 없었다.
만력 경진년(1580, 선조 13)에 나는 서호에 살고 있었는데, 큰 홍수가 갑자기 닥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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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로한 노인들이 말하길 정덕 경진년에 비하면 한 길 정도 못 미치지만 수재의 처
참함은 근래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당시 밤섬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뽕나무
위로 올라가 피신하고 있었는데, 뽕나무가 물에 반쯤 잠기자 울부짖다가 기진맥진하였
다.(585쪽)
위에는 1520년과 1580년, 1542년과 1602년, 네 차례에 걸쳐 한양에 난 홍수의 상황이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몽인은 “홍수와 가뭄이 생기는 것은 또한 간지에
응해 그러한 것이니, 쇠양지설(衰穰之說)이 허탄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여, 60년마다 홍
수가 발생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쇠양지설, 인간의 덕을 따라 가뭄과 홍수가 온다는 설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1580년 밤섬 뽕나무 위에 피신해 있던 백성들을 보고 자신이 배를 밀어 보내 구했음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수재가 선행을 했으니 마땅히 음덕이 있을 것이오. 금년에는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해에 아들 약을 낳았다고 했다. 이 역시 선행
을 하면 음덕이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불행하게도, 1623년 7월 유몽인은 서인들에게 광
해군의 복위 음모를 꾸민다고 무고당해 아들 약과 함께 사형 당했다.
<수해를 방비한 이명준과 수해로 죽은 강중룡>(사회편 435편)에서는 가정 을사년(1545)
에 흉년과 만력 을사년(1605)의 물난리를 기술하며 수해 대비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1605
년 물난리가 나서 동해의 갈매기들까지 바람에 밀려와 영서 지방의 산골짜기 수백 리 밖
에까지 두루 퍼졌다. 당시 서원(西原) 현감 이명준은 문과 장원 출신이었는데, 바닷새가 정
원 나무에 날아와 앉는 것을 보고 고을 아전에게 “바닷새가 까닭 없이 산골 고을에 이르
니, 머지않아 틀림없이 홍수가 날 것이다.”며 수해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기술하였다.
한편 전임 현감 무인 강중룡이 홍수가 났을 때 재물욕심이 나 강 위에 떠내려 오는 널
판을 헤엄쳐 가서 건져오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유몽인은 이
명준은 물난리가 날 것을 미리 알아 수해에 대비하였고, 강중룡은 재물을 탐내다 죽음에
이르렀다며, 관직을 맡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글을 읽고 수해에 대비해야 함을 말하였다.

3) 한재(旱災)의 인식과 대응
사회편과 보유편에는 전란과 흉년으로 인한 한재(旱災) 관련 일화가 다섯 건 기술되어
있다. <굶주림으로 기가 막혀 죽은 사연>, <굶주린 도적>, <전란의 굶주림과 식인>, <곤경
에서 보여 준 절의>, <귀신과 정을 나눈 박엽>에는 1619년의 흉년, 1594년의 흉년으로 인
한 굶주림의 참상이 기술되어 있다.
<굶주림으로 기가 막혀 죽은 사연>(사회편 436편)에서 유몽인은 1619년(광해군 11) 흉
년에 굶주려 죽은 사녀들의 참상을 측은히 여겨 기술하였다. 그해 팔도에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은 시체가 줄을 이었다. 다섯 명의 중이 물건을 팔려고 저자에 가는 길에 마을에
들어가 아침밥을 지어 먹으려고 양반집에 쌀을 맡기고 밥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집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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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5, 6일을 굶었기에 자신들이 그 밥을 다 먹고 옷가지로 보상했다고 했다. 중들이 옷
가지를 시장에 판 뒤 남은 돈을 돌려주려고 가 보니, 늙은이와 어린아이 일곱 명이 머리를
나란히 하고 죽어 있었다. 대개 오랫동안 굶주렸으면 먼저 죽을 먹어야 되는데, 며칠 동안
굶주리다가 갑자기 밥을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며, 유몽인은 “슬픈 일이다.”라고 기술
하였다.
<굶주린 도적>(사회편 437편)에는 1619년의 흉년에 양민들이 도적이 되어 선비의 쌀을
빼앗고 사람은 해치지 않은 일을 기술하였다. 또 어떤 행상이 길에서 도적을 만났는데 행
상이 도리어 도적을 쫓아낸 일을 말하며, 행상은 배불리 먹었지만 도적은 굶주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란의 굶주림과 식인>(보유편 547편)에서는 1594년 전란으로 굶어죽
은 참상을 묘사했는데,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개성의 어떤 백성이 한 살배기 아이를 안고 있다가 길가에 놔두고 밭에서 푸성귀를
캐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아이를 껴안고 달아났다.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산골짜기로
들어가니 아이는 이미 뜨거운 물에 던져져 푹 삶아져 있었다. 그 사람들을 결박해 관아
에 들어가 실상을 아뢰는데, 감히 죽은 아이를 안고 관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관아의
문 옆에 두었다. 죄인들이 자백하지 않자 죽은 아이를 증거로 삼고자 하여 나가 보니 뼈
만 남아 있었다. 관리가 그 연유를 캐묻자 나졸들이 대답했다. “소인들이 며칠 동안 굶
주려 참을 수가 없던 차에 아이가 삶아져 있는 것을 보고는 죽음을 무릅쓰고 먹었습니
다.” (803-804쪽)
유몽인은 개성의 백성들이 갓난아이를 훔쳐 삶아 먹으려다 고발당하고, 죄인들이 관아에
서 재판을 받는 중에 나졸들이 죽은 아이를 먹은 일을 기록하며, 참혹함을 차마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곤경에서 보여 준 절의>(사회편 373편)에서는 1594년 흉년에 선비 정협과 이수준이 전
란의 굶주린 백성 구휼한 것을 치하했는데, 굶주림에 대한 묘사가 매우 핍진하다. 이수준
의 외아들이 굶주려 죽었으나, 다시 아들 낳은 것을 하늘의 보상으로 인식하였다. <귀신과
정을 나눈 박엽>(종교편 143편)에서는 1594년, 박엽이 전란과 굶주림으로 죽은 사족의 집
안 식구들을 장례 치러주고 제사를 지내 혼을 위로한 일이 기술되어 있다. 유몽인은 뒤에
박엽은 과거에 급제하고 가선대부로 의주 부윤을 지내고 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유몽인은 전란과 흉년으로 인한 굶주려 죽은 참상을 묘사하고, 구휼
한 선비들의 행동을 치하하였다.

4) 이상징후와 재앙 인식
<치우기와 별똥별>(만물편 457편)에서는 1577년 살별이 출현했는데, 빛깔은 황적색이고
하늘과 나란히 길게 뻗쳤는데, 가을에 나타난 살별이 겨울이 되도록 사라지지 않았는데,

- 12 -

그해 겨울에는 짙은 안개가 연일 이어져 천지가 어두컴컴했다고 기록하였다. 1596년에는
별이 중국 땅 무령현(武靈縣) 민가에 떨어졌는데, 그 크기가 다섯 곡(斛)들이 솥만 했으며,
그것이 떨어질 때 환한 빛이 달빛과 같아 온 들판을 밝게 비췄으며, 오래 지난 뒤에야 어
슴푸레한 색깔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먹어 들어가, 끝내는 하나의 푸른 돌을 이루었다고 기
술하였다. 1608년에는 큰 별똥별이 서방에서 떨어졌는데, 광채 나는 빛이 화분(火盆)과 같
았고 어느 곳으로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으며, 그 남은 빛이 온 천하에 뻗쳤다가 흩어진
것이 몇백 굽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고 기술하였다.
<일식의 재앙과 문장가의 재앙>(만물편 458편)에서는 1615년(광해군 7) 3월 초하루에
일어난 일식을 기록하며, 예로부터 규성(奎星)5) 분야(分野)6)에서 일어나면 문장에 뛰어난
선비가 반드시 죽었다며, 과연 차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일을 애석해 하며 기술하
였다. 이 일에서 일식을 재앙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과 재앙의 징후>(만물편 459편)에서는 1591년 한효순이 중국에 갔을 때 무기
고의 병기에서 광채 나는 것을 전란의 징조로 인식하였다. 같은 해 조선의 군기시軍器寺)
의 연못물이 저절로 끓어 넘치더니 솟구쳐 올라 담장을 넘은 것을 왜란의 징조로 인식하
였다. 또한 가야산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옻칠한 판목 하나하나가 모두 땀을 흘렸는데, 이
듬해에 과연 역병이 발생했다고 했다. 임진왜란 때에는 성주의 관왕 소상에서 땀이 흐르더
니 사천에서 패배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이상현상을
불길한 재앙의 전조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색인간과 전란의 징후>(만물편 464편)에서는 진주목사 이현배의 첩에서 백색의 아이
가 태어난 것이 전란의 징후였으며, 1609년에도 중국에서 백색 인간을 보았더니 10년 뒤
누르하치의 변이 있었다며. 백색은 전란의 징후이라고 기술하였다.
임진왜란 설화와 고소설 임진록, 흑룡일기 등에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하늘과
땅에 수많은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3. 재난대처와 인간존중정신
유몽인은 16-17세기에 일어난 역병, 수해, 가뭄, 전란으로 인한 재난의 징후와 재해 양
상을 기술하고, 민중들이 겪은 참상을 기술하며, 공동체에 닥친 위기 및 이를 극복하려는
인물들의 행위를 그렸다. 유몽인은 역병에 관해 나름대로 자신이 인식한 병의 원인을 제시
하고, 고립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접근해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보여주
었다. 1580년, 1605년 한양 지역에 있었던 홍수 피해에 대해 기록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의
미가 있다. 그는 1594년과 1619년에 대기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식인을 하
기도 하는 참상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의 재난은 임진왜란 및 심하전투로 인해 민중들의
고통은 더욱 컸다.
5) 28수 별자리 중 15번째 별. 초여름에 보이는 中星으로 文運을 담당한다.
6) 중국 전토를 28개 별자리에 따라 나눈 해당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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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야담 수록 재난담이 흥미로운 것은 유몽인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이상징후들을
현실에서 일어난 재난과 연결시켜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역병에 대한 미신적 인식태도를
배격하고 합리적으로 인식하려 하였고, 한재, 수재의 원인도 합리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또한 유몽인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참상을 적극적으
로 기록하였으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관직
을 맡은 자이든 일반 사민이든 구제와 구휼 행위를 한 사람들을 치하하며, 이들의 선행이
하늘의 음덕으로 자손과 벼슬 등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재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고통을 직시하면서 공동체성을 환기하는 힘이 있다.
재해의 피해를 기록한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없으면 할 수 없
는 일이며, 기록과 현장을 관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유몽인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정부 단위의 구제와 예방 행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였으나, 인간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구제, 연민 등의 행위와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가 기
술하고 제시한 행위와 태도에는 신분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이것을 인간존중정신이라고 하면 어떨까.
18세기 후반, 개성 부자 최순성(崔舜星, 1719-1789)은 집안의 재물 수만금을 모아 급인
전(急人錢), 일종의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구제사업을 하였다. 이것이 박지원의 <치암최
옹묘갈명(癡庵崔翁墓碣銘)>(연암집 권2)에 기록되어 있다. 1795년 제주도에 대기근이 일
어났을 때 제주도 기생 출신의 상인 만덕(萬德, 1739-1812)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육지에
서

수백

석

곡식을

사와

제주도

사람들에게

구휼하였다.

이것이

채제공(蔡濟恭,

1729-1799)의 <만덕전>에 기록되어 있다. 어우야담에 기록된 재난의 기록과 구제활동과
더불어 만덕, 최순성 등의 재난 구제활동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 및 인간존중정신을 환기
해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데 일조하리라 생각한다.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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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시대에 공동체의 命運과 문화철학의 과업
- 소통과 공감의 變奏에 착안하여

