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醉菴 李洽(1549∼1608)詩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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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서울大學校 奎章閣 韓國學硏究院 所藏 醉菴李公實記 (奎5645)에 

전하는 李洽(1549~1608)의 詩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씌어졌다. 이흡의 시문학은 壬

辰倭亂과 丁酉再亂의 두 차례에 걸친 일본의 침략과 극복과정, 그리고 鄭汝立

(1546~1589) 옥사사건과 그 파장이 배경이 된다. ‘시는 작가의 처지가 곤궁해져야 

비로소 훌륭해진다(詩窮而後工)’는 시가이론상의 초보적 담론은 이흡의 시문학 형

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치적으로 이흡이 겪은 가장 큰 곤궁은 1602년에 沃溝로 

폄적된 일이다. 이는 1590년 헌납(獻納)으로 있을 때에 정여립이 왕복한 서찰 및 無

名詩가 崔永慶(1529~1590)의 상자에서 발견되자 최 경에 대하여 再鞫의 여지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던 일이 그 원인이었다. 이흡의 시를 이루는 기조는 어버이에 

대한 효성과 임금에 대한 충성이다. 그는 시를 통하여 時政과 世態에 대하여 비판하

고 형통하지 않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술은 그의 시의 

촉매제로서 또는 슬픔과 원망을 달래는 완화제로서 작용한다. 그의 시 쓰기는 유배

의 땅 옥구를 최종적으로 한적한 은거지로 창조해낸다.

주요어: 醉菴李公實記 , 어버이에 대한 효성과 임금에 대한 충성, 時政과 世態

에 대한 비판, 형통하지 않는 운명에 대한 비탄, 음주가 性癖이 되어 神 들린 듯 써

낸 시, 유배의 땅을 한적한 은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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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 시작하며

본고는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醉菴李公實記 (奎5645)에 전하는 李洽(1549~ 

1608)의 詩를 연구대상으로 집필되었다.1) 이흡은 조선 宣祖(1568~1608) 시기를 살

았던 문신이다. 본관이 韓山으로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성리학자로서 또 문인으로

서 이름이 높았던 李穀(1298~1351)과 李穡(1328~1396)을 배출한 명문가의 후손이

다. 曾祖는 之薰, 祖父는 埴이고, 부친은 韓陽君 興畯이며 모친은 淸州 韓承貞의 

여식이다. 자는 和甫이고, 호는 醉菴이다. 族從祖인 北厓 李增(1525~1600)을 스승

으로 모시고 성리학을 깊이 연찬하 고 이를 바탕으로 써낸 문사는 그 전아한 아

름다움으로 인하여 士友들 사이에 크게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한여름 혹서기에 

 읽기에 전념하느라 흘린 땀으로 바지가 상할 정도 다는 어린 시절 일화는 취

암의 학문에 대한 독실한 뜻의 정도를 가늠하게 해준다.2) 찬란한 文名을 떨쳐 한 

시대를 아름답게 했던 조상의 광스런 업적을 자신의 시대에 재현하는 것이야말

로 취암의 희망이자 포부 을 것이다.

허나 취암의 생애는 자신의 희망이나 포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

다. 조상들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전란의 시대를, 그것도 관료사회가 방향 감

 1) 다음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醉菴李公實記 의 서지정보 
및 해제, 그리고 생애에 대하여 약간 손질하여 정리한 것이다. 醉菴李公實記 (奎5645), 李思
靖(朝鮮)等 編. 3卷 1冊(59張) 古活字本(整理字) 32.9×26cm. 四周雙邊 半葉匡郭 : 23.9×15.4cm. 
10行 20字 注雙行. 版心: 上花紋魚尾. 序 : 韓晩裕. 이흡은 1573년(宣祖 6) 生員이 되고 1582년 
式年文科에 乙科로 급제, 承文院副正字에 이어 戶曹佐郞, 綾城縣監, 京畿道都事 등을 역임했
으며 1589년 敬差官으로 關東지방의 재난을 살폈다. 1590년 獻納으로서 正言 李尙吉과 聯啓
하여 崔永慶을 다시 鞫問하도록 청하여 獄死케 했다. 1591년 掌令으로서 鄭仁弘을 탄핵하다
가 罷職, 이듬해 壬辰倭亂으로 都摠府都事에 임명되었으며 明나라 使臣의 接伴官, 楊州牧使, 
肅川府使, 光州牧使 등을 지냈다. 1602년 崔永慶獄死事件으로 탄핵 받은 후 沃溝에 流配, 
1607년 放還되었다. 性理學에 조예가 깊었고 문장에도 뛰어났다. 左贊成에 追贈, 德山의 晦
菴書院에 祭享되었다. 책머리에 兵曹判書 韓晩裕의 序文과 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卷上에는 
年譜, 墓誌銘, 祭文, 院享文 등 李洽의 행적에 관한 이 실려있고, 卷中에는 遺詩 102수가 
실려 있다. 卷下는 附錄으로 李洽의 長子인 敬培의 墓誌銘과 차자 義培의 神道碑銘, 그리고 
孫子 穆의 墓碣銘이 수록되어 있다.