김연재 (공주국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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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는 재난의 시대라고 불리만한, 환경오염, 전쟁, 국제적 테러, 전염병의 세계
적 유행(pandemic)1) 등의 대환란을 겪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우리 지구촌(Global
Village)의 공동체의식과 세계화(Globalization)의 취지가 더욱 급박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비대면 혹은 언택(untact)의 문화가 유행하면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긴
장과 처절한 고독 속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파편화된 자아의 강박관념에 휩싸이면서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달을 수 있다. 그 결과, 인생관의 왜곡, 세계관의 굴절, 가치관의 붕괴 등과
같이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고질적 병폐가 고착화될 수 있다.2)
우리는 이러한 삶의 불확실한 현실을 공감하고 그 병폐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하고
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나 의의는 커녕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스스로
자기조절의 능력을 갖고서 공감적으로 소통하고 구조적으로 조정하면서 삶의 공동체적 의
식을 고도로 강화시켜야 한다. 사회나 문화의 발전적 역량이라는 것도 결국에 이러한 공동
체적 의식이 얼마나 발휘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에서는 소통과 공감의 사회적 유대감을 토대로 하는 공동
체의 지속가능성의 원리에 착안한다. 공동체적 의식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
1) 여기에는 돼지열병,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에볼라, 코로나19 등이 있다.
2) 이 내용 전반에 관해 김연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착안한 漢代 災異문화와 지속가능한 文
明觀 - 生態主義的 視線에서 , 동아시아학 제59집(2020), 107-144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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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수 있는가 하는 삶의 방식에 기본한다. 여기에서 인간의 진정한 삶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문화의 모습을 추구하는 문화철학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된다.
현대사회에서 주체적 삶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개인적 본능을 넘어 공동체적 의식의 차
원에서 사회적 본능이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은 소통과 공감의 사회적 유대감에 따
라 문화의 독특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문화철학은 바로 문화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다.
문화의 측면에서 철학을 논의해야 철학이 소통과 공감의 變奏를 통한 삶 전반의 통합적
경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문화의 성격과 문화철학의 視界
21세기 철학이 짊어져야 할 命運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철학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논제와 관련된다. 철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이 감당해야 할 과제이자 임무에는 인간의 삶과
방식에 대한 고뇌와 기대가 섞여있다. 철학이 생명의 존재라는 가장 근본적 토대 위에 삶
의 가치를 모색하는 학문이라면 삶의 과정은 세계를 파악하면서도 세계를 개척해간다. 세
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지향성과 관련된다면 세계를 개척하는 과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성과 관련이 있다. 삶의 지향성과 규범성은 사회적 통합적 구
조에서 문화의 현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선, 문화철학은 19세기 서양의 계몽운동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에 자
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되고 과학과 기술의 도약을 거치면서 인간과 자
연, 인간과 사회 사이에 모순, 충돌, 대립의 관계가 점차 첨예화되면서 인간에게 유용했던
과학과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인간의 이성만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를 논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인간 삶 전반과 관련한 문화의 전방위적인 모습
으로부터 인간의 본질과 존재, 인간의 역사와 가치, 발전, 전통과 현대의 관계 등의 일련의
문제들을 조망하고자 하였다.3)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 하에서 문화철학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철학에서는 전통적
으로 사변철학이 논의되어왔다. 사변철학은 우주의 형이상학적 본체를 토대로 하면서 이성
의 개념적 인식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세계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에서 사변과
존재, 주체와 객체, 이성과 감성, 내재와 외재, 본질과 현상 등 사이의 대립, 모순을 완화하
거나 해소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문화철학은 논리적 방법과 신념적 방법의 상충이라는 사변
철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문화철학은 광활한 문화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재와 삶 전반의 문제를 다룬다. 문화란 본
래 지역적, 민족적, 역사적 및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 문화철학은 철학의 측면에서 각종의
문화들의 현상을 종합하고 이해하여 하나의 통일적 문화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내용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존재, 삶,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진정한 인간성은 문화
3) 肖建華, 從“思辨哲學”到“文化哲學”的轉向 , 世界哲學 2004年, 第3期, 107-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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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조하는 삶에서 모색한 것이다. 사변철학이 객체와 지식에 중점을 둔다면 문화철학은
주체와 생활에 중점을 둔다.
문화는 삶의 경험적 산물이고 심지어 문화 자체가 인간의 삶이다. 문화란 바로 인간의
존재론적 위상에 따른 정체성과 그 가치론적 의의를 지닌 삶의 총체적 결집체이자 자아실
현의 구현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삶의 현장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기반으로 하여 생
태의 환경과 생활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관념론적 의식의 영역이다. 인간의 삶은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끊임없이 지향하는, 결코 완결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자아실현의 지속가
능한 과정이다. 삶의 경험으로서의 문화는 영원히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문화생활은
끊임없이 창조되면서 끊임없이 진화한다. 여기에는 특정의 가치를 판단해서 나온 것이 아
니며 그 판단의 기준이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철학은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창조
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자아실현의 과정과 관련된다.
인간의 삶과 문화 사이에는 서로 외재적 관계뿐만 아니라 특정의 내재적 관계가 있다.4)
인간의 삶과 관련된 문화는 생명의 이치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공간성의 생명력을 지닌
다. 문화는 과거의 누적을 통해 현재의 진화를 거듭하며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광물과 같은 물질적 퇴적과는 다른 것이다. 현재의 진화과정에는 과거의 역사가 중요
한 단서가 된다. 현재의 시간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과거의 문화는 현재가 누적된 것이라
면 미래의 문화는 현재가 연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모두 현대 혹은 당대의 문화이
다. 그러므로 문화는 문헌의 기록과 같은 비현실성과는 다른, 현재성의 생명력을 지닌다.
그것은 인간 삶의 끊임없는 과정에서 나오는 삶의 끊임없는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사회는 인간관계의 연결망으로서 부분과 전체로, 단편과 전면으로, 단순함과 복잡함
으로, 조잡함과 정밀함으로, 내면과 외면으로, 구체성과 추상성으로, 하위와 상위로, 저급과
고급의 관계와 같은 일련의 역동적 과정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 과정에서 문화의
진화와 그 생명력이 발휘될 수 있다. 인간사회의 관계망은 끊임없는 현재의 시간성을 특징
으로 한다. 이러한 현재의 시간이 바로 인간사회의 創新의 생명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
한 생명성을 지녀야 진정한 문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화철학은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따른 공동체적 공감대 혹은 사회적 유대감을 토대로 한다.
문화철학은 인간의 의식의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접근하는 방법론이다. 그것은
생명체의 자생적 질서의 화합적 차원에서 생명의 시공간적 지속가능성을 지닌다. 인간은
생명의 자생적 흐름 속에서 자연계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살아간다. 인간의 존재와 가치라
는 것도 이러한 자생적 흐름 속에서 모든 생명체가 지속한다는 화합적 차원에서 공존, 공
감, 공유, 공생 등의 의식 속에서 삶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상정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의식은 자연계와 인간사회 사이에 전체적인 유기적 관계에서 인간의 삶
4) 이 관계는 외재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이 있다. 전자의 관계가 물리학적, 생물학적, 지리학적
등의 성격을 지닌다면 후자의 관계는 인식론적, 생태학적 등의 성격을 지닌다. 그 양자 중에서
내재적 관계가 더 근본적이고도 더 중요하다. 喬清舉， 儒家生態思想通論, （北京： 北京大
學， 2013）, 2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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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철학에서는 인간사회를 자연계
의 일부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야할 삶의 조감도와 자아실현의 이정표가 된
다.
문화철학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서 어떻게 인륜의 규범적 가치를 모색할 수 있는가 삶
의 지혜가 담겨있다. 인간은 자연현상의 주기적 변화에 따라 삶의 원칙을 만들어가고 天下
의 통일적 질서를 확립한다. 그렇다면 문화의 지혜는 바로 삶을 어떻게 합리적인 방식에
입각하여 꾸려갈 것인가의 문제에 달려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방식이란 인간사회라는 공
동체의 의식을 갖고서 주체적인 삶을 꾸려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의 중국학자인 주겸지는 문화철학에 관해 역사와 지리의 통합적 지평으
로서의 문화를 바라다본다. 주겸지는 철학 자체의 측면에서보다는 문화와 연관된 철학을
강조한다. 즉 문화의 측면에서 철학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이 모든 지식의 집합체이
자 학문의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에 철학의 추세도 본체
론, 인식론 등과 같은 관념론적이나 유물론적 성격을 지닌다기보다는 공동체적 의식에 기
반한 문화론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문화철학은 중국의 근대화의 방
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가 보건대, 문화는 삶의 경험적 산물이고 그 속의 특정의 가치를 판단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은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끊임없이 지향하는, 결코 완결되거나 완성되
지 않는 자아실현의 지속가능한 과정이다. 삶의 경험으로서의 문화는 영원히 변화하는 과
정 속에 있다. 여기에는 특정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철
학은 문화의 본질이 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가치를 평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창조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생명의 흐름(生命之流)”과 같은 것이다.5)
문명의 본질이 과학성에 있다면 문화의 본질은 삶의 방식에 있다. 문명이 문화의 새로운
기점이라면, 과학은 삶의 방식을 터득하는 일종의 첩경이 된다. 삶의 방식을 터득한 궁극
적 단계가 이른바 大同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와 문명의 관계는 구조의 본질적 연관
성을 지닌다. 인간사회는 사회현상의 총체적 구조와 그 하부의 계층들 사이에 스스로 조절
하고 통합하는 체계적 질서로 이루어진다. 인간사회의 체계적 질서는 문명의 성과를 낳으
며 문명의 단계에서 사회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담게 되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
다면 문명은 문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문화의 새로운 기점이다. 또한 문화가 문명으로 바뀌
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새로운 문화는 낳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철학에서 현실의 필연적
세계를 부인하지도 않으며 또한 자유의 창조적 세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어느 사회이든지 간에 자체의 고유한 개별성이나 독자성을 갖고서 외부의 지역과의 교
류 속에 混種과 創新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항상 원류로서의 구심력과 그에 따
른 전파의 원심력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는 주관의 불확정성의 실질을 객관의 확실성의
법칙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그것은 변화무쌍하고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에서 불확정성을 지
니는 반면에 인간의 주관성을 넘어서 객관성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확실성을 지닌다. 불확
정성과 확실성의 관계는 서로 모순되지만 해소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나 단
5) 朱謙之, 文化哲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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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도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되거나 완결될 수 없다.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
등이 적절하게 해소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소라는 것도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서
해소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일 뿐이지 상황이나 단계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최종적인 마무리
의 단계는 아니다. 문화의 공동체적 의식에는 어떻게 대립과 모순의 불안정한 관계에서 통
일과 조화의 안정적인 관계로, 더 나아가 대립과 통일, 모순과 조화의 불확정적인 관계가
어떻게 유기적인 통합의 확정적 관계로 고양되는가의 문제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III. 문화철학과 그 지속가능한 世界
인간은 자연계의 생태적 순환 속에 사는 생물학적인 존재이면서도 사회의 복잡다단한
연결망 속에서 가치, 신념 등을 지닌 문화적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은 사계절의 적절한 계
기에 맞추어 지역의 합당한 유토피아를 찾고 설계해왔다. 인간은 주체적으로 타자와 경계
를 지으면서 창조적으로 세계의 실재(reality)를 개척해가는 존재이다. 이는 삶의 터전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시공간적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간의 활동에서
는 지역의 공간을 점유하는 가운데 매 계기마다 시간이 진행된다. 지역은 삶의 터전으로
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영역을 확보해가는 것이다. 이른바 문화라는 것도 지역의
특수한 역사와 지리의 역동적인 통합과 분화의 과정 및 그에 관한 해석력과 수용력을 통
해 집약적으로 축적되고 자리잡아왔다.
문화철학은 대립과 모순의 불안정한 관계를 통일과 조화의 안정적인 관계로, 더 나아가
대립과 통일, 모순과 조화의 불확정적인 관계를 유기적인 통합의 확정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삶의 방식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열린 체계의 인간사회에서 어떻게 교감
하고 조정하고 화합할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 문화철학은 이러한 사회적 교감, 조정
및 통합의 흐름 속에 생존의 공감력이 확충되고 공동체적 유대감이 확장된다.
세계는 자연계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연관체계이자
생명체의 물질과 에너지가 유동하는 거대한 순환체계이다. 여기에는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해하는 방식도 담겨있다. 예를 들어 하늘과 땅의 틀은 陰과 陽
의 관계로 표상화되는데, 만물의 造化와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낸 세계의 실재이자 자연계
전체의 생명의 연결망에 관한 정보의 매체이다.
세계는 음과 양이 대립하면서도 통일되는 균형적 원칙에 따라 끊임없이 분화와 통합을
반복하는 변화의 과정이다. 음과 양의 관계에서는 同化의 순화력과 異化의 반발력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상호 모순과 대립을 해소하여 수렴과 발산의 유기적 통일성을 지향한다. 이
러한 역동적 과정은 최상의 조화로운 상태로서의 최적화된 反轉의 방식으로 발휘된다. 여
기에 바로 모든 존재의 생명력의 創新的 실재가 있다.6) 그것은 닫힌 체계의 인간사회를
6) 음양의 원리는 동일성, 차이성 및 통일성의 역동적 관계에 따른 전체적인 구조와 그에 속한
계층들의 존재의 근거와 발전의 원동력을 지닌다. 즉 전체와 부분, 변화와 안정, 통합과 분화,
편향과 균형, 다양과 통일, 갈등과 협동 등의 관계처럼 서로 모순되는 대립적 성질을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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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체계로 어떻게 조정 혹은 조절해야 하는가 하는 일종의 사회공학적 단초가 된다. 역
전에서는 그 과정은 명확히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역은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지속한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고 이롭
지 않음이 없다.7)
여기에서는 공동체의 구조에서 상황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窮-變-通-久’의 과정으
로 표현한다. ‘窮-變’이 변화의 방식이라면 ‘通-久’는 안정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窮
變’과 ‘通久’의 과정은 변화와 안정이 통일되는 과정을 싱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음과
양 사이에 상호 변환되고 상호 전환되며 상호 함유하는 변동의 작용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일정하게 상쇄되는 국면, 즉 음과 양의 균형과 같은 안정의 단계에 이른다. 이러한 단계들
은 공동체의 구조에서 순환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세계가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의미있는 관계로 설정된다면 세계의 실재를 조망하는 데에
變通은 구체적 시선이 된다. 變通의 용어는 주체와 객체의 의미있는 관계에서 變通과 通變
으로 나누어진다. 變에서 通으로의 과정은 객관적 인식의 내용을 지니는 반면에, 通에서
變으로의 과정은 주관적 실천의 내용을 지닌다. 이러한 과정에서 객관과 주관, 인식과 실
천의 대조적 관계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자아실현의 통합적 경계로 고양된다. 이들의 연속
적 관계에서 變通의 不可逆的 시공간의 순서 속에서 通變의 可逆的 시공간의 과정을 모색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의식에는 자연계의 순환의 법칙처럼 생명의 연결망을 유지하는 조
정과 통합의 지속가능한 경계가 반영되어 있다. 대립과 화합, 분별과 통합, 직분과 조정 사
이에 적절한 조화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전체는 반드시 다원적으로
분화하여 개체화되며 개체는 반드시 대립과 조화의 과정을 거쳐 전체로 통합되기 마련이
다. 세계의 실재는 ‘안정의 지속성’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 ‘지속의 안정성’을 끊
임없이 계속한다. 이러한 존재의 變通과 가치의 通變의 관계에는 최종적으로 완성되거나
완결되어 완전히 고정된 균형의 상태란 있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이미 균형에 도달한 상
태라는 것도 또 다른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러
한 내용은 자연환경 안에서 사회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의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자연환경 안에서 사회의
조화시키는 일종의 통일적 상태를 담고 있다. 어떠한 사물이든지 간에 자체의 내재적 구조나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조절과 통일의 상태로 나아가려는 추세를 지닌다. 그 내부
적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면서 모순의 관계에 애당초 내재했던 원초적 평형의 관계는 무너지고
그 통일적 양상은 해체되기 마련이다. 다른 한편,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통일성의 추세가 작용

바뀌어 새
로운 통일적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의 전환은 사물들의 개별적 경우에 끊임
없이 계속되어 모든 존재의 방식에서 통일성과 다양성 혹은 동일성과 차이성의 관계적 양상
으로 작동하면서 생명력의 방식으로 발휘되며 새로운 통일체를 형성하고 마침내 새로운 사물
을 낳게 된다.
7) 周易, 繫辭下傳 : 易,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是以自天祐之, 吉無不利.
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충돌하는 양상에서 서로 해소되고 해결되는 양상으로

- 20 -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지속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철학의 강령이 된다.
예를 들어, 64괘에서 태괘(泰卦

)와 비괘(否卦

)는 대립과 통일의 관계라는 反轉의

逆說을 가장 극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두 괘는 하늘과 땅의 구조 속에서 공간적 위치
에 담긴 실질적인 내용, 즉 교류 혹은 교감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다.
먼저 태괘의 형상을 보면, 위에 있어야 한 하늘이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어야 할 땅이
위에 있다. 즉 하늘과 땅이 뒤바뀐 구조를 지니므로 외관상 불안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실제로 이는 동태적이고 순환적인 교류의 구조를 상징한다. ｢단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이는 바로 하늘과 땅이 교류하여 만물이 통하며 위와 아래가 교류하여 그 뜻이 같다.8)
태괘는 본래의 평형적 구조를 비평형적 구조로 설정해놓음으로써 역동적인 조절 혹은
조정의 기능이 작동하는 순환적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사회공학적 차원에서 보
자면, “군자의 도가 커지고 소인의 도가 작아진다.”는 것이다.9) 하늘과 땅이 화합하는 크나
큰 원리 즉 ‘도’ 속에 인간은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가는 것이다.
괘상의 양상이 태괘와 상반된 괘가 비괘이다.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의 위치가 올바른 위
치를 잡고 있는 실제적 구조를 지니므로 외관상 상당히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
제로 이는 정태적이고 닫힌 구조를 상징하며 이른바 변통의 원리와는 정반대로서 비순환
적, 고정적 및 정태적인 내용을 지닌다. ｢단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이는 하늘과 땅이 교류하지 않고 만물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위와 아래가 교류하지 않고 천하
에 다스리는 도가 없다.10)
비괘는 거시적으로 보면 상황이나 구체적인 사태들에 항상 변동이 없는 안정적 평형상
태이다. 우주에는 역동적인 조절 혹은 조정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며 전체적으로 유기적
흐름이 막혀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는 “소인의 도가 커지고 군자의 도가 작아진다”11)
라고 말한다. 이는 사회공학적으로 인간사회에서 공동체의 의식을 역설적으로 표상한 것이
다. 따라서 태괘, 비괘 및 이들의 관계는

인간을 계도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는 逆說의 논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의 실재(reality)에 대한 인간의 시선은 하늘과 땅의 틀로 대변되는 자연계에서 생명
의 자생적 질서와 그 유기적 흐름을 조망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실적 세계에서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려는 부분들과 이를 통합하려는 전체 사이에 유지되는 대립과 통일,
모순과 조화, 상충과 해소, 갈등과 화해 등과 같은 일련의 역동적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시선에 따라 삼라만상의 스펙트럼을 직관적으로 투사하고 자연계의 투사면

周易, 彖傳 , 泰卦: 則是天地交而萬物通也. 上下交而其志同也.
周易, 彖傳 , 泰卦: 君子道長, 小人道消也.
周易, 彖傳 , 否卦: 則是天地不交而万物不通也, 上下不交而天下無邦也.
周易, 彖傳 , 否卦: 小人道長, 君子道消也.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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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식의 차원에서 운명이나 사회의 공동체라는 초점을 맞추어낸다. 이 공동체적 의식
의 차원은 ‘다양성의 통일화’와 ‘통일성의 다양화’의 논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逆說
의 논법을 통해 세계의 모든 변화 속에서 현존하고 따라서 개별적인 사물들 간에 통합과
차별의 양면적 측면을 설명해낼 수 있다.12)
예를 들어, 觀卦에는 세계의 실재를 조망한 사회공학적 관점이 담겨있다. 관괘에서 觀의
조망은 자연의 실물적 시야에서 인문의 관념적 시선으로 확장된 것이다. 특히 관괘의 단계
적 조망은 인식과 실천의 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것은 자아와 타자의 소통의
방식으로서 인식론적 실천력의 메카니즘이 작동한다.
관괘13)에서 ‘관’의 개념은 사물이나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지닌다. ‘觀’은
사물의 형식과 상황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감각활동으로서 단순히 인간이 사물을 물리적 대
상으로 고찰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인식에 따른 실천의 존재론적 영역까
지도 조망하는 입체적 혹은 다차원적 인식의 출발점이다. 인간은 삼라만상을 관찰하면서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형성해가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주체적
행위를 통해 실천해가는 일종의 ‘자아창조적 삶’에 포괄적인 시선을 제공한다.
인간이 세계의 실재를 조망하는 시선에는 觀察, 省察 및 通察(洞察)의 과정이 있다. 이들
의 과정은 觀我의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것은 인식과 실천의 관계에 기반한 삶을
체득하는 일련의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즉 주체가 대상세계와의 일정한 관계에서 이루어지
는 觀察,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자각의식의 省察, 자아의 함양 및 타자의 계도 혹은 교화로
진전되는 通察의 단계가 있다. 이를 인식과 실천의 통합적 경계에서 보자면 修己治人의 강
령과 그에 따른 일련의 자아실현의 鳥瞰圖가 담겨있다.
‘觀我’의 가치론적 세계에서 보자면, ‘관’ 개념에는 인간이 터득하는 삶의 체험의 문제를
인간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터득하는 올바른 시각이 담겨있다. 그것은 세계의 실재를 인
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실천하는 체험의 경지가 담겨있다. 이 경지는 세계의 양상과 그 변
화의 현상들을 조망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통찰하는 과정이다. ｢단전｣에서
특히 관괘의 구오효를 해석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크게 보는 것(大觀)이 위에 있어 따르고 공손하여 中正함으로써 천하를 살핀다.14)
‘大觀(크게 보는 것)’은 주체와 객체의 인식에 관한 모종의 상관성을 설명한 것이다. 그
것은 세상을 바라다보고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내용을 지닌다. 이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이 합일되거나 일체가 되는 通察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주는 세상이

Chung-ying Cheng, New Dimensions of Confucian and Neo-Confucian Philosophy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363쪽.
13) 관괘 의 형상에 따르면, 상괘는 巽卦이고 하괘는 坤卦이다. 이는 바람이 위에 있고 땅이 아
래에 있는 형상인데, 땅에 바람이 불어 모든 초목이 그에 따라 흔들이는 양상을 띤다. 설문
해자에 따르면, “관은 자세히 보는 것이다.(說文解字: 觀, 諦視也)” 여기에는 세상을 두루
보거나 남들이 우러러본다는 함의를 지닌다.
14) 周易, 彖傳 , 觀卦: 大觀在上, 順而巽, 中正以觀天下.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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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크나큰 흐름을 올바로 파악하고 이를 통치에 잘 반영하면 백성들이 이를 이해하
여 우러러볼 수 있다. 이는 正道 혹은 正義를 추구하는 유가의 자아실현과 관련되며 여기
에 經世觀의 소재가 있다.
이러한 대관의 경지는 ｢단전｣에서 卦辭를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하늘의 신묘한 道를 살피고 四時가 어긋나지 있으니 성인이 이로써 신묘한 도로써 가르침을 베
푸니(神道設敎) 천하가 굴복한다.15)
관괘에는 祭祀의 儀禮에서 주체의 통찰의 행위와 그에 대한 통찰의 믿음과 신망이 담겨
있다. 여기에서는 올바른 인식과 그에 따른 타당한 실천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
으로 서술한 것이다. 군자의 언행은 그의 통치에 교화의 효과를 가져온다. 군자가 천도의
방식, 즉 음양의 변화무쌍한 원리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춘하추동의 네 계절의 운행방식을
이해하면, 이를 권선징악, 빈부귀천 등의 문제에 관한 교화의 원칙으로 삼아 개인의 간사
함, 사회의 문란함 등으로 오염될 수 있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어 결국에 平天
下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16) 이것이 바로 神道設敎의 통합적 경계이다.
‘觀’의 시선은 대상세계에 관한 단순히 감각적 관찰의 활동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능력
이 모두 발휘될 수 있는 다층적이고도 입체적인 차원의 활동이다. 대상의 인식에는 거시적
규모이든 미시적 규모이든지 간에 모두 전면적인 시각을 필요로 한다.17) 이러한 통합적 관
을 통해 조망하는 관찰, 즉 통찰이야말로 세계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찰은
보편적 관점으로서, 특정의 관점에서 시작하지 않는, 세계와 만물을 이해하는 가능한 입체
적인 조망의 방법이다. 따라서 관괘에서 제시하는 ‘관’은 일종의 관점이기는 하지만, 사물의
실체적 구조를 파악하는 특수한 관점도 아니며 사물의 배후에 있는 추상적인 관점도 아니
며 일반적인 관점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특정의 관점이 없는 관점 즉, 보편적 관점이라
고 말할 수 있다.18)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특정의 대상을 올바로 인식하면 할수록 스스로는 자아
와 타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세계의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면서
도 세계를 창조적으로 개척하는 것이다. 여기에 소통의 메카니즘, 즉 ‘변화의 소통’과 ‘소통
의 변화’의 상관성이 있다. ‘변화의 소통’은 인간이 실재의 세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그 세계를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 과정인 반면에, ‘소통의 변화’는 인간이 삶 속에서 세계의
실재를 스스로 나름대로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인식론적 실천력에 따른 공동체적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체가 외부의 세계를 관찰하고 자신도 반성하고 이를 남에게 귀감이 되며 더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修己治人의 방법까지도 통찰할 수 있다. 여기에서 逆說은 인간이

周易 彖傳 卦: 天 神道 而四時不忒 聖人以神道設敎 而天下服矣.
高亨 周易 傳今注 濟南: 齊魯書社
박 주 易 全一
~
成 英
意 － 作爲方法 和本體 變 詮釋 統一 成 英自選集, 濟南: 山東
教育, 2005, 230~233쪽.

15) 
,
, 觀
觀 之
,
,
,
16)
, 
大
,
, 1988, 314쪽.
17)
재 ,
의
論的 世界觀 , 동서철학연구제15집, 1998, 4 5쪽.
18) 中 , 論“觀”的哲學 義 論
論
論的 通
學的
,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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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실재를 올바로 인식하면 할수록 스스로는 자신의 입장을 더욱더 돌아보게 되어 자
신의 삶을 더욱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괘의 원리에서는 이러한 통일적
질서를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인격의 내면적 세계로 끌어들여 실천의 역
량으로 발휘토록 한다. 이를 유가의 공동체의식의 차원에서 보자면 삶의 방법과 목적을 연
속선상에 두는 자아실현의 원리이다. 자아실현은 ‘목적의 방법화’이자 ‘방법의 목적화’의 방
식과 맞물려있는 삶의 지평에서 충족될 수 있다. 인간은 세계의 실재에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투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계도하고 발전시키는 창조적 삶의 조감도를 그려나갈 수
있다.

IV. 문화공동체와 그 다원주의적 境界
현대에 인간의 삶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중매체, 인터넷, 위성통신의 매체를
통해 세계가 동일한 정보망을 고유하며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문화공동체로
특징지을 수 있다. 문화공동체는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뛰어넘어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며
향유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독일의 철학자인 헤르더는 사회공동체를 문화공동체로 수용
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핵심 요소로서 민간전승과 민족적 전통의 역할을 강조했
다.
공동체의 사회공학적 맥락에서 보자면, 사회의 구조적 양상은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자체와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의 관계이다. 그것은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치
는데, 그 과정에서는 특정의 균형의 상태에 이르렀다가 다시 변화의 양상을 나타낸다. 이
러한 실재의 과정에서는 완성된 혹은 완결된 균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에
균형에 도달한 상태는 단순히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기 위한 구조적 과정에 불과하다. 여기
에서는 균형과 변화가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유기체적인 지속적 단계 혹은 과정 자
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변화와 균형을 특징을 하는 유기체적 상관성은 ‘안정의 지속
성’과 ‘지속의 안정성’을 지닌다. 사회는 안정성의 터전 속에 지속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지속성의 발판 위에 안정성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문명 혹은 문화의
지속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다.
문화철학은 역사의 通時性과 지리의 共時性의 통합적 경계, 즉 문화의 다원주의와 문명
의 보편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여기에는 공감의 능력에 따른 사회적 유대감이 중요하다.
공감은 상상력의 도움을 통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할 수
있다. 특정의 문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이 확충되고 유대감이 확장되면서 보편적 정서
가 발휘된 결과이다. 여기에는 공감에 따른 연민의 감정은 건전한 인간의 생활방식, 행동
양식, 윤리도덕적 의식 등을 형성해간다. 이러한 문화는 유가의 이상적인 사회, 즉 이른바
大同사회의 내용을 지닌다.
문화공동체의 논법에서 보자면, 세계의 실재는 주체와 객체의 의미있는 관계에 따른 인
간의 시선에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인간 주체가 객체의 세계와 맺는 관계는 생명력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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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한 일정한 소통의 체계를 지닌다. 여기에서 소통은 삶의 전반에 걸쳐 체험되는 넓
은 의미의 소통이다.19) 그것은 객체의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인식, 의식, 심지어 실천의 행위
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소통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삶은 창조적인 참다운 삶이다. 그러므
로 창조적 소통의 삶은 인식과 실천의 통합적 과정으로서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끊임없
이 지향하는, 결코 완결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자아실현의 지속가능한 과정인 셈이다. 여기
에는 현실적인 삶에서 대립, 모순, 상충, 갈등을 넘어서 통일, 조화, 해소, 화해로 전환되는
최적화된 공동체적 의식이 있다.
문화철학의 세계에서는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과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이 맞물리는 차원
이 있다. 이 관계는 통찰의 시선을 통해 인식론적 실천력을 위한 소통의 메카니즘으로 작
동한다. 인간은 변화하는 객체의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고 따라서 더욱더 주체적인 성찰을 통해 실천하여 자신의
바람을 성취하게 된다. 이러한 논법에는 인간이 외부적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에서 오히려 스스로 주체적 자각의식을 갖게 되면서 결국에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이
함축되어 있다. 여기에는 삶의 경계의 영역이나 구분을 넘어서는 통합적 경계가 있다. 이
러한 통합적 경계에서 인간은 세계와 다각도로 갖는 창조적 소통의 메카니즘을 통해 지속
적으로 자아실현의 이정표를 만들어간다.
문화의 공동체에서는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과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이 맞물리는 차원은
인식과 실천의 통합적 관점이 중요하다. 인간은 특정의 대상을 올바로 인식하면 할수록 스
스로는 자신의 입장을 더욱더 돌아보게 되는 자아와 타자의 소통을 꾀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인간이 외부적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스스로 주체적 자
각의식을 갖게 되면서 결국에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이 함축되어 있다. 여기에는 삶의
경계의 영역이나 구분을 넘어서는 통합적 경계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경계에서는 인간이
세계와 다각도로 갖는 창조적 소통의 메카니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아실현의 이정표를 만
들어가는 것이다.
문화철학의 통찰적 시선은 인간사회가 자기조정능력을 갖춘 자율적 체계에 초점을 맞추
어 지속가능한 사회이념을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사회의 관리와 윤리의
자율적 조절 방식과 관련되는 사회공학적 원리가 작동한다. 그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다양
성의 통일화’와 ‘통일성의 다양화’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는 ‘생명의 창조력과
창조의 생명력’, ‘생명의 실재성’과 ‘실재의 생명성’, ‘안정의 지속성과 지속의 안정성’의 논
리가 적용된다. 이는 사회공동체의 복잡다단한 현상들과 이들의 변화를 전체와 부분, 변화
와 안정, 통합과 분화, 편향과 균형, 갈등과 협동 등의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소통의 메카니즘, 즉 ‘변화의 소통’과 ‘소통의 변화’의 逆說的 관계가 있다. 이러한 逆說의
논리는 유가의 공동체의식의 차원에서 보자면 삶의 방법과 목적을 연속선상에 두는 자아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지닌다. 좁은 의미의 소통은 언어, 몸짓 등의 표달방식을 통
해 상대방과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소통은 인간이 세계와 의
미있는 관계는 맺는 총괄적인 방식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삶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혹은 입체적 방식까지도 포함한다.