 2) “公自在童稚好讀書, 雖盛暑未嘗暫徹, 汗濕其袴, 袴爲之腐, 鄕人至今傳說焉.” 醉菴李公實
紀․年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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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상실한 채 동과 서로 또 남으로 북으로 나뉘어 서로를 질시하고 타격을 가하

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던 분열의 시대를 살아야했다. 史書에서 壬辰倭亂과 丁酉

再亂이라고 기록하는 수 년 간에 걸친 倭의 침략과 그것의 극복과정, 己丑獄事로 

더 잘 알려진 鄭汝立(1546~1589) 옥사사건과 그 파장은 취암의 불우한 일생을 만

들어낸 배경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암의 불우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

다고 하는 편이 좀 더 사실에 가깝다. 불의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하여, 말을 

참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 취암은 일신의 

안위를 고려하여 말을 아끼는 법이 없었다. 1591년 鄭仁弘(1535~1623)을 논핵하여 

반대편 인사들로부터 타격을 받아 잠시 파직된 경력, 정여립이 왕복한 편지 및 無

名詩가 崔永慶(1529~1590)의 상자에서 발견되자 최 경에 대하여 再鞫의 여지

가 있다는 소신을 밝힌 점, 또 그로 인하여 여러 해가 지난 다음인 1602년 沃溝로 

유배되었던 일련의 행적들이 이러한 점을 말해준다. 반대편 인사들로부터 간사하

고 아첨을 일삼는 소인으로 비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임무와 할 

말을 다하 던 이른바 謇諤의 신하 던 것이다.

취암의 불우는 晩年에 겪은 沃溝 유배가 말해주듯이 정치적 타격과 그에 따른 

실의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취암의 더욱 큰 불행은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찾아져

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문학사업에 있어서의 적막한 상황이다. 전통시대 문인

에게 있어서 자신이 처한 불행과 역경을 추스르고 아울러 장래 자신의 뜻이 이해

되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기대와 희망은 흔히 문학사업에 의지하는 방식을 취

한다. 취암의 경우도 이러한 방식을 정확히 따라갔다. 하지만 취암이 후세에 전하

고 있는 은 일백 편 정도의 詩 작품이 전부이니 양적인 면을 두고 볼 때에 조상

들이 누렸던 휘황한 업적과는 비교할 수없이 적막한 상황이다.3) 따라서 독자들은 

경우에 따라 醉菴李公實紀 는 문집으로 장정하여 세상에 내놓기에 양적으로 많

이 모자라지만 오로지 조상의 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후손의 갸륵한 정성으

로 인하여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문학사

 3) 醉菴李公實紀 는 얼마 되지 않는 취암의 遺詩를 가운데 부분인 中卷에 배치해두는 대신, 
年譜, 墓誌銘, 祭文, 院享文 등은 上卷에다, 그리고 장자와 차자 및 손자의 墓文을 부록으로 
下卷에 배치하고 있다. 醉菴李公實記 의 서문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문집간행
의 일반적인 체례를 벗어나는 變例에 해당한다. ≪醉菴李公實紀序≫, “公之諸後孫, 懼公遺事
之遠而寖晦, 以後孫思靖等所修年譜爲首, 狀誌及院享文字次之, 而遺詩殊略, 故附其後, 是變例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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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있어서 취암의 이러한 적막한 상황은 시대적 불운이 원인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전의 저술이 동란의 세월을 거치면서 대부분 일실되었을 것임은 

굳이 서문이 전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4) 전쟁 중

에 일실된 상소문, 서간문 등의 산문저작은 차치하더라도, 지금까지 전하는 취암

의 ‘약간의 詩藁’는 말 그대로 취암이 지은 전체 양에 비한다면 그저 약간에 불과

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지 않다. 취암의 유시 102수5) 전체는 대부분 

編年이 가능하다. <001. 국화를 읊음｢詠菊｣>은 1591년 가을에 지은 것으로 생각되

고,6) <002. 동지｢冬至｣>7)부터 <011. 왜적이 바다를 건너가고 九提督이 회군한 일

을 뒤에 읊어서 기쁨을 적음 ｢倭賊渡海, 九提督班師, 追賦志喜｣>까지 10수는 왜란

이 발발한 임진년(1592)부터 정유년(1597) 왜의 재침과 그것이 수습되기까지의 기

간에 지어진 시들이다. 1602년 탄핵을 당하고 나서의 심사를 적은 <012. 경인년 

獻納으로 있을 때에 時事로 인하여 탄핵을 당하여 ｢因庚寅獻納時事遭彈｣> 이후

의 시들은 모두 沃溝 유배 시기의 첫해 던 1602년이나 그 다음 해인 1603년에 

지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8) 한두 해 동안에 무려 90수를 쓴 셈이니, 취암의 생전

 4) 醉菴李公實紀  韓晩裕 <序>: “공의 遺文 및 章奏는 전쟁 중에 모조리 일실되었지만 약간의 
詩藁는 남아있다(公遺文及章奏, 盡佚於兵燹, 而惟如干詩藁存.).”