19) 소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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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원리이다. 자아실현은 즉 ‘목적의 방법화’이자 ‘방법의 목적화’의 방식과 맞물려있는
삶의 지평에서 확충될 수 있다. 인간은 세계의 실재에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투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계도하고 발전시키는 창조적 삶의 조감도를 그려나간다.
문화공동체의 차원에서 보자면, 개인의 인생관과 사회의 가치관은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기도 하지만 서로 대립적으로 충돌하기도 한다. 특히 일정한 동기의 자극에 따른 긴
장과 이완 사이에 유지되고 지속되는 심리적 탄력성 혹은 융통성이 중요하다. 인간의 심리
적 세계는 자아반성의 변화가 있어야 소통의 새로운 계기, 즉 욕망을 균형있게 조절하고
해소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꾸준하게 안정되고 상태가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인과의 연속적인 만남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스스로 완전한 자아를
자각한다. 이는 파편화된 자아와는 다른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모습이다. 주체적 인간은 스
스로 당면한 문제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 속에 자신을 포함시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최
선을 다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는 신념과 행위의 개별적인 주체로서 양성의 인간관계,
즉 만남의 연속과 소통의 지속을 통하여 사회의 가치관을 조정하고 해소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떨어져있는 타자화된 자연의 대상을 서로 교감하고 공생하는 공
동체적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비주의적인 불가지론의 측면도 없으며 불가항
력적인 숙명론의 측면도 없다.
인간은 자연계에서 생명의 율동과 호흡을 함께하며 생명의 본성에 따라 생명의 이치를
터득하며 살아간다. 인간의 가치라는 것도 모든 생명체가 지속한다는 자생적 화합적 차원
에서 공존, 소통, 공생, 성장 등의 의식과 관련된다. 인간은 생명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생명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 비로소 가장 근본적인 생명력의 충동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
러한 생명공동체의 의식은 생명의 이치와 도덕의 가치가 통일되는 인간성의 경계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생명공동체의 터전에서 인간의 삶의 과정은 인간의 완전성을 자각하고 회복
하는 자아실현의 과정과 맞물려있다. 이러한 생태적 삶이 자아실현의 과정의 전제가 되며
행복의 정서를 충족시키는 단초가 된다. 이러한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성
에 관한 命運의 블랙박스를 해독하는 것이며 자아실현과 관련한 성숙한 삶의 관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인간은 주위의 환경과 합당하고도 조화로운 삶을 최대로 확충하면서 다른 한편 주위의
환경과 혼란스럽고 모순된 삶을 최소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그 어느 방향의 상황이든지 간
에 이를 해결하는 데에 현실적인 삶에 관한 지식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행위의 실천 속에
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현대적 삶의 과정을 저울질
하는 데에 ‘지식은 힘이다’라는 저울대 위에 ‘지혜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저울의 추를 올려
놓게 되었다.
지혜는 이러한 현상들에 관해 일정한 잣대, 즉 저울의 규준과 저울질의 시기를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지혜는 실제로 삶의 실천의 현장에서 개인과 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공동
체의 가치에 따라 달리 발휘된다. 우리는 지식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모종의
공동체의 가치와 결합될 때 삶의 지혜를 터득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과 지혜의
통합적 역량은 삶에서 시대정신과 그에 따른 공동체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데에 중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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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지닌다.

V. 나가는 말
인간의 삶이란 인식과 실천의 통합적 과정으로서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끊임없이 지
향하는, 결코 완결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자아실현의 지속가능한 과정이다. 이를 문화의 공
동체의식의 차원에서 보자면, 현대적 의미에서 ‘다양성의 통일화’와 ‘통일성의 다양화’의 방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는 ‘생명의 창조력과 창조의 생명력’, ‘생명의 실재성’과 ‘실
재의 생명성’, ‘안정의 지속성과 지속의 안정성’의 논리가 적용된다. 이는 사회공동체의 복
잡다단한 현상들과 이들의 변화를 전체와 부분, 변화와 안정, 통합과 분화, 편향과 균형,
갈등과 협동 등의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즉 소통의 메카니즘, 즉 ‘변화의 소통’과 ‘소
통의 변화’의 逆說的 관계이다. 이러한 逆說의 논리에서는 유가의 공동체의식의 차원에서
보자면 삶의 방법과 목적이 연속선상에 있는 ‘목적의 방법화’이자 ‘방법의 목적화’의 지평이
있다. 여기에는 ‘경계의 구분을 넘어서는 통합적 경계’, 즉 자아실현의 지평에서 확충될 수
있다. 인간은 세계의 실재에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투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계도하고
발전시키는 창조적 삶의 조감도를 그려나간다.
문화철학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조절의 능력을 갖추고 사회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적 구조의 역량에 주목한다. 여기에는 특히 문화의 통합과 조정
의 작동방식이 중요하다. 문화철학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 작동의 방식은 사회를 화합적이
고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共感의 수단이나 방법을 제공하며, 특히 사회가 모순과
갈등을 통해 상대적인 혐오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에 소통과 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화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것은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결코 완결
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연속적 과정으로서, 인간사회가 끊임없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세계
이다. 여기에 동아시아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자아실현의 단계, 즉 생명의 이치와 도덕의
가치를 동일선상에 놓는 통합적 경계가 있다. 여기에 인생관의 왜곡, 세계관의 굴절, 가치
관의 붕괴에서 야기되는 파편화된 자아의 강박관념을 해소하려는 문화철학의 과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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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의 교화시 일고찰

고남식(대진대)

1.
조선왕조가 성립된 이후 훈구파(勳舊派)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차지했으나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신진사류들을 중심으로 사림파(士林派)가 정계에 진출하여 주자학적인
이념을 중심으로 도학정신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두 파간에
다툼이 일어나 조선은 이후 사화와 당쟁이라는 대혼란기에 빠지게 되었다.
사림파들은 재도적(載道的) 문학론을 주장하여 문학을 적극적으로 경세(經世)에 반영하는
도학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로부터 교화(敎化)를 위한 시창작이 면에서 교화시가 등장하
게 되었다. 교화시는 시(詩)를 짓는 것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심성을 순정케 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며 국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성현(聖賢)의 윤리 강륜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성격
을 갖고 있는 문학적 창작물을 가리킨다 할 수 있다.
조선조를 중심으로 교화시(敎化詩)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보면, 조선초기 대표적 유학자인
변계량의 교화시를 연구한 논문이 있다.1) 이글은 조선초기 제도와 문물이 정비되는 가운데
변계량의 교화시를 군주의 각성과 규계(規戒), 사대부의 태도(態度)와 임무(任務), 애민(愛
民)의식 고취(鼓吹)라는 면에서 고찰하였다. 16세기 초 김안국의 교화시에 대한 연구2)는
풍속에 대한 성찰, 애민의식 발현, 일용이륜(日用彛倫)의 실천촉구, 윤리적 삶에 대한 실천
촉구라는 면에서 연구된 바 있다. 한편 16세기 초 사림파의 교화시에 대한 연구3)에서는
고려말 조선초의 교화시를 반궁실천 및 절의은일의 면에서 살펴보고 15세기 김종직과 그
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소학(小學)』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실천에서의 돈후겸양(敦
厚謙讓), 실천궁행(實踐躬行), 충분성효(忠憤誠孝), 화민성속(化民成俗)이라는 관점에서 교화
시의 성격을 논의 하였다. 아울러 16세기 교화시의 제 양상은 조광조의 경세제민, 김안국
의 권소학(勸小學), 김정국의 편민거폐(便民袪弊)의 실천, 김정의 부식강상(扶植綱常)이라는
면에서 다루고 사림파 사상의 성숙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16세기 퇴
계(退溪)와 이이(李珥)의 교화시를 유교윤리의 실현 및 유교교육의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그
특징을 논의하고 있다. 이상 교화시라는 제명으로 논의 된 연구 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사
림파들의 한시 연구에서 교화적 성격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할 수 있다.
이글은 이와 같은 연구사에 나타난 논의의 틀을 바탕으로 퇴계의 문학에 나타나는 교화

린, 「춘정 변계량의 교화시 일고찰」, 『동아인문학』 37,2016.
린, 「모재 김안국의 교화시 일고찰」, 『대동한문학』 38,2013.
린, 『16세기 사림파의 교화시 연구』, 영남대박사학위논문, 2014.

1) 조영
2) 조영
3) 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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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의 한시에 대해 시론적으로 소략하게 고찰을 시도하였다.

2
퇴계의 생애는 대략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기는 초년기로서 출생으로부터 33세
까지이다. 이 시기는 급제하여 출사하기 전이므로 수학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 2기는 중
년기로서 34세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한 때로부터 49세 9월 경상 감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하고 해임을 청한 때 까지 약 15년간에 걸친 벼슬하던 시기이다. 제 3기는 말년기로서 50
세 되던 해 정월에 허락 없이 임소를 떠나 귀향하여 70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약 20년
간으로 은거 강학(講學)하던 시기이다.4)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은 조선을 대표하
는 유학자로서 경상도 예안현 온계리에서 태어났다. 14세경부터 혼자 독서하기를 좋아해,
특히 도잠(陶潛)의 시를 사랑하고 그 사람됨을 흠모하였다. 18세에 지은 「야당(野塘)」이라
는 시는 이황의 가장 대표적인 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세를 전후하여 『주역』 공부에
몰두한 탓에 건강을 해쳐서 그 뒤부터 다병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 한다. 1527년(중종 22)
향시(鄕試)에서 진사시와 생원시 초시에 합격하고, 어머니의 소원에 따라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성균관에 들어가 다음 해에 진사 회시에 급제하였다. 1534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가 되면서 관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1537년 어머니 상을 당하자
향리에서 3년간 복상했고, 1539년 홍문관수찬이 되었다가 곧 임금으로부터 사가독서(賜暇
讀書)의 은택을 받았다. 중종 말년에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먼저 낙향하는 친우 김인후를
한양에서 떠나보냈다. 이 무렵부터 관계를 떠나 산림에 은퇴할 결의를 굳힌 듯하다. 1543
년 10월 성균관사성으로 승진하자 성묘를 핑계삼아 사가를 청해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을
사사화 후 병약함을 구실로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1546년(명종 1) 고향인 낙동강 상류 토
계(兎溪)의 동암(東巖)에 양진암(養眞庵)을 얽어서 산운야학(山雲野鶴)을 벗 삼아 독서에 전
념하는 구도 생활에 들어갔다. 이때에 토계를 퇴계(退溪)라 개칭하고, 자신의 아호로 삼았
다.그 뒤에도 자주 임관의 명을 받아 영영 퇴거(退居)해 버릴 형편이 아님을 알고, 부패하
고 문란한 중앙의 관계에서 떠나고 싶어서 외직을 지망하여, 1548년 충청도 단양군수가 되
었다. 풍기군수 재임 중 주자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부흥한 선례를 좇아서, 고려 말
기 주자학의 선구자 안향(安珦)이 공부하던 땅에 전임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창설한 백운
동서원에 편액(扁額)·서적(書籍)·학전(學田)을 하사할 것을 감사를 통해 조정에 청원하여 실
현을 보게 되었다. 어지러운 정계를 피해 퇴계의 서쪽에 한서암(寒棲庵)을 지어 다시금 구
도 생활에 침잠하다가, 1552년 성균관대사성의 명을 받아 취임하였다. 1556년 홍문관부제
학, 1558년 공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여러 차례 고사하였다. 1543년 이후부터 이때까지 관
직을 사퇴하였거나 임관에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 회에 이르렀다.1560년 도산서당(陶山書
堂)을 짓고 아호를 ‘도옹(陶翁)’이라 정했다. 이로부터 7년간 서당에 기거하면서 독서·수양·
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많은 제자들을 훈도하였다. 명종은 예(禮)를 두터이 해 자주 이황에

황의 인물과 학문사상」, 도광순 편 『영남학파의 연구』,병암사,1988.

4) 이동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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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출사(出仕)를 종용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명종은 근신들과 함께 ‘초현부지탄(招賢
不至嘆)’이라는 제목의 시를 짓고, 몰래 화공을 도산에 보내 그 풍경을 그리게 하였다. 그
리고 그것에다 송인(宋寅)으로 하여금 도산기(陶山記) 및 도산잡영(陶山雜詠)을 써넣게 해
병풍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조석으로 이황을 흠모했다 한다. 그 뒤 친정(親政)하게 되
자, 이황을 자헌대부(資憲大夫)·공조판서·대제학이라는 현직(顯職)에 임명하며 자주 초빙했
으나, 이황은 그때마다 고사하고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그러나 1567년 명나라 신제(新帝)의
사절이 오게 되자, 조정에서 이황의 내경(來京)을 간절히 바라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갔
다. 명종이 돌연 죽고 선조가 즉위해 이황을 부왕의 행장수찬청당상경(行狀修撰廳堂上卿)
및 예조판서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신병 때문에 부득이 귀향하고 말았다.그러나 이황의 성
망(聲望)은 조야에 높아, 선조는 이황을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우찬성에 임명하며 간절
히 초빙하였다. 이황은 사퇴했지만 여러 차례의 돈독한 소명을 물리치기 어려워 마침내 68
세의 노령에 대제학·지경연(知經筵)의 중임을 맡고, 선조에게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를
올렸다. 선조는 이 소를 천고의 격언, 당금의 급무로서 한 순간도 잊지 않을 것을 맹약했
다 한다.그 뒤 이황은 선조에게 정이(程頤)의 「사잠(四箴)」, 『논어집주』·『주역』, 장재(張載)
의 「서명(西銘)」 등의 온오(蘊奧)를 진강하였다. 노환 때문에 여러 차례 사직을 청원하면서
왕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서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저술하여 어린
국왕 선조에게 바쳤다.1569년(선조 2)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번번이 환고향
(還故鄕)을 간청해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환향 후 학구(學究)에 전심하였으나, 다음 해 11
월 종가의 시제 때 무리를 해서인지 우환이 악화되었다. 그 달 8일 아침, 평소에 사랑하던
매화분에 물을 주게 하고, 침상을 정돈시킨 후, 일으켜 달라 해 단정히 앉은 자세로 역책
(易簀)하였다. 선조는 3일간 정사를 폐하여 애도하고,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영사를 추증하였다. 장사는 영의정의 예
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나, 산소에는 유계(遺誡)대로 소자연석에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
晩隱眞城李公之墓)’라 새긴 묘비만 세워졌다.5)

3.
교화시의 범주는 유교윤리의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를 통한 교화와 권계의 실천
의지를 담은 한시문학작품으로 풍자시, 사회시, 우언시, 애민시, 우국시, 권학시 등에 산재
되어 있는 교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한시를 대상으로 하였다.6) 성종대 수기(修己)의 학
풍과 중종대 실천적 경세사상의 문풍은 다음 시기의 이황과 이이에 영향을 미쳐서 교화(敎
化) 관풍(觀風)하는 국문시가의 발생을 가능케 했다.7) 퇴계 역시 문학은 그 효용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문이명도(文以明道)에 충실하려 하였다. 문장으로 도를 밝게 드러낸

『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조영 , 의
문, 211쪽.
7) 조영 , 의
문, 203쪽.

린앞 논
린위 논

』,(李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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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그의 문학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성학(聖學)을 완성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
목표여서, 학문에 전념하는 것이 평생의 사업이므로, 그에게 문예활동은 한갓 말기에 지나
지 않는 것이었다.8)
朱子와 현인들을 모범으로 구도
주자(朱子)는 퇴계가 평생 존숭하던 인물로 주자학에 입각한 도의 구현을 조선 사회에
이루어나가고자 퇴계는 평생 동안을 자기수양의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주자 만이 아니라
야은(冶隱) 길재(吉再)의 삶을 높이 기린 내용이 나타난다.
아침에 길을 떠나 낙수를 지나니

朝行過洛水

낙수는 어이하여 그리도 길고 길며

洛水何漫漫

낮에는 쉬면서 오산을 바라보니

午憩望鰲山

오산은 구불구불 울창도 하구나

鰲山鬱盤盤

맑디맑게 흐르는 물 두터운 땅 뚫었고

淸流徹厚坤

깎아지른 절벽은 하늘 높이 솟았으니

峭壁凌高寒

거기에 봉계란 마을이 하나 있어

有村名鳳溪

산과 물 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오

乃在山水間

선생이 그 가운데 숨어서 살았으니

先生晦其中

조정에서 영을 내려 정려를 표하였네

表閭朝命頒

대의가 흔들리지 않음이여

大義不可撓

티끌세상 싫어서라 어이 그리 말하랴

豈曰辭塵寰

천년이라 조대의 풍조여

千載釣臺風

또다시 동한 땅에 울리게 되었구나

再使激東韓

나라를 부지함은 이미 가망 없었으나

扶持已無及

절개를 세움이여 길이 굳고 완전토다

植立永堅完

장부는 큰 절개를 귀하게 여기나니

丈夫貴大節

한평생 그 마음을 아는 이 드물었네

平生知者難

아아 그대 세상 사람들이여

嗟爾世上人

부디 높은 벼슬일랑 사랑하지 말아라

愼勿愛高官9)

봉계(鳳溪)에 숨어 산 야은(冶隱)에 대해 고려 말 환난의 시기를 살며 벼리를 세운 인물
로서 찬양하고 있다. 벼슬의 높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의(大義)와 대절(大節)을 지킨
야은의 충직한 인품을 현세 관리들이 알아야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퇴
』 숙명 박 위논문, 2002, 37쪽.
『退溪先 集』 권
過吉先 閭」

8) 이정화,
계시 연구 ,
여대 사학
9)
生文
1 (1) 「
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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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나무 기이한 바위 푸른 바닷가

老樹奇巖碧海堧

고운이 노닌 자취 모두 연기 되고 말아

孤雲遊跡總成烟

이제 다만 높은 대에 달만이 머물러서

只今唯有高臺月

그 정신 담아내어 내게 전해 주누나

留得精神向我傳10)

퇴계는 최고운이 놀던 합포에 있는 월영대에서 세월이 지나도 남아 있는 바닷가 오래된
나무와 바위를 보며 고운을 생각하고 있다. 세월은 지낫으나 변함없이 뜬 달을 보며 월영
대에 남아 있는 고운의 자취를 상상하며 그의 구도적 정신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
고 있다. 이처럼 퇴계는 주자의 학문을 중심으로 역사적 인물들을 존경하며 교화를 위해
그들의 구도적 삶을 본 받고자한 삶을 살았음을 엿볼 수 있다.
맑디 맑은 술 한잔을 홀로 앉아 들면서
도연명 위응물의 시 한가히 읊는도다
깊은 숲 맑은 시내 그 가운데 거니노라니
훠언한 밝은 마음 즐거움이 그지 없네
옛 성현의 끼친 글은 진실로 맛이 있고
이 내 병이 많다보니 깊은 생각 두려워라
악한 이를 미워함은 그 냄새 끼칠 까봐
착한 이를 경모함에 때 늦을까 저어했네
흐르는 시내소리 밤낮을 쉬지 않고
푸르른 저 멧 빛은 예나 지금 다름 없네
이제 그 무엇으로 나의 마음 위안할꼬
옛 성인 끼친 말씀 나를 속이지 않으리라11)
도연명의 시에 차운해서 쓴 시이다. 술 한 잔을 마시며 도연명의 시를 읊으니 밝은 마음
으로 즐거움이 끝이 없고 그의 글이 감명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자기 자신을 돌
아보며 병이 많은 부족한 인간으로 반성하고 있다. 수기(修己)의 마음으로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 도연명이라는 성현의 말씀을 따라 인위(人爲)를 멀리하며 자연
속에서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리라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도연명의 삶에 대한 동
경은 「화도집음주이십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문학에 있어서도 2330여 수라는 많은
시를 남긴 이황은 수신(修身)과 면학(勉學)과 절의를 강조한 교화시를 써서 후학들에게 마
음을 바르게 하는 존양(存養), 성찰(省察)의 본보기로써 가르침을 주었으며 그의 시와 시조
는 전체적으로 온유돈후(溫柔敦厚)한 성정순화의 교화시를 추구하였다. 이황은 문장을 짓는
데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교화의 역할을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시교(詩敎)를 통한 전인적
심성수양의 문학을 추구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다.12)
10)
11)

『退溪先生文集』 권 1 (2 )「月影臺」
『退溪先生文集』 권 1 (182)「和陶集移居韻 二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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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로(宦路)의 도피와 산수자연에서 구도의 추구
퇴계는 사화 및 당쟁으로 얼룩진 중앙 정계에서는 자신이 갈망하는 유교적 이념을 구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낙향을 통해 처사적 삶을 살며 수양을 쌓아 유교적 이념을 이룩
하고자 하였다.
서쪽으로 온 뒤에 그 무엇을 하였던고
그대로 말없는 채 벼슬에 얽매여서
다만 당 벼슬위해 바쁘기만 하였으니
병든 이 몸 근심키도 겨를이 없어라
꿈결에 나는 혼은 어디러로 달리는고
내 몸을 매만지며 부끄러움 그지 없다
나라를 갚는다손 그 역시 용이하리
어리석은 이 마음을 아예 일찍 버리고선
시골집에 돌아가서 잠자코 있으리라
힘 되도록 밭을 갈아 세금 넉넉 바치고는
맛난 음식 받들어서 어머니 마음 기쁘시게
정성어린 이 마음이 내 분수에 맞으련만
벼슬이 좋다지만 이제는 싫증나고
시골로 되갈 마음 간절도 하던 차에
멀리서 보낸 선물 그 아니 느꺼우랴13)

[

퇴계는 시골에서 온 편지를 받고 고향집이 생각나 자신의 서울에서의 환로의 삶에 대한
후회와 귀전원(歸田園)의 마음을 읊고 있다. ‘어리석은 이 마음을 아예 일찍 버리고선 시골
집에 돌아가서 잠자코 있으리라’는 부분에서는 고향의 산수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더 강렬히 표현되고 있다.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살고 싶은 심정은 ‘벼슬이 좋다지만
이제는 싫증나고 시골로 되갈 마음 간절하다’는 표현에서 더욱 더 정점을 보이고 있다.
또 서울 생활의 티끌 속에서 봄을 보내며 고향의 집을 생각하는 퇴계의 마음은 영욕이란
조금도 없었음을 시로써 형상화하고 있다.14)이황의 교화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위난(危難)의 시대를 살면서도 영욕(榮辱), 빈부(貧富), 귀천(貴賤) 따위를 초월한 학
자로서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음과 학문과 수양을 통힌 교화에 힘써 인욕을 벗어난
지고의 정신세계를 후세에 전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15)
산수자연(山水自然)은 퇴계가 유교적 구도(求道)를 하기 위한 마음 수련의 장으로서 중

린, 위의 논문, 207쪽.
『退溪先生文集』 권 1 (10)「歲季得鄕書書懷」
『退溪先生文集』 권 1 (60)「湖堂曉起用東坡定惠院月夜偶出韻」
린, 앞의 논문, 203쪽.

12) 조영
13)
14)
15) 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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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하였다. 산수자연 속에서 심성(心性)을 닦는 일은 퇴계가 수기치인(修己治人)
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다 할 수 있다.
맑디 맑은 새벽이라 아무런 일이 없어

淸晨無一事

옷깃을 헤친 채 서헌에 앉았더니

披衣坐西軒

어린 종놈 뜨락을 쓸어 내고

家僮掃庭戶

다시금 고요히 사립문을 닫누나

寂寥還掩門

그윽한 섬돌엔 가는 풀이 자라나고

細草生幽砌

꽃다운 동산엔 좋은 수목 흩어졌네

佳樹散芳園

살구꽃은 비 온 뒤에 드물고

杏花雨前稀

복사꽃은 밤사이에 한창이라

桃花夜來繁

향기로운 눈인양 붉은 벚꽃 나부끼고

紅櫻香雪飄

은빛의 바다인양 흰 오얏꽃 굽이치네

縞李銀海飜

고운 새들 스스로 자랑이나 하는 듯

好鳥如自矜

아침의 햇살 아래 무어라 우짖누나

間關哢朝暄

빠른 세월 잠시도 머무르지 않나니

時光忽不留

그윽한 회포는 애달프기 짝이 없어

幽懷悵難言

서울에서 삼 년째 새봄을 맞이하매

三年京洛春

옹색하기 마치도 멍에 맨 나귀같아

局促駒在轅

실없어라 마침내 무슨 이익 있었던가

悠悠竟何益

조석으로 생각하니 나라 은혜 부끄럽네

日夕愧國恩

우리 집은 맑디맑은 낙동강 주변이요

我家淸洛上

희희낙락 즐거운 한가로운 마을이라

煕煕樂閒村

이웃들은 모조리 봄 농사에 나가고

隣里事東作

닭과 개가 집에 남아 울타리를 지킨다오

雞犬護籬垣

고요한 책상머리 서책들은 쌓여 있고

圖書靜几席

봄 안개는 나지막히 강과 들을 감돌리라

烟霞映川原

시냇물에 노니는 건 고기와 새들이요

溪中魚與鳥

소나무 아래에는 학이며 잔나비들

松下鶴與猿

즐거울사 그 산골에 살아가는 사람들

樂哉山中人

나도야 돌아가 술이나 마시련다

言歸謀酒尊16)

퇴계는 서울에서 지낸 세 번의 봄을 구속된 채 보낸 무익한 것으로 보며 국은(國恩)에
다하지 못함을 참회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낙동강가 한가한 촌 마을을 그리며 전원에서의
삶을 동경하면서 산중(山中人)들과의 즐거웠던 삶을 회상하고 있다. 돌아가 술이나 마시겠
다는 부분에서는 퇴계가 동경하는 이상향적인 생활이 어디에 있는가를 느끼게 해준다.
16)

『退溪先生文集』 권 1 「感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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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에서 생장하여 흰 머리로 이제 왔네

生長依山今白首

산에 올라 감개로와 돌아가길 잊었노라

登山感慨久忘歸

내와 구름 머흐리어

烟雲遐邈隔塵世

티끌세상가리워서

흰 구름 푸른 메가 그 경개 그지 없네

繚白縈靑無盡時17)

퇴계는 안동 북쪽에 있는 금학봉에 올라가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 하고 있다. 오랜 시간
이 지나 늙어 흰 머리로 왔으나 산에 오르니 산수자연에 감개무량(感慨無量)하다는 것이
다. 자연의 연운(煙雲)이 속세(俗世)를 가리워 주니 그 경치는 최고라는 회포를 표출하고
있다. 산수자연속에서 자신의 성정(性情)을 순화하려는 퇴계의 교화적 의지를 엿볼 수 있
다. 퇴계의 경물시는 산수자연의 실경(實景)이 최소한의 시의 배경 역할을 하는 것조차 허
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눈으로 산수자연을 보면서, 심안(心眼)을 열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뜻을 밝혀내려한다.18)
우국애민의식 표출
퇴계는 오랫동안 당쟁과 사화로 얼룩진 정치적 현실 하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
들을 걱정하였다. 이에 그들을 위해 이상사회를 구현해나가고자 구도자의 자세로 자신을
성찰하고 주자학적 이념에 의한 교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하였다.
한번 물러나 원이 되었지만 게을함이 부끄러워라

‘

一麾出守愧疎慵

궁한 백성 봄이 오니 나의 걱정 부풀도다

民困當春意自忡

붉은 벼랑 남은 눈을 두루 밟고 달렸다가

去傍紫崖殘雪外

비낀 해 어지러운 메 돌아오며 시 읊었네

歸吟 斜景亂山中

봄바람에 풀 자람을 사람들 부러워하고

陽噓草茁人還羨

자유로운 갈매기는 나와 함께 놀지 않네

天放鷗閒我未同

열 집 작은 고을에 흉년마저 들었으니

十室不堪星在留

거문고 뜯고 노래 부른 들 그 풍속이 변할 건가.

絃歌那得變謠風19)

퇴계는 서울의 환로에서 물러나 시골의 원이 되었지만 흉년으로 어려워하는 백성들의
삶에 자신이 아직도 게으르다고 하고 있다. 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보며 애민 의식을 표출한 것이 된다. 또한 흉년에도 변치 않는 마을 풍속을 표현하고 있
다.
싸늘하고 따사롭기 고르지 못한 탓에

『退溪先 集』 권
앞 논
『退溪先 集』 권

爾來寒煥苦不常

金鶴峰登搴芝山」
買浦倉賑給暮歸馬上」

17)
生文
5 「
18) 이정화,
의
문, 65쪽.
19)
生文
1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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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주리고 몹쓸 병에 백성들은 우지지네

饑荒疫癘民嗷嗷(中略)

근본을 바로 잡음만이 뭇 재앙을 물림이니

豈惟端本弭衆災

평화롭고 직분 알면 그제서야 흡족하리

中和樂職堪濡毫

유리하는 백성이여 제 일터로 돌아가라

流民流民各歸業

이제부터 나라 은택이 그대들을 보호하리라 從今聖澤完爾曹20)
위의 시에서 퇴계는 불순한 날씨에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며 병(病)으로 신음하는 모
습을 겨울날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재앙에 백성의 생활에 대한 근본을 바로 잡아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는 中和와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
러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業으로 돌아가서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예전과 다르게 지
금부터는 성택(聖澤)이 미쳐 완전히 백성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애민적 교화의식을 신념있
게 말하고 있을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퇴계학연구원, 『퇴계시집』,1989.
『退溪先生文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동희, 「이황의 인물과 학문사상」, 도광순 편 『영남학파의 연구』,병암사,1988.
이정화, 『퇴계시 연구』, 숙명여대박사학위논문, 2002, 37쪽.
조영린, 「모재 김안국의 교화시 일고찰」, 『대동한문학』 38,2013.
조영린, 『16세기 사림파의 교화시 연구』, 영남대박사학위논문, 2014.
조영린, 「춘정 변계량의 교화시 일고찰」, 『동아인문학』 37,2016.