 5) 醉菴李公實紀  卷中 ‘遺稿’ 아래에【시 102수(詩一百二首)】라는 注가 달려있다. 하지만 권
중에는 실제로 101편만 실려 있다. <058. 낡은 오두막이 德山 鳳鳴洞에 있다. 그 남쪽에 晦菴
洞 武夷川이 있는데 평소 거닐던 곳으로 배회하며 그리움을 부쳐두었던 곳이다. 謫居 중에 
무료하여 마침내 武夷精舍의 齋宇와 地名을 사용하여 두 수의 시를 짓다 ｢獘廬在德山鳳鳴

洞, 其南有晦菴洞武夷川, 平日步履之所, 盤旋而寄慕處也. 謫居無聊, 遂用武夷精舍齋宇地名, 
作爲二詩｣> 아래【한 수를 가려 뽑음(選一)】이라는 주가 달려 있는데 아마 이 시의 나머지 
한 수까지 계산에 넣어서 102수라고 하 을 가능성이 있다.시 제목 앞에 보이는 숫자는 문집
에서 시의 편재 순서에 따라 필자가 붙여둔 것이다.

 6) 이 시의 저작시기에 대하여는 2-5) ‘유배의 땅을 한적한 은거지로’에서 자세히 언급하 다. 
제목 앞의 숫자는 醉菴李公實記 에 실린 시들에 대하여 편의상 필자가 순서에 따라 정해둔 

것임을 밝혀둔다.

 7) 1592년 난리 중에 이곳저곳을 떠도는 가운데 동지를 맞아 지은 작품으로 생각된다.

 8) <051. 偶吟>은 ‘십 년을 불우하게 지낸 객이, 長沙에서 또 두 해를 지냈다네(十載坎坷客, 長
沙又二年.)’라 하 고 <053. 月夜吟>은 ‘타향에 객지살이 두 해가 되었는데, 어버이 그리움에 
이 밤 홀로 머리 네(客寓他鄕歲二周, 思親此夜獨搔頭.)라 하 으니 옥구에서 둘째 해인 

1603년에 지은 작품임이 확실하다. 하지만 李增(1525~1600)의 2주기를 맞아 지은 <074. 鵝川
再朞有感>은 확실히 1602년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시의 편차가 저작 순서를 정확히 따르고 
있지는 않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金命元(1534~1602)과 鄭崑壽(1538~1602)의 죽음을 애도한 
<085. 聞慶林西川卒逝, 追悼之>는 1602년이나 1603년에 썼을 가능성이 크지만 역시 16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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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써놓았던 작품들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었더라면 현재 남아있는 규모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9)

취암과 취암의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발언의 시비를 가리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견해와 입장에 따라 의견의 나누임과 이로 인한 대립과 반목

이 있었지만, 대립과 반목의 당사자인 이른바 士林은 적극적으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서 지극히 훌륭한 정치, 즉 성리학적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그

들은 각자 자신의 철학과 행동에 있어 최고선을 목표로 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하

여 格物과 致知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으나 견식과 도량, 사태에 대한 이해의 차

이 등에 의하여 각기 다른 양태의 발언과 행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호간의 

대립과 반목이 나타나기도 했다. 마음 의 실마리가 중요하다하여 아예 학문의 

방향을 性理 방면에다 초점을 맞추어 사변적 궁구에 공을 들인 결과 철학적으로 

커다란 성취를 이루어내기도 하 으나 현실 정치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고자 하여 조화와는 거리가 먼 불협화음을 양산하기

가 일쑤 다. 심한 경우 집단의 이해에 자신을 매몰하여 편 가름의 시비를 초래하

고 이는 왕왕 비극적 결말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이다. 취암의 시대에 있어서 

동서분당이니 남북분쟁이니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사실 이들 문제의 시시비비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능력을 벗어난다. 하기

는 이들 문제에 대한 정답은 원히 없을지도 모른다. 한때 역모의 죄인으로서 낙

인이 찍힌 사람이 다시 복권되어 명예를 회복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경우, 죄인과 

충신 사이를 시대를 달리하면서 오락가락하 던 경우는 조선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마냥 덮어놓고 지나갈 수는 없다. 

역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이후의 작품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세상을 덮는 걸출한 이름은 정말로 상찬할 만한데, 
어찌하여 죄명을 띠고 邊城에서 늙어가나?(蓋世英名誠可賞, 如何帶罪老邊城.)라 하여 郭再
祐의 정치적 실의를 안타까워 한 <099. 憶郭再祐>는 1600년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2년간 靈
巖에 유배된 경력이 있으니 역시 1602년 무렵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 <100. 述懷> 또한 ‘스무 
해 홍진 세상 시비에 휘말려서(卄載紅塵困是非)’라 했는데, 1582년 승문원부정자로 벼슬을 
시작했던 점을 생각하면 역시 1602년 무렵에 지은 것이 된다. 기필할 수는 없지만 醉菴李公
實記 에 수록된 취암의 시로서 <012. 因庚寅獻納時事遭彈> 이후의 작품은 대체로 1602년과 
1603년 두 해에 걸쳐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9) <36. 賈島의 ‘野居’에 차운하여(次賈島野居韻)>에 ‘노년을 보내느라 시가 천 수요, 몸을 편히 
하는 데에 집이 몇 칸이네(送老詩千首, 安身屋數間)’라 하 다. 다소 과장이 있는 진술이겠지
만 이 시기에 취암이 시작의 왕성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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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적에 진실과 진리의 규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이 또한 예외가 없을 수 없는데, 그것은 사안이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있는 상

태로서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될 때에, 그리고 현

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시급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선순위가 뒤로 물려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은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미루어지는 것이 옳

다. 어떤 경우에는 딱딱한 사실의 시비 자체에 기대기보다는 인정의 부드러움에 

의지하는 편이 상황을 그르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취암의 후손인 趾采가 年譜를 정리하면서 취암의 沃溝 유배를 두고 술회한 

다음의 내용은 참고할 만하다.

당초 정여립의 옥사가 일어나자 죄수를 국문할 때에 吉三峰이 그 謀主로서 智異山 

아래에 살면서 자주 정여립과 왕래하여 교분이 막역하 다는 供辭가 있었다. 삼봉을 

체포하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자, 주상께서 물색하여 체포하라는 명을 내리셨다. 

오래 지나서 전라감사 洪汝諄(1547~1609)이 아뢰기를 ‘이른바 길삼봉이란 곧 최 경

입니다’라고 하 다. 최 경이 체포되자 남 처사들의 헛된 칭찬이 드높았기에 마

침내 온전히 석방되었다. 당시 정여립이 왕복한 서찰 및 무명시가 최 경의 상자

에서 발견되었지만,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다. 공은 마침 諫院에 있으

면서 다시 국문할 것을 연명으로 청하 는데, 이는 대체로 獄事를 처리하는 일이란 

모름지기 끝까지 조사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지, 어찌 반드시 그를 죽이고자 해서 겠

는가? 黨人들이 이를 따라 빌미로 잡아 모함하여 죽게 했다는 죄를 씌우고 끝내 멀

리 귀양을 보내고 말았으니, 아! 참으로 심하기도 하 다.10)

최 경의 추국에서 조사해야 할 사안이 추후로 발생하 고 이에 司諫院의 일원

으로서 다시 국문할 것을 청하 는데, 이러한 행동은 단지 獄事의 처리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결코 최 경을 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이야

기이다. 취암은 단지 언관言官으로서 말을 해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했

다는 것이다. 더구나 10년도 더 지난 기축년(1589)의 일이 빌미가 되어 가까스로 

전쟁이 진정되어 국가 재건에 힘써야 할 시기에 다시 유배지로 떠나게 되었던 취

10) 醉菴李公實記․年譜  “初, 汝立獄發鞫囚, 供吉三峰爲其謀主, 居智異山下, 數往來汝立, 所交
莫逆也. 逮三峰而未得, 上命物色追捕. 久之, 湖南道臣洪汝諄啓言, 所謂吉三峯, 乃崔永慶也. 
及逮永慶, 以嶠南處士虛譽藉甚, 遂全釋. 時, 汝立往復書札及無名詩, 現發於永慶書簏, 而未及
覈. 公適在諫院, 聯請更鞫, 蓋以獄體須一究竟, 豈欲必致之死哉. 黨人隨而媒蘖, 以構殺爲罪, 
終至竄逐而後已. 噫, 亦甚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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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운명을 후손은 ‘아! 참으로 심하기도 하 다!’라는 탄식의 語調에 실어서 슬

퍼하고 있다. 취암의 일생을 두고 400년 뒤를 살고 있는 후인들은 취암의 후손이 

토해냈던 탄식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취암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시 102편 ― 전란과 유배, 그 처절한 경험이 피워낸 꽃

李洽이 醉菴을 호로 사용하게 된 배경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醉吟이라 했던 

白居易(772~846)나 醉翁이라고 했던 歐陽修(1007~1072)가 현실 정치에서 일정 정

도 거리를 두고 있을 때에 스스로를 술과 연결 지어 그렇게 불 던 일들을 떠올린

다면, 이흡의 호 취암 역시 만년시절, 옥구 유배기간 동안에 사용했으리라 짐작된

다. 유가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랏일에 분주한 자신감 넘치는 젊은 지식인 

관료가 스스로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규정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열거하는 구절들은 이흡의 호 취암이 벼슬길에서 겪은 실의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중간에 술과 詩가 개입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忘憂賴有床頭酒  근심을 잊자하여 침상머리 술에 의지하고, 

長日醺醺復一杯  길고 긴 날 거나하게 또 한 잔 마신다네.

<029. 우연히 읊조림 ｢偶吟｣>

寬心惟賴酒  마음을 넓히려고 오직 술에 의지하고,

寓興亦憑詩  흥을 붙여 두려 또 시에 기댄다네.

<080. 우연히 읊조림 ｢偶吟｣>

賴有樽中賢聖酒  술동이의 탁주와 청주에 의거하고,

時攜野老喜開顔  때로 촌로를 이끌고 기쁘게 얼굴 펴본다네.

<082. 스스로를 읊음 ｢自詠｣>

把酒只邀隣叟共  술잔 잡고 그저 이웃노인 불러 함께 할 뿐,

題詩敢言鬼神知  시를 써서 뱉는 말을 귀신은 알아주리.