20)

『退溪先生文集』 권 1 (133)「冬日甚雨而已大雪喜而有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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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서당>에 담긴 퇴계의 생각

이동식(동대문문화재단)

목

차

1. 들어가며
2. 도산서당의 성립
3. 서당에 담은 염원
4. 결론 : 퇴계의 정치철학

1. 들어가며
한국의 서원 9곳이 2019년 7월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서 한국의 서원들
은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른다는 유교국가 조선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사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국의 서원들은 조선시대 지성의 요람이자 성리학 발전의 중
심지였으며, 각 지역의 교육과 문화, 여론의 구심점이었다. 바른 인성을 키워내고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서원의 교육이념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1)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나라 서원의 대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서원문화를 일으킨 퇴계 이황(李滉, 1501년
~ 1570년)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도산서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서원은 퇴계가
별세한 지 4년 후인 선조 7년에 그의 문인과 유림이 세운 것이고, 원래는 퇴계가 서당을
지어 유생을 가르치며 학덕을 쌓던 도산서당이 있었을 뿐이었다. 여기에 서원으로서의 기
능과 역할을 할 동서재(東西齋), 전교당(典敎堂:보물 210호), 상덕사(尙德祠) 등의 건물을
새로 지어 서원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자 임금 선조로부터 당시의 명필 한
호(韓濩, 호 석봉)가 쓴 도산서원이란 편액을 내려 받음으로서 이후 영남(嶺南) 유학의 본
산이 되었다.
그런데 서원이 만들어진 이후 퇴계를 기리는 일이 주가 되다 보니 퇴계가 애초에 이곳
에 터를 잡고 서당을 열기까지 퇴계가 어떤 생각으로 서당을 열고 그 속에서 무엇을 구현
하려 했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다. 퇴계가 서당을 열기까지 정신
적인 스승인 주희로부터 많은 계발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비교연구도 아쉽다는 지적을 하
지 않을 수 없다.2) 도산 서당을 구성하는 지형과 당우의 이름들에는 두 사람이 자신 지향
1)

천진기 「발간사」『서원』국립전주박물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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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철학과 사상이 담겨있는데 이름을 붙인 과정에 뜻에 두 사람의 철학의 근본적인 차
이가 숨어 있다. 이 점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2. 도산서당의 성립
물러날 곳을 찾아서
퇴계가 출생해서 성장하던 때에 조선에서는 유난히 사화(士禍)가 많았다. 태어나기 3
년 전인 1498년의 무오사화, 4살 때인 1504년의 갑자사화, 19살 때인 1519년의 기묘사화
가 그것이었다. 34살 때인 153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
字)로 벼슬길에 들어선 뒤에도 45살 때인 1545년에는 을사사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그
도 일시 관직이 삭탈되는 일을 겪었다.
또한 선비들이 과거를 통해 관계에 진출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공부하는 자세나 행동에서는 문제가 많았음을 젊을 때부터 느꼈다. 퇴계가 일찍이
성균관에 유학(留學)하였는데, 그때는 기묘사화를 겪은 때이라, 사람들은 모두 도학(道學)을
꺼리고 날마다 실없는 농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습성이 있었다. 그러나 선생만은 홀로 점잖
게 몸을 가져서 동정(動靜)이나 언행이 한결같이 예법을 따랐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선생이 사귀는 이는 오직 하서(河西) 김인후(金麟厚) 한 사람뿐이
었다.3) 당시는 운원형, 이기(李芑)로 대표되는 소윤(少尹)이 득세하면서 많은 선비들을 정
적으로 끊임없이 숙청하였고, 자기 편이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쫓아내는 시대였다.
퇴계가 혼잡하고 정략이 난무하는 중앙정치무대를 떠나서 시골에서 학문에 전념하겠
다는 선택을 구체화한 고비는 46세 때에 장인과 부인 권 씨가 사망한 해로 보여진다. 그는
문상(問喪)을 이유로 고향 안동에 돌아가 토계(兎溪) 개울에 양진암(養眞庵)이라는 작은 집
을 짓고

이때 개울 이름도 퇴계로 고쳐서 자신의 호로 삼았다. 그리고는 1550년에는 그

의 넷째 형인 온계(溫溪) 이해(李瀣)가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유배지로 가는 중에 사망하
는 불행을 겪으면서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지고 구체화되었다.
퇴계는 처음에는 그가 태어난 온계리 남쪽에 있는 영지산(靈芝山) 북편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 하지만 인가가 조밀하고 한적하지 못하여 다시 퇴계의 아래쪽 2~3리 떨어진
동암(東巖) 옆에 양진암(養眞庵)을 지었다. 여기에서 요양 겸 독서를 하다가 죽동(竹洞)으로
옮겨왔으나 죽동은 고을이 좁고 계류가 없어 다시 거처를 계상(溪上)으로 옮겼다가 1550년
(명종 5) 2월에는 퇴계 서쪽에 한서암(寒棲庵)을 지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그 북쪽에 계
상서당(溪上書堂)을 세웠다. 그러나 이곳 또한 이황에게 만족스러운 환경이 되지 못했다.

산서당의 조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고 건축학자 김동욱의 『도산서당 선비
짓다』(2012,돌베개)는 이 문제를 가장 깊이 다룬 단행본이다. 그러나 주희의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잘 다뤄지지 않았다.
3) 퇴계집 > 언행록 1 > 類編. 한국고전번역원.
2) 도

들의 이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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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은 계상이 지나치게 한적하고 마음을 넓히기에 부족하므로 도산 남쪽의 땅을 물색하여
결국에는 지금의 도산 서원 자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서당을 짓기 시작하였다.

도산이란 땅
퇴계가 말년의 거주지로 택한 도산은 어떤 곳이었을까? 이에 대해 퇴계 자신이 쓴 기
록이 남아있다. 바로 〈도산기(陶山記)〉라는 글이다.
영지산(靈芝山)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도산(陶山)이 되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산이 두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산이라 이름하였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옛날 이 산
중에 도조(陶竈:도자기 가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의거하여 도산이라 하였다.” 하였
다. 이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으며 그 골짜기가 넓고 형세가 뛰어나고 치우침이 없이
높이 솟아, 주변의 산봉우리와 계곡들이 모두 이 산에 절하면서 사방으로 둘러 안은 것 같
다.
퇴계는 도산 속에서 자신이 마음을 의탁할 냇물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다. 그곳은 푸른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싸였다는 뜻의 취병(翠屛)이란 줄기 속에 흐르는
작은 냇물이었다. 퇴계는 새로 본 땅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여기에는 작은 골짜기가 있고,
앞으로는 강과 들이 내려다보인다. 그 모습이 그윽하고 아득하며 멀리 트이었으며 바위 기
슭은 초목이 빽빽하고도 또렷한데다가 돌우물은 달고 차서 은둔할 곳으로 적합하였다. 그
기쁨을
시로 표현했다.
계상서당에 비바람 부니 침상조차 가려주지 못하여
거처 옮기려고 빼어난 곳 찾아 숲과 언덕을 누볐네
어찌 알았으랴 백년토록 마음 두고 학문을 닦을 땅이
바로 평소에 나무하고 고기 낚던 곳 옆에 있을 줄이야

4)

風雨溪堂不庇床 卜遷求勝徧林岡
無知百歲藏修地 只在平生采釣傍
.... 도산잡영1 서당을 고쳐 지을 땅을 도산 남쪽에서 열다
改卜書堂得地於陶山南洞
그리해서 이 개울 옆에 자신이 영원히 머물 공간을 정한다

4)

『도산잡영』이황 지음 이장우 장세후 역 20쪽. 을유문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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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락
퇴계가 땅을 구한 것은 57세가 되던 1557년. 이듬해 터를 닦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집을 짓는 일은 동네 스님이 맡아주었다. 5년 만에 두 채의 집을 마련했다. 서당 건물은
동편의 마루 1칸과 중앙의 방 1칸, 서편에는 부엌이 딸린 아주 작은 골방. 이렇게 조촐했
다. 가운데 방에 거주하면서 동쪽 방에서 공부를 하고 서쪽 방에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했
다. 이런 건물의 설계도 물론 퇴계가 직접 한 것으로서 그의 성품 그대로이다. 이렇게 작
은 집을 짓고 각각의 방에 이름을 붙인다;
5년 만에 당사(堂舍) 두 채가 되어 겨우 거처할 만하였다. 당사는 3칸인데, 중간 한
칸은 완락재(玩樂齋)라 하였으니, 이는 주선생(朱先生)의 〈명당실기(名堂室記)〉에, “즐기며
완상하니, 족히 여기서 평생토록 지내도 싫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동쪽
한 칸은 암서헌(岩棲軒)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주자 운곡(雲谷)의, “학문에 대한 자신을 오
래도록 가지지 못했으니 바위에 깃들여[巖棲] 작은 효험이라도 바란다.”는 시의 내용을 따
온 것이다. 그리고 합해서 도산서당(陶山書堂)이라고 현판을 달았다.5)
이 완락재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주희가 쓴 <명당실기>라는 글

에서 이름을 따서 썼다는 말만을 인용하고 있다. <명당실기>라는 글은 무슨 글일까?

명

당실기는 명당(明堂)을 설명한 기록이 아니라 집과 방(堂室)에 이름을 붙인(名), 즉 명(名)
당실(堂室)한 사연을 적은 글이다.
퇴계는 자신이 거주할 가운데 방을 완락재라고 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는 주희가 말
한 ”즐기며 완상하니, 족히 여기서 평생토록 지내도 싫지 않겠다(樂而玩之，固足以終吾身
而不厭)“라는 문장에서 취했다고 밝힌다.

곧 여기서 보고 즐기며 살아가는데, 평생을 여기

서 보내도 질리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즐길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퇴계의 설명만으로는 퇴계의 정
신적 스승인 주희(주자)가 무슨 뜻에서 이 말을 했기에 퇴계도 이를 평생 즐길 만 하다고
했는지가 충분치가 않은 것 같다. 그 뜻을 명확하게 알려면 <명당실기(名堂室記)>라는 주
희의 글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3. 서당에 담은 염원
스승의 가르침
<명당실기>를 보면 주희가 어떻게 자신의 서당에 집과 방(堂室)의 이름을 새로 붙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학문을 어떻게 추구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

록』에 인용된 「도산기」에 대한 고전번역원의 번역을 따랐다.

5) 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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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의 선조는 대대로 중국 송나라 때 안휘성(安徽省)의 휘주 무원(徽州 婺源)의 호족
으로 아버지 주송(朱松)은 관직에 있다가 당시의 재상(宰相) 진회(秦檜)와의 의견충돌로 퇴
직하고 복건성 우계(尤溪)에 옮겨 살았다. 주희는 1130년에 이곳에서 태어나 14세 때 아버
지를 여의였다. 주희는 성장하면서 14살에 돌아가신 부친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선군자(先君子)께서 옛날에 무원(婺源)에 사셨기에 어려서 고을 향교에서 공부하면서
가서 놀며 즐기셨다. 민중(閩中)으로 온 이후로도 마음속으로 잊지 못하셨고, 일찍이 ‘자양
서당(紫陽書堂)’이라는 인장(印章)을 새겨 쓰셨으니, 대개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루도
잊지 않으시려는 뜻이었다. 그러나 끝내 돌아가지 못하셨고, 임종하실 때에 비로소 아들인
나에게 담계(潭溪) 가에 가서 살라고 명하셨다. 주희 <명당실기>6)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주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자우(劉子羽)라는 부친의
친구에게

맡겨졌는데, 유자우는 주희를 위해 자양루(紫陽樓)라는 집을 새로 만들고 주희

와 모친이 거기서 살도록 했다. 자양이란 이름에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한 아버지의 마
음이 담겨 있다. 주희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양이란 글귀를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놓고 아
버지의 뜻을 생각했다고 한다. 또 자신을 키워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생각했다. 주희는
이곳에서 공부를 해서 큰 학자가 되었고 서당을 열어 학문을 제자들과 함께 연마했다.
주희는 자양서당을 만들고 거기에 두 개의 곁방을 만들어 이름을 붙인다.
나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닦으며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지를 못해서 엎어지고 쓰러졌
다. 이에 이제서야 그것을 서당의 이름으로 삼아 여러 선생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임
을 보여주겠다. 또한 내가 회(晦)한다는 것에 뜻을 세우고 이후부터는 이렇게 일을 해 나
가려고 한다. 서당의 양쪽에 곁방이 있는데 한가한 날엔 잠자코 앉아 책을 읽는다. 왼쪽은
경재(敬齋)라 하고 오른쪽은 의재(義齋)라 한다. <명당실기>

경(敬)과 의(義)
그리고는 서당의 양 옆 방을 그렇게 정한 이유를 설명한다;
대체로 나는 일찍이 주역(周易)을 읽고 두 마디 말을 얻었으니 "경(敬)으로써 안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義)로써 밖으로 몸을 바르게 한다(敬以直內, 義以方外)"는 것이다.
이를 학문하는 요점으로 삼은 것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서였다.<명당
실기>
6) 번역은 다음

글을 따랐다: 죽계지 권2 존현록 ‘당실(堂室) 이름을 붙일 때 기문<名堂室記>’ 주

熹) 고전번역원

희(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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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역(周易)』곤괘(坤卦)에 보면 "군자는 경으로 안을 바르게 하고 의로써 밖을 똑
바로 한다(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라고 하였다. 주희에게 이 문장이 큰 깨달음으로 다가
온 것이다7). 중용과 대학을 읽으며 경(敬)과 의(義)라는 두 글자를 생활의 근본지침으로 삼
고 세상과 사람의 이치에 대한 공부를 더욱 천착을 한 뒤에 마침내 모든 이치가 하나로
관통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

8)

다만 그 마음이나 힘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지 못했다. 《중용》을 읽게 되었을 때 그
말하는 바가 도를 닦으라는 가르침이란 것을 알게 되어 모든 일에 반드시 경계하여 삼가
고, 놀라고 두려워함으로 시작하였다. 그런 다음에 경(敬)을 지켜나가는 근본을 얻게 되었
다.
또 《대학(大學)》에서 명덕(明德)의 순서를 논하는 것을 보고나서 격물(格物)과 치지(致
知)의 실마리를 알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이른바 의(義)를 밝히는 실마리를 알게 되었다.
이 두 가지 격물과 치지의 작용으로 한번 움직이고 한 번 멈추며 그 둘이 서로 작용하는
것으로 주돈이가 말한 태극(太極)의 이론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서 천하의
이치(理致)인 ‘幽明鉅細、遠近淺深', 즉 어둠과 밝음, 가늘고 큰 것, 멀고 가까움, 깊음과 얕
은 것이 모두 하나로 통함을 알게 되었다. <명당실기>
주희가 말한 천하의 이치가 모두 하나로 통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돈이가 처
음 태극도설을 설명하면서 유학에서 생각하는 세계관이 크게 정리되었다는 뜻이다. 주돈이
는

성리학(性理學)의 기본이 되는 태극(太極)과, 음양(陰陽) 오행(五行)이 만물 속에서 생

성발전되는 과정을 도해한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저술했다. 이 학설은 ‘이기이원론(理氣二
元論)을 제창한 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 형제와, 주희(朱熹·1130~1200)에게 이어져
마침내 성리학의 틀이 완성되는 것이다.
주희는 ‘하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실은 그것은 조화(造化)
의 근본이요, 만물의 뿌리이다’라고 하였다.9) 대개 이(理)는 비록 형상은 없지만, 그 지극