<094. 우연히 쓰다 ｢偶題｣>

이들 구절은 모두 1602년 무렵 유배지 옥구에서 지은 작품에서 摘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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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암은 침상머리 술에 의지하여 거나하게 취하여 근심을 잊어버리고자 하 는데, 

술로써 해소하고자 했던 근심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마음을 넓히려고 술에 의

지하면서 한편으로 흥을 붙여두고자 詩에 기대었던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불러서 함께 하고 있는 촌로들은 정작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귀신만

은 자신의 시를 알아줄 것이라고 하 는데, 취암이 시에서 밝힌 내 한 뜻은 과연 

무엇이었나? 이러한 물음들은 본고가 진행되는 동안 시종 숙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미리 기대하건대, 이러한 작업은 이흡이 취암을 호로 사용한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포함하여 술과 취함의 의미가 어디에 있으며, 또 술과 시가 같은 선상

에서 나란히 고려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며, 취암의 시가 어떠한 속내를 담고 있

는지, 유배를 은일로 생각하고자 했던 심리적 과정이 어떠한 양태를 가지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1) 어버이에 대한 효성과 임금에 대한 충성

취암의 시의 기저는 어버이에 대하여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孝와 나라 사랑의 

중요한 표현인 임금에 대한 忠이다. 가정과 조정, 그리고 유배지의 셋으로 나뉘는 

취암 생애의 공간에 대한 고려는 이러한 제의를 뒷받침해준다. 벼슬에 나가 있는 

동안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그리워하 으며, 전쟁을 당하여 떠도는 신세가 된 뒤

에 구사일생으로 찾아간 곳이 우선 고향집이었다. 또한 어버이께서 무사하심을 

확인한 다음에는 험한 바닷길을 이용하여 평안도 永柔에 있던 행재소로 달려가 

임금을 배알하 고, 바닷가 옥구로 유배되어서는 어버이와 임금을 걱정하면서 간

절히 그리워하 던 것이다.

竄身林藪歲將窮  수풀에 몸을 숨긴 채 한 해가 다 가는데

幾望家鄕路欲通  몇 번이나 고향 그리며 길을 가려 하 던가.

衣薄何由完凍體  옷이 엷으니 어떻게 언 몸을 녹일 수 있을까  

囊空無計活飢僮  주머니가 비니 굶주린 종 아이 살릴 계책 없었네.

十生九死穿山谷  아홉 번 죽었다 열 번 살아서 산골짜기 지났고

晝伏宵行避賊鋒  낮에 숨고 밤에 길을 가며 적의 칼날 피했었지.

骨肉幸全歸故土  골육들은 다행히도 모두 고향에 돌아오니

高堂鶴髮喜融融  흰머리 부모님께서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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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임진년(1592) 적의 침략을 당한 와중에 ‘이리저리 떠돌며 도망하여 숨

어 사는 신세로 지내다가 그믐날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고향집에 이르러서’ 쓴 

<003. 流離奔竄, 壬辰十一月晦, 始達家鄕>이다. 4월 29일 忠州에서 申砬(1546~ 

1592)의 패보가 전해짐에 따라 宣祖의 몽진이 결정되고 왜군이 서울에 당도한 것

이 5월 2일이었다. 임금을 수행하는 행렬에서 이탈되었던 취암은 이미 적의 수중

에 떨어진 강산을 이곳저곳 떠돌다가 고향집 德山으로 돌아오는 데에만 7개월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 사이에 몸에 걸치고 있던 의복은 추워진 절기를 감당할 수 

없었고 비어버린 주머니는 더 이상 자신과 동행하는 시동의 시장기를 달래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아홉 번 죽었다가 열 번 살아나는 위험스런 적의 수중에서 낮에

는 숨어 있다 밤에 길을 가는 방식으로 고향집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이다. 다행

히 골육친지들은 상한 데가 없었으며 백발의 부모님께서는 자식의 무사귀환을 기

뻐하셨다.

<年譜>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취암이 선조의 몽진 행렬에서 이탈하여 홀로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었던 까닭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11) 1591년 鄭仁弘을 논핵

한 일로 인하여 파직당한 상태 던 취암이 都摠都事에 서용된 것이 1592년 4월이

었으니, 복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쟁을 만나고 이에 다시 임금과 떨어진 

신하가 되었던 것이다. 한창 포부를 펼쳐 보일 장년의 취암에게는 앞날을 전혀 헤

아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불행이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취암은 이듬해 봄에 뱃길

로 행재소가 있던 永柔로 달려가 선조를 알현하고 宗簿寺僉正에 제수된다. 이때

의 상황과 심정은 <004. 계사년(1593) 봄 행재소로 달려가서 문안을 올리고 ｢癸巳

春, 奔問行在所｣>에 잘 나타나 있다.

航海趨行殿  바닷길로 行殿에 나아가니,

關西路幾千  關西까지 길은 몇 천리 나? 

風濤解纜日  바람 물결에 닻줄을 풀었고,

賊壘枕戈天  적진에서 창을 베고 잤었지.

除目承新寵  벼슬에 제수되어 새로 은총 받았지만,

省躬知舊愆  스스로를 살펴보고 예전 허물 알았다네.

11) 醉菴李公實記․年譜 , “(神宗 萬曆) 二十年壬辰四月, 敘拜都摠都事.【辛卯被罪諸臣, 並蒙收
敘, 故公拜是職. 是時, 倭賊入寇, 未知公在何處, 而遺稿有曰, 流離奔竄, 是年十一月晦, 始達家
鄕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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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年流離客  한 해 동안 이리저리 떠돌던 나그네,

無面廁淸聯  훌륭한 관리들과 함께 할 면목이 없다네.

 

유까지는 몇 천리 머나 먼 험한 바닷길이었다. ‘창을 베고 잤다’는 말에서 적

의 수중에 떨어진 땅이었으나 시종 적을 섬멸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지내왔음을 

알 수 있다. 임금과 떨어져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한 점은 허물이 아닐 수 없을 것

이다. 그러나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조정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천신만고의 어

려움을 무릅쓰고 행재소로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충성은 충분히 확인된다 하

겠다.

취암의 孝와 忠을 확인할 수 있는 시 가운데 ‘우연히 읊다’는 제목의 <089. 偶

吟>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시는 유배지 옥구에서 쓴 것으로 당시 취암의 상황

은 죄인의 신분이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버이를 위해 효도를 다 하는 일

이나 적극적 유위有爲를 펼쳐서 임금께 충성을 다 하는 일이나 모두 그 기회마저 

막혀버린 것이다.

幽人中酒起常晏  隱者가 술에 취하여 항상 늦게 일어나니

鬢髮蕭蕭不整冠  귀밑머리 드물어져 관도 바로 못 쓰네.

葉密鳴蟬終日咽  나뭇잎 빽빽하여 매미들이 온종일 목이 메고

簷低飛燕掠人還  처마 나직하여 제비들은 사람 스쳐 날아가네.

羇孤嶺海身將老  嶺海에 귀양살이 몸은 늙어간다마는

俯仰乾坤意自寬  천지를 俛仰하니 마음 절로 넓어지네.

努力加餐非爲腹  힘써 밥을 먹는 것은 배를 위함이 아니라오

君親一念兩忘難  임금과 어버이 향한 맘 모두 잊기 어려워서네.

항상 술에 취해 지내고 그래서 늘 늦게 일어나니, 태평한 시대를 살아가는 은자

의 형상이다. 허나 이어지는 구절로부터 그것이 쫓겨난 신하로서 취하는 비탄의 

한 표현임을 알아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노쇠해질 

대로 노쇠해진 그는 관도 바로 쓰지 못할 정도로 귀밑머리가 줄어 있다. 매미가 

온 종일 울어대고 제비가 스쳐 날고 있는 긴 여름날이다. 여름철 길어진 하루해라

서 더욱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취암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다. 하

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는 사이에 天理를 체득하고 이에 마음은 절로 넓어진

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임금께 충성하고 어버이께 효도하는 미래의 세월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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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힘써 밥을 먹는다. 같은 시기에 씌어진 <037. 우연히 읊조림 두 수 ｢偶吟二首｣> 

중에서 둘 째 시에서도 취암의 충과 효는 똑같은 비중으로 확인될 수 있다.

 

經年作逐客  한 해 내내 쫓겨난 객이 되어,

瘴海寄餘生  瘴氣 어린 바닷가에 남은 생애 맡겼네.

已白思親髮  어버이 생각에 벌써 머리가 세고

空丹戀主誠  임금을 그리워 해 부질없이 참된 정성 바쳤네.

感時頻濺淚  시절을 느끼어 자주 눈물 뿌렸으며

對月幾傷情  달을 대하고서 얼마나 마음 아팠던가.

老吟茅屋裏  늙어가며 초가에서 읊조리니,

天地一身輕  천지간에 이 한 몸 가볍다네.

2) 時政과 世態에 대한 비판

어버이에 대한 효와 임금에 대한 충이 사고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취암에게 있

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바탕을 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발언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제의가 가장 잘 담겨 있는 

자료는 상소문을 비롯한 산문 작품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취암의 산문저작은 

이미 일실되어 찾아볼 수 없다. 아쉽기는 하지만 취암의 詩稿에서 이러한 의론을 

담고 있는 시편들을 만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009. 朝報를 보고 감회가 있어 

｢見朝報有感｣>를 보기로 한다.

聞道朝廷作戰場  조정이 전쟁터가 되었다고 들었건만,

主張誰敢礪鋒鋩  감히 칼날을 갈자고 누가 감히 주장할까?

是非强定言雖似  시비를 억지로 정함에 말은 비록 근사하나,

黜陟非公計豈長  출척이 공정치 않으니 계책 어찌 장구할까?

蠢爾西戎誰復念  무지한 西戎은 누가 다시 생각하나,

狺然南賊置相忘  사나운 南賊은 놓아두고 잊는다네.

可憐積累邦家運  가련타, 덕을 쌓아온 나라의 운세가,

危甚驚濤百尺檣  백 척 거센 파도에 돛배보다 위태롭네.

朝報는 承政院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에 기록하여 반포하는 官報이니, 

이 시는 조정으로부터 전해진 소식지를 읽고서 감회를 적은 것이다. 정확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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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기록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전국토를 유린했던 왜군의 기세가 꺾

여 본국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고 있을 무렵이라고 생각된다.12) 전쟁은 그저 소강

국면에 이르 을 뿐 그 재앙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더구나 西戎으로 표현

되고 있는 북쪽 오랑캐의 준동 또한 초미의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조정

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군비를 확충시키자는 논의는 전무하며, 혹 있다 하

더라도 和戰論에 려 타당치 못한 것으로 배척을 받게 될 뿐이었다. 壬亂이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참혹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논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조정대신들에 대한 비판과 이들에게 앞날을 

맡겨두고 있는 나라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취암으로 하여금 붓을 들게 한 것이다. 