○ 주자가 말하기를, “경(敬)이 섬으로써 마음이 스스로 바르게 되고, 의(義)가 나타남으로써
바깥이 스스로 반듯하게 된다. 만일 경으로 내면을 곧게 하려고 하고, 의로써 바깥을 반듯하게
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김장생 『사계전서』 제18권 > 근사록석의 >학문하
는 대요(大要)에 대한 총론(總論)
8) 퇴계와 동시대의 인물인 남명 조식도 이 주희가 명당실기에서 밝힌 경(敬)과 의(義) 라는 두
글자의 뜻을 높이 받들어, 그의 대명사처럼 된 ‘칼 찬 선비’의 칼 이름을 ‘경의검(敬義劍)’이라
고 하였다. 사람들은 유학자가 왠 칼을 차고 다니느냐고 하였지만 그 칼 이름 속에 남명은 주
희가 내세운 학문의 근본 키워드를 담아서 스스로 마음을 다져나갔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칼
에다 내명자경(內明者敬) 외단자의(外斷者義)라는 글을 새겨두었다. 안으로 나를 밝히는 것이
경(敬)이고, 밖으로 일을 판단하는 것이 의(義)라는 뜻으로 안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바로 보고
밖으로는 사물의 시비선악에 따라 행동을 단호히 결단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 수 있겠다.
9) 퇴계의 제자인 이덕형이 스승으로부터 들은 말이라고 기록해놓았다. 퇴계집/언행록1 /유편(類
編)/교육. 한국고전번역원
7)

- 44 -

히 빈 가운데 지극히 참된 본체(本體)가 있다는 것이다. 주희는 이렇게 천하의 이치가 하
나로 통한다는 것을 안 연후에 비로소 그것을 즐기고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즐거움은 평생 싫어하거나 지겨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자연히 세상의
것들에 대해 부러워할 여가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즐기고 즐거워하는 것을 내 몸이 다하더라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
느 겨를에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겠는가?<명당실기>
이처럼

주희가 말한 완락이라는 개념은 주역과 중용과 대학을 다 읽고 나서, 즉 세상

의 이치에 대해 깊이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이 세상의 이치가 하나로 통함을 깨달은 후에,
그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그 즐거움은 평생 가도 없어지지 않을 즐거움이란 것을 밝
힌 것이다. 주희는 이런 즐거움을 알게 되었기에 그것을 가르쳐 준 경(敬)과 의(義) 두 글
자를 취해 집 이름으로 한 것이고 그 과정을 밝혀서 후세에 전한 것이 곧 명당실기이다.
그러므로 <명당실기>는 단순히 집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말해주는데 머무르지 않
고 이학(理學)의 방법까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글이다. 퇴계가 주희의 경재 의재라는
두 곁방의 이름을 붙인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읽었을 것이고 그러기에 도산에 터를 잡고
자신의 공부를 하면서 두 곁방을 만들고 그 이름의 하나하나를 주희의 글에서 따온 것이
라고 하겠다. 퇴계가 한 줄로 이 완락(玩樂)이란 개념이 명당실기에서 왔다고만 했지만 실
은 그 속에는 이렇게 성리학을 연마하는 근본 첩경(捷徑)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우리는 퇴계가 도산에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가 경치가 좋아서 완락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이곳이 평생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며 사는, 그리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과
정이 너무나 즐겁다는 뜻이 들어가 있음을 이로써 알게 된다. 퇴계는 <도산기 병서>에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설명해놓았다.
「완락재」 - 주자(朱子)의 「명당실기」에 ‘경(敬)을 가지고 의(義)를 밝히며 동정(動靜)을
되풀이하는 공효(功效)를 주자(周子)의 태극론(太極論)에 부합시키고 이로써 좋아하고 즐거
워하여 그 밖의 것을 그리는 일을 잊을 만하다.’고 하였다. 이제 이로써 재의 이름을 붙이
고 날로 경계(警戒)하는 마음을 더한다.
지경(持敬) 공부에 반드시 집의(集義) 공효가 있어야 하니,
잊지도 말며 돕지도 말아 점차로 융통하여야 한다.
염계(濂溪)의 태극(太極)의 묘리(妙理)에 이를진댄,
천년을 두고도 이 즐거움이 같음을 비로소 알 것이다.

10)

바위에 깃들어
10) 玩樂齋 - 朱⼦名堂室記, 以持敬明義, 動靜循環之功, 爲合乎周⼦太極之論, ⾜以玩樂⽽忘外慕.
今以名齋⽽⽇加警焉. 主敬還須集義功, ⾮忘⾮助漸融通. 恰臻太極濂溪妙, 始信千年此樂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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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나아가서 주희가 말한 완락, 즉 즐기는 것과 함께 자신이 지켜나갈 생활자세를
보여주는 다른 키워드를 제시했으니 그것이 바로 巖棲(암서)이다. 완락재 옆의 마루방, 제
자들과 토론을 하는 방 이름을 암서헌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퇴계가 설명한 원문
과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다.
“東一間曰巖棲軒, 取雲谷詩, 自信久未能, 巖棲冀微效之語也”.... 「陶山記」
동쪽 한 칸은 암서헌(岩棲軒)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주자 운곡(雲谷)의, ‘학문에 대한 자신
을 오래도록 가지지 못했으니 바위에 깃들여(巖棲) 작은 효험이라도 바란다.’는 시의 내용
을 따온 것이다..... 「도산기」 고전번역원11)
여기서 보이는 암서라는 말, 그것을 번역한 ‘바위에 깃들여’라는 설명이 곧바로 들어오
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희의 호로 쓰이는 회(晦)라는 글자를 들여다보
아야 한다.
주희는 회(晦)라는 글자로 자신의 호를 삼고 있다. 주희가 14세에 부친을 잃은 후 아버
지처럼 보살펴준 병산(屛山) 유자휘(劉子翬)로부터 처음 받은 자(字)는 원회(元晦)였다. 晦
(회)라는 글자는 숨어들다 감추다, 잠기다의 뜻인데 유병산은 주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도덕을 쌓은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 자(字)를 제자이자 양아들인 주희에게 주었
다.

유병산은 晦라는 글자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풀어서

나무가 뿌리 속으로 숨어 잠겨 있으면 봄에 무성하게 꽃이 피고
사람도 자신의 몸 안에 숨어 잠기어야 정신이 맑고 넉넉해진다

12)

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좋은 글자의 뜻을 평생 지키고 살아갈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것이 조금 커서는 중회(仲晦)라는 자로 바뀐다. 나중에 자신의 호도 회암(晦庵), 회
옹(晦翁)이었다. 그러므로 이 회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속 뜻, 혹은 그 글자가 내포하는 바
는 곧 주희가 지향하는 바였고 그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이자 방편이었다고 하겠다.
암서헌에 대한 퇴계의 구절은 주희가 쓴 <운곡26영(雲谷二十六咏)>이라는 5언 연시집
에 나온다. 운곡(雲谷)은 복건성 건녕부 건양현(福建 建寧府 建陽縣) 현성 서북쪽에 있는
여산(廬山)의 정상부근이다.13) 여기에 주희는 초당(草堂)을 짓고 여기서 학문을 연마하고

『

록』

된 산 」
산 廬山 강 江西省 강현 九江縣 남
산 명하다. 경치가
아름답고 그 남쪽에 아홉 줄기의 폭포가 있다 한다. 송나라 때 주희가 남강군(南康軍)의 수
(守)가 되어서 직접 학규(學規)를 만들어 이곳에서 강학(講學)하였다.『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
紀要)』 백록동서원이 이곳에 있었다. 주희가 운곡이 있는 곳이라고 한 여산은 이곳이 아니고
복건성 건양현에 있는 산이다. 雲谷，在建陽縣西北七十里，廬山之巔(전)，處地最高....주희 운

11)
해동
에 인용 「도 기 에 대한 고전번역원의 번역이다.
12) ⽊晦於根 春容曄敷(목회어근 춘용엽부) ⼈晦於⾝ 神明內腴(인회어신 신명내유)
13) 일반적으로 여 (
)은
서성(
) 구
(
)
쪽에 있는
이 유

- 46 -

강의도 했는데 이 초당이 곧 자신의 호가 들어간 회암(晦庵)이다.14) 시는 운곡의 경치를
보며 지은 26개의 시로 구성됐는데 14번째로 이 초당인 회암에 대해 짧은 4줄짜리 5언시
로 감회를 표현하고 있다;
憶昔屏山翁，示我一言教。
自信久未能，岩棲冀微效
앞의 두 줄은 “옛날 병산 옹을 생각해보니 나에게 한마디 가르쳐보여주신 게 있는데”
라는 뜻이라면 뒤 구절 自信久未能의 해석이 관건이다. 기존 번역들을 보면 ‘학문에 대한
자신을 오래도록 가지지 못했더니 바위에 깃들여(巖棲) 조그만 효험이라도 바란다’라는 고
전번역원의 번역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김태환은 도산기의 해제에서

‘스스로 미덥기가

세간(世間)에 오래 머무를 만큼은 아니매, 산속에 파묻혀 살아 작은 보람이나마 얻고자 바
란다’라고 다소 길게 풀이하고 있다15).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을 생각하면 주희가 생각한 뜻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된다. 즉
이 시의 제목은 회암(晦庵)이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자신의 스승인 유병산을 언급하고
있다. 시를 쓴 상황을 유추하면 주희가 자신이 만든 초당인 회암이 있는 운곡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경치를 술회한 것이고, 그러다가 회암에 대해서는 스승인 유병산을 생각하게
되었고, 스승이 가르쳐준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결의를 담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승이 가르쳐준 것은 회(晦)라는 글자를 통해 제시한 대로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깊게 침잠해서 도덕과 학문이 안으로 완성되어 빛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국 이 구절은 스승이 가르쳐주신 가르침, 그것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아직 능히 성취가 없으니 차라리 이 높은 산꼭대기 바위에 깃들여 있으면 조
금이라도 효험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에 대한 겸손한 반성 겸 새로운 다짐이라
고 풀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게 본다면 퇴계가 주희의 이 귀절을 빌려 온 것은 주희가 “오랫동안 세상에 나와
있으면서도 스승이 가르쳐주신 대로 학문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으니 이제 더 험한 자연환
경에 기대어서라도 회(晦)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더 터득하고 싶다”는 뜻을 살려 퇴계도
이곳에서 주희처럼 세상의 어지러움을 떠나서 조용한 환경 속에서 학문의 본질에 더 가까
이 가고 싶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퇴계는 이 도산서당이 자리
잡는 자연환경을 단순히 보고 즐기는 선에 머물지 않고 이곳에서 진정으로 도를 연마하고
학문을 성취할 수 있다는 염원을 담아 두 방의 이름을 지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심정이 <도산기>병서의 7언 절귀 18수 중 암서헌을 묘사한 부분에 잘 드
러나 있다. 사람들이 앞부분에 싯귀를 인용했다는 것만을 즐겨 인용하고 뒷부분의 설명을

곡기
雲谷書院是宋代遗迹，也称雲谷“晦庵草堂”，位于建陽市莒口鎭東山村雲谷山庐峰之巅。由理学家
朱熹亲手修建，用于授道讲学之所。Baidu百科，
15) 김태환 <도산기> 해제 『와유록(臥遊錄 解題) 』200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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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퇴계는 이렇게 풀었다;
암서헌
증자(曾子)는 안연(顔淵)의 있는 듯 하면서도 없고 찬 듯 하면서도 빈 풍모를 칭송하였다.
병산(屛山) 유자휘(劉子翬)는 회암(晦庵)이라는 글자를 적어 내리며 이로써 축원하였다. 회
암의 시에 ‘自信久未能, 巖棲冀微效’이라고 했으니, 이것으로 집(軒)에 이름을 붙이고 스스
로 힘쓴다.

16)

결국 ‘학문에 대한 자신을 오래도록 가지지 못했더니 바위에 깃들여(巖棲) 조그만 효험이라
도 바란다’라는 고전번역원의 번역이 있고,

금장태는 ‘오랫동안 자신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에 바위에 깃들여 약간 효과 바라노라’라고 번역을 했는데.17) 이 금장태의 번역이
더 본뜻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다. 여기에 퇴계의 속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볼 것은 완락재와 암서현 두 방의 이름을 따온 주희의 글이 다르다
는 것이다. 완락재는 명당실기에서 따 왔고 암서현은 운곡이란 시편에서 따왔다. 명당실기
는 주희가 처음 자양서원에 있을 때에 쓴 글이고 운곡은 나중에 여산 꼭대기에 초당을 짓
고 쓴 글이다. 이 두 건물의 처해있는 환경은 자양서원은 평지이고 여산은 산꼭대기이다.
그리고 주희가 스승이 가르쳐준 회(晦)라는 경지를 더 연마하려고 한 곳은 산꼭대기이다.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도산서당을 다시 보자.

도산서당의 완공
이렇게 퇴계가 두 방의 이름을 완락과 암서로 지은 후에 비로소 이 둘을 합해서 이 건
물에 도산서당이란 현판을 걸었다. 이로써 서당의 최소기준이 마련되었다. 곧 교무실(연구
실)과 교실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기숙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은 것이
8칸으로 된 집이다. 여기에도 각각 이름을 붙였다,
당사(舍)는 무릇 여덟 칸이니, 시습재(時習齋)ㆍ지숙료(止宿寮)ㆍ관란헌(觀瀾軒)이라고
하였고, 모두 합해서 농운정사(隴雲精舍)라고 현판을 달았다.
농운정사(隴雲精舍)는 제자(弟子)들이 기숙(寄宿)하면서 공부(工夫)하는 집이다. ‘농운
(隴雲)’은 고개 위에 걸려있는 구름이고 ‘정사(精舍)’는 정신을 수양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집을 뜻한다. 정사는 공(工)자 모양의 평면(平面)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공(工)
이란 글자모양은 물론 공부(工夫)를 의미한다.
제자들이 공부하는 마루는 시습재(時習齋)라 하고 쉬는 마루는 관란헌(觀瀾軒)이라 하
16)
17)

<도산기>병서
금장태 『퇴계의 삶과 철학』20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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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시습재(時習齋)의 시습이란 말은 《논어》의 첫 머리 학이(學而)편에 나오는 <學而時習
之 不亦悅乎>에서 따온 것이다.
공부하다가 쉬는 마루의 이름 관란헌(觀瀾軒)은 《맹자》에 나오는 글귀이다. 《맹자》〈진
심 상〉에 “觀水有術 必觀其瀾”이란 글에서 따온 것으로 ‘물을 보는데도 법이 있으니 반드
시 물결치는 이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며 ‘觀瀾’이란 수중의 큰 물결을 잘 관찰한다는
뜻이다.
지숙(止宿)이란 어떠한 곳에 머물러 잠을 잔다는 뜻인데 《논어》에 그 유래가 되는 이
야기가 있고 길 잃은 학생들은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이란 뜻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서당을 완성했는데 건물의 향을 보면 서당 건물은 정남향으로 해서, 선생과 제
자들이 만나서 가르기 가르침을 받을 때에 필요한 예의를 차리고 행하는데 맞게끔 하려는
것이고 시습재를 정서향(正西向)으로 한 것은 정원이랄까 밭을 마주보며 그윽한 운치(韻致)
를 즐기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한다.
서당 건물 동쪽 구석에는 정사각형으로 조그만 못을 파고, 거기에 연(蓮)을 심어 정
우당(淨友塘)이라 하였다. 깨끗한 친구인 연꽃이 있는 못이란 뜻이다. 깨끗한 친구라는 뜻
의

정우(淨友)는

연꽃을

형용하는

말로서,

잘

알다시피

북송

때에

주돈이(周敦

頤·1017~1073)가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을 군자로 묘사한 이후 연꽃의 대명사가 되었
다. 이어서 크고 작은 자연의 소품들을 다 갖추었다,

4. 결론 : 퇴계의 정치철학
자연을 끌어안다
퇴계가 만든 도산서당에는 작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당이 있고 마당 한쪽에는 수줍은
듯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이 있었다. 연못 옆 개울 건너에는 작은 화단이 있어서 매화와 소
나무와 대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 2월이 되면 매화는 진한 향기를 피우며 작고 소담스런
꽃을 피우고, 바람 부는 여름에는 소나무의 흔들거리는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른거리고, 가
을밤 하늘에서는 대나무 잎 사이로 맑은 달이 지나갔다.