난리 후에 인심이 모두가 참됨을 잃어버려 나라가 있는 줄 모르고 오직 자신만을 

아는 人情, 칼날 피해 도망쳐 목숨을 보전함이 좋은 계책이 되고 반대로 의기를 

떨쳐 종군하면 망령된 사람이라 하는 세태, 변경 고을에서는 적을 꾸짖어 응징했

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고 조정에서는 그저 講和를 지껄이는 입술만 가득했던 상

황은13) 취암을 절망하게 하 고 또 탄식하게 했던 것이다.

스스로가 당쟁의 희생자 던 취암에게 있어 관료들의 당파적 처세는 역시 가장 

강한 어조로 비판해야할 대상이었다. <016. 시절을 슬퍼하여 탄식함 ｢傷時歎｣>을 

보기로 한다.

好黨㝡爲當日獘  파당을 좋아함이 오늘날의 폐해이니

挺然獨立未知誰  우뚝 홀로 서면 누구인지 몰라주네. 

身居同里難逃目  몸이 한 마을에 살아 눈을 피하기 어렵고

系涉私親便起疑  사사로운 친분에 관련되어 의심을 일으키네.

異己爭圖傾一世  자기와 다르면 다투어 도모해 한 시대를 기울이고

同聲競務掩千疵  주장이 같으면 천 가지 흠도 경쟁하듯 덮어주네.

弟兄肝膽如千里  형제간에도 마음이 천 리와도 같으니

直恐危亡或係斯  危亡이 혹여 여기에 있을까 두렵네.

이 시는 문집의 편차순서를 고려할 때에 대체로 1602년 적거지 옥구로 가는 도

중에 씌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의하면 시에 나타나있는 관료들의 당파적 

12) 이어지는 작품이 <011. 왜적이 바다를 건너가고 九提督이 회군한 일을 뒤에 읊어서 기쁨을 
적음 ｢倭賊渡海, 九提督班師, 追賦志喜｣>이다.

13) <007. 나라를 근심하여 ｢憂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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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세에 대한 비판은 자신의 현재 처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과 다르면 다투어 도모하여 시대를 기울이고, 주장이 같으면 경쟁하듯 천 가

지 흠도 덮어주는’ 그들 당인들의 처신은 더 이상 格物致知를 통하여 시비의 표준

을 정확히 가다듬어가는 유가적 지식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

과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니, 경우에 따라서 자신 또는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에 대한 위해마저 피해가지 않는다. 약한 자의 고기(弱之

肉)가 강한 자의 먹을 것(强之食)이 되었던 원고 시대 질서부재의 혼란을 수습하

고 사회의 안전장치를 정교히 갖추어 구성원의 평안을 도모하자는 유가의 첫째 

원리가 그 운용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왜곡되고 짓밟혀지고 있는 시대를 취암이 

살고 있었다. 그것도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어서 말이다. 물론 이 시는 취암 개인

이 당한 불행만을 두고 이들 문제에 대한 생각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가까운 사

람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 파당적 행위로 내몰릴 위험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우

뚝하게 홀로’ 살아가는 처세에 기댈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개탄 속에

는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혹 형제들이 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

취암이 만년에 옥구에 유배되어 실의의 문인으로 지내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

은 己丑獄事에서 최 경에 대한 추국을 건의한 일이 다시 당쟁의 와중에서 시빗거

리가 된 탓이었다. 취암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012. 경인년 

獻納으로 있을 때에 시사時事로 인하여 탄핵을 당하여 ｢因庚寅獻納時事遭彈｣>를 

보기로 한다.

再歷正言積毁興  두 차례 正言을 지내면서 훼방이 쌓인 데다,

又叨獻納見玆憎  또 외람되이 獻納이 되어서 미움을 받게 됐네.

士論旣異情難白  士論이 이미 다르니 情을 말하기 어려웠고,

廷諍雖公謗已騰  조정에서 간쟁이 비록 공정하나 비방 이미 비등했네.

謹悉只書崔鞫簡  살펴 알고서 최모의 추국에 간찰에 대해 썼을 뿐인데,

彈章竟出鄭門鷹  탄핵소장이 끝내 정철 문하의 매라고 나왔다네.

乘機網打爲長策  기회를 타서 일망타진함을 좋은 계책 삼았으니,

無路呼天罪日增  하늘에 호소할 길 없어 죄는 날로 늘어가네.