18)

퇴계가 도산서당을 세운 전말을 기록한 <도산기>라는 글을 통해 퇴계는 자신의 자연관
(自然觀), 특히 자연미(自然美)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적어놓았다. <도산기>에는 조선시
대 유가 미학사상의 정수라고 할 만한 것들이 들어있다. 주목할 점은 퇴계가 물이 흐르는
자연 속에 살면서 ‘도의(道義)를 기뻐하고 심성(心性)을 기른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요
컨대 인간의 심성의 완성에 산수(山水)의 자연미가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가 또 말하기를 “옛사람은 즐거움을 마음에서 얻었지 마음 밖의 사물(事物)에
기대어 얻지 않았다. 안연(顔淵)의 ‘너저분하고 더러운 거리’(陋巷)와 원헌(原憲)의 ‘깨어진

욱 『도산서당』

18) 김동

~

배게.2012.

205 206쪽.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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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의 아가리로 만든 바라지’(甕牖)로 말하면 어디에 산수(山水)가 있는가? 그러므로 무
릇 마음 밖의 사물에 기대고 나서야 얻는 즐거움은 모두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했
다. 나는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안연과 원헌이 몸을 붙이고 산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제 몸에 알맞아 좋이 지낼 수 있음을 높이 여긴 것일 뿐이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도산
의) 이 경(境)을 만나면 그 즐거움을 삼음이 어찌 우리보다 깊지 않겠는가?
퇴계는 완락재를 공부방으로 삼아서 성리학적 이치를 담고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생
활하였다. 이 가운데 고서 천 여 권을 좌우 서가에 나누어 꽂았으며, 화분 한 개, 책상 한
개, 연갑 하나, 안석 하나, 지팡이 하나, 침구, 돗자리, 향로 혼천의를 두었다. 남쪽 벽 윗
면에는 가로로 시렁을 걸어 옷상자와 서류 넣는 상자를 두고 이외에 다른 물건은 없었다.
서가에 둔 서첨(書籤)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어지럽지 않았으며, 매년 7월이면 책을 볕에
말렸는데 계상에 소장한 책과 번갈아 교대하여 왕래하였으므로 시기가 다소 많이 걸리거나
짧아지기도 하였다. 일찍이 난수로 하여금 두 곳을 출입하게 하여 책의 목록대장을 정리하
여 보니 모두 합하여 천 칠백여 권이었다19).
퇴계는 도산서당에서 10년을 지내면서 조선 성리학의 학문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별
처럼 빛나는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겨우 3칸이라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10년의 세월을 지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사당을 둘러싼 주변의 물리적, 인문적 환경 덕분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러나는 길
퇴계가 관직을 시작할 즈음 잇달아 터진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는 정치적인 방식만으로
는 시대의 전환을 이루기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케 한 사건이었다. 퇴계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큰 정치 문제는 '물러나는 길을 뚫는 것'(퇴로의 개척)으로 보았다. 이 점이 그의 정
치적 행동의 한 핵심이다. 퇴계는 먼젓번 정변(기묘사화)에서 조광조 등 혁신파 정치인들이
몰살당한 근본적 이유는 "물러나고자 하여도 퇴로가 봉쇄된 조선의 정치 구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오늘날은 신하가 벼슬을 버리고 물러날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혹
시 물러나기를 청하는 이가 있으면 허락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드시 뭇 사람들의 분노와
시기를 사게 되어 갖은 핍박을 받고 다시는 물러나 피하지 못하고 그들과 한데 휩쓸리고
맙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비가 한 번 조정에 서게 되면, 모두 낚시에 걸린 고기꼴이 되는
것입니다.”20)
퇴계는 당시 끊임없이 연속되는 정치적 참화 즉 사화(士禍)의 근본 원인이 나아가는

『惺齋先生文集』, 「陶山書堂營建記事」(1996) 韓國歷代文集叢書: v.1732, 景仁文化社
두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59쪽

19)
20)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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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만 있고 물러나는 길이 없는 데 있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과제를 이 구조
를 해소하고 퇴로를 뚫는 데 있다고 자임하였고 또 이것을 실천으로 옮겼다고 보아야 한
다.
그가 물러남을 뜻하는 퇴(退)자로서 이름을 삼은 까닭도 이것이다. 퇴로의 개척을 통해 당
대 가장 큰 정치적 문제였던 연속된 사화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물러
나려는 데도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지는 사태, 이 '역설적 힘'이야말로 유교가 꿈꾼
덕치(德治)의 동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퇴계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더욱 깊숙이는 '유교의 정치적
이상'을 성취한 사람이다. 퇴계가 개척한 '퇴로'는 정치적 현장으로부터 은퇴하는 길이 아
니라, 정치영역을 확장하는 건설의 길이었으며, 이 길을 뚫음으로서 그의 정치적 비전을
당대 조선에 실현했던 것이다.

21)

우리가 도산서원에 가면 도산서당의 옛 자취를 꼭 봐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퇴계
가 왜 도산서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어떤 뜻을 이루려 했던가를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학자라는 수식어에 가려지고 도산서원이라는 추모공간의 위용에 분칠된 퇴계 이황
의 인간적인 본 모습과 체취, 그리고 시대를 넘는 그의 철학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현
장이기 때문이다. 끝

21)

배병삼 "율곡보다 퇴계가 성공한 '혁신적 정치가"다!" 프레시안.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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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야담> 재난담을 통해 보는 재난인식과 인간존중 정신 – 토론문

장영창(나사렛대학교)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통해 재난의 인식과 양상을 살피고, 인간존중의 정신을 찾고자
하는 권혁래 선생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역병, 수재, 한재, 이상징후의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
보았고, 재난을 대처하는 가운데 인간존중의 정신을 찾고자 하는 연구는 시의 적절한 연구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1. 의미 차원의 연구
인류 역사의 일부는 재난의 역사이다. 인류는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 다양한 유형의 재
난을

자료에 기록하는 한편, 그에 대한 기억과 인식을 토대로 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거나 재구성해 내고, 재난이 남긴 흔적과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난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서 ‘재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재난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를 찾으려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2. 기억과 기록 차원의 연구
재난에 대한 인간의 기억과 기록에 바탕을 둔 재난의 역사, 재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서사화 양상, 재난에 의한 충격과 심성의 변화, 이로 인한 트라우마
와 치유 등의 연구가 기대된다.
3. 소재 차원의 연구
재난은 크게 보아 홍수, 가뭄, 방화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홍수와 방화는 일순
간에 물적, 인명적 피해를 많이 양산하여 재난이 가진 파괴적 위험성이 크다. 가뭄은 장시
간에 걸쳐 발생하기에 재난의 발생과 이것에 대처하는 모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방화와 관련된 작품은 현진건의 ｢불｣(1925), 나도향의 ｢벙어리 삼룡이｣(1925), 최서해의
｢홍염｣(1927), 김동인의 ｢광염소나타｣(1930) 등이 있다.
홍수와 관련된 작품은

최서해의 ｢큰물진 뒤｣(1925), 이기영의 ｢홍수｣(1930), 박화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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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전후｣(1934), 박노갑의 ｢홍수｣(1934)와 ｢둑이 터지던 날｣(1936) 등이 있다.
4. 한국인의 의식 차원에 관한 연구
옛날 한국인의 인식 속이나 설화에서는 자연재난이 ‘신성한 힘의 작용’으로 존재한다.
공생은 자연 질서에의 순응과, 갱신은 자연 질서에의 저항과 관련이 있다.
즉 자연재난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인간은 그 자연재난의 발생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 질
서에 순응함으로써 인간 및 자연세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조정하여 인간 문명 및 세계를 유
지하려고 한다든지, 자연재난 후 인간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자세, 즉 갱신의
자세를 취하려는 경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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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시대에 공동체의 운명과 문화철학의 과업」을 읽고

이병욱(고려대)

김연재 선생님의 발표문은 문화철학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1. 우선 발표문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장 문화의 성격과 문화철학의 시계(視界)
〇 문화철학은 광활한 문화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재와 삶 전반의 문제를 다룬다.
〇 문화철학은 철학의 측면에서 각종의 문화들의 현상을 종합하고 이해하여 하나의 통일
적 문화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〇 문화철학은 인간의 의식의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접근하는 방법론이다.
3장 문화철학과 그 지속가능한 세계
태괘(泰卦), 비괘(否卦), 관괘(觀卦)를 설명하고 있다. ‘태괘’는 동태적이고 순환적인 교류의
구조를 상징하는 것이다. ‘비괘’는 정태적이고 단힌 구조를 상징하는 것이다. ‘관괘’를 통해
서 주체가 외부의 세계를 관찰하고, 자신도 반성하고 이를 남에게 귀감이 되며, 더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방법까지도 통찰할 수 있다.
4장 문화공동체와 그 다원주의적 경계
〇 문화철학은 문화의 다원주의와 문명의 보편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〇 문화철학의 통찰적 시선은 인간사회가 자기조정 능력을 갖춘 자율적 체계에 초점을 맞
추어 지속가능한 사회이념을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이다.
2. 논평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① 이 발표문에서 문화철학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문화철학
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② 발표문 3장에서 관괘(觀卦)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문에서 ‘관괘’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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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장, 3장, 4장의 유기적 관련성이 명료하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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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의 교화시 일고찰’에 대한 토론문

유형동(전남대)

0. 고남식 선생님의 발표는 재도적 문학관을 지니고 있었던 사림의 문학 경향을 교화시라
는 점에서 집약하고 퇴계의 시에 나타나는 교화적 성격을 검토한 것입니다. 좋은 논문을
읽고 공부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공부한 바가 없어 적적한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며 든 궁금증
을 여쭈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교화시의 개념
우선 궁금한 것은 교화시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교화시는 교화를 위한 시라고
범박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좁혀서 살피자면,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는
시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諷刺詩, 社會詩, 寓言詩, 愛民詩, 憂國
詩, 勸學詩 등에 散在되어 있는 敎化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교화시라고 지칭할 수 있다
는 것인데, 16세기 이후 도학을 중요한 이념으로 삼은 시가 모두 교화시라는 관점으로 포
괄될 수 있는 것 아닐지요. 작품의 목적을 중심으로 유형 혹은 갈래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
한 것인지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교화의 내용에 대해서
교화는 아랫사람을 향해 가르쳐 변화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교화시 내용에서는 실질적
인 가르침의 내용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계가 구도를 추구했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때 道라고 하는 것이 유교에서 중요하
게 여기는 가치나 이념이라고 한다면, 仁, 義, 禮. 孝, 弟, 忠, 信 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
다. 제시된 시를 이런 측면에서 논한다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3. 구도의 시를 교화시로 볼 수 있을까
교화를 넓은 범주로 이해할 때 스스로의 인격수양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도덕적으로 교화하기 위한 교육의 도구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
한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분석하고 계신 퇴계의 시를 교화시라는 관점에
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4. 문학의 목적화에 대한 이해
교화시는 詞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훈구의 문학관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림의 문학적 성
취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화시가 개인적 차원에서 범사회적인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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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범주를 확대시켜 나갈수록 예술성보다 유교적 윤리의식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을텐
데요. 이는 오히려 문학이 지니는 언어예술로서의 본질과 배치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청합니다.
우문을 늘어놓아 혼란만 드린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 토론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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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서당〉에 대한 퇴계의 생각”에 대한 논평

조형근(공주대)

필자는 도산서당에 새겨진 ‘완락’의 철학적 가치를 퇴계의 생각과 연결하여 고찰하면서
그 속에서 유가철학의 가치를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은 철학적 사념의 측면에서 좋은 글이
라고 생각된다. 특히 필자는 전체적으로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퇴계의 생각
을 담담하게 잘 그려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평자가 보건대, 한국철학의 화석화된 단면을 지식의 관점에서 접근
하여 좀 더 생동감을 살릴 수 있는 전개 과정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글이다. 즉 유가의 세
계관에서는 삶의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과 지혜의 통합적 지평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
평에서 주희의 철학적 사고에 관한 퇴계의 생각을 절묘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에 논문과 관련하여 논평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완락재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주희가 쓴 명당실기라는 글에서 이
름을 따서 썼다는 말만을 인용하고 있다. 명당실기라는 글은 어떠한 글인가? 명당실기는
명당을 설명한 글이 아니라 집과 방에 이름을 붙인, 즉 당실의 한 사연을 적은 글이다.
퇴계는 자신이 거주할 가운데 방을 완락재라고 명명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는 그것
을 주희가 말한 “즐기며 완상하니, 족히 여기서 평생토록 지내도 싫지 않겠다”는 문장에서
발췌하였다고 밝힌다. 논평자가 보건대, 그 문장은 보고 즐기며 살아가는데 평생을 여기서
보내도 질리지 않을 것이란 의미를 지닌 것 같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즐길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퇴계의 설명만으로는 퇴계의 정
신적 스승인 주희가 무슨 뜻에서 이 말을 했기에 퇴계도 이를 평생 즐길 만 하다고 했는
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 뜻을 명확하게 알려면 명당실기라는 주희의
글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2. 더 나아가 논평자는 완락의 본질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완락의 의미를 사용한 것
은 근자가 어린아이가 인형(玩)을 갖고 놀듯이 하여 자신의 허물을 피해가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다. 논문에서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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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희의 철학체계에서는 理와 氣의 통합적 관계에서 理를 보다 더 근본으로 삼고 있
다. 도산서당의 이름에 새겨진 주희의 ‘완락정신’과 퇴계의 ’암서정신을 비교해보자면 그 양
자 사이에 차이성은 무엇이며 그것이 그들의 성리학적 체계에서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 필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필자의 학문적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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