취암은 일찍이 정인홍을 논핵한 일로 인하여 반대편 인사들로부터 극심한 비방

에 시달린 바 있었다.14) 하지만 위의 시에서 술회하고 있듯이 士論이 분열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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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간쟁의 직책을 맡고 있던 취암으로서는 어느 한 쪽의 비방을 피해나가는 것

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의 발언이 아무리 공변된 것이라 해도 상대편에서는 

오히려 당파적 행위로 간주하여 비방에 열을 올렸다. 1602년 옥구 유배 또한 당쟁

의 여진에 의한 후폭풍이 가져다준 피해 다. 獻納의 직위에 있던 취암이 최 경

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정여립의 왕복서찰과 無名詩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사실의 진술 이상이 아니었다. 새로운 혐의 내용이 드러났을 때에 사실들이 빠짐

없이 심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당자의 책무이다. 취암은 바로 그 일을 했다

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 경이 옥중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반대

편 사람들의 원망과 증오를 키우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취암 개인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될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취암이 파악하기에는 자신에 

대하여 가해진 위해는 저쪽 편 사람들에 의하여 자행된 이쪽 편 사람들에 대하여 

시도된 일망타진을 위한 공격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를 통하여 

만들어진 자신의 왜곡된 운명을 취암은 결코 순순하게 받아드릴 수는 없는 일

이었다.

3) 형통하지 않는 운명에 대한 비탄

희망과 포부를 실현할 길이 막혀있어 더 이상 어떠한 작위적 노력도 무의미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때에 소용이 닿는 언어는 바로 탄식의 언어이다. 功業의 성

취에 대한 포부가 크면 클수록 탄식의 어기語氣는 그만큼 거세고 커지게 마련이

다. 반대편 사람들로부터 입게 된 정치적 타격과 그 결과로서 조정에서 멀리 떨어

진 바닷가 마을에 몸을 두게 된 취암의 탄식의 어기 역시 거세고 큰 것이었다. 그

만큼 평소 품은 희망과 포부가 컸다는 이야기이다. <055. 늙은 선비의 탄식 ｢老儒

歎｣>을 통하여 취암의 탄식을 들어보기로 한다.

14) 燃藜室記述  14권 <宣祖朝故事本末>: (7월 2일 兩司 合啓 : “司成 李某는 성품이 본디 陰邪
하고 평소 행실을 삼가지 않아 淸流에 끼지 못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시절의 불행함을 틈
타서 進取하기에 이르 으니 붙좇고 아첨하여 하지 않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혹 후세에 小人의 이름을 면하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고 말하는 이가 있자, 팔을 걷어 부치고 
큰 소리로 떠들기를 ‘소인이란 이름은 내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하 는데, 듣는 사람들이 모
두 분개하 다고 합니다.” 醉菴李公實記  <年譜> 신종 만력 19년 신묘(辛卯, 15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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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燈閱盡五車書  파란 등불 아래 五車書를 읽었으나,

虛負槐黃雪滿梳  헛되이 槐黃15)을 저버려 백설이 빗에 가득.

莫道大材終晩達  큰 인재는 뒤늦게 현달한다 말하지 말아야지

周公已矣夢中疎  끝났도다, 주공도 꿈에서 만날 수 없으니.

푸른 등불을 밝히고서 책과 씨름하는 모습에다 한여름 혹서에도  읽기에 열

중하여 흐른 땀으로 바지가 부패할 정도 다는 어렸을 때의 일화를 겹쳐보면 그 

각고면려의 정도를 가늠할 만도 하다. ‘학문이 넉넉해지면 벼슬길에 오르는 ｢學優

而登仕｣’ 전통시대 士人 계층의 한 사람으로서 취암의 학문연마는 역시 出仕와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가문의 광과 개인의 입신출세조차도 

개인 차원의 문제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나라와 백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유가적 

틀 안에 수렴되는 일이었던 만큼, 출사를 염두에 둔 학문연마를 약간이라도 낮추

어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둘째 구에 진술된 내용, 즉 과거응시를 도외시하

여 속절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하는 말은 반대편 인사들로부터의 타격으로 인한 

벼슬길에서 실의에 대한 우회적 표현일 것이다. 취암 스스로 상황의 반전이 용이

하지 않음을 예견하고 있음일까? 더 이상 앞날에 희망을 걸어둘 수 없는 것은 남

은 세월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현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비극

적 상황을 취암은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기에 이 시로부터 울려나오는 

탄식은 체념을 배경으로 한다. 탄식의 주체인 제목의 ‘늙은 선비’는 물론 취암 자

신이다. 그러나 그것은 천하의 ‘늙은 선비’ 일반을 모두 포괄할 정도로 공유하는 

이들의 폭이 매우 넓다. ‘周公이 꿈에 뵈지 않는다!’는 말이 孔子 만년의 탄식이었

음을 상기하면, 취암의 탄식의 속내를 헤아리기란 그리 어렵지 아니하다.16) 공자 

이래로 포부가 컸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래서 실의가 클 수밖에 없었던 천하의 

‘늙은 선비’의 예정된 길을 취암 또한 스스로 밟아갔고, 이에 깊은 탄식을 토해낸 

것이다.

<055. 늙은 선비의 탄식｢老儒歎｣>이 취암이 스스로를 역사 속에 명멸했던 失意

之士의 한 사람으로 객관화하여 슬퍼한 경우라면 <100. 회포를 적음 ｢述懷｣>은 지

15) 槐黃 :과거 보는 시기를 말한다. 괴화(槐花, 홰나무 꽃)가 노랗게 핀 음력 7월경에 과거시험
이 있었다.

16) ≪論語․述而≫에 “孔子께서 말 하셨다. “심하도다. 나의 쇠함이여! 오래되었구나. 내 다
시 꿈속에서 周公을 뵙지 못하게 되었음이(子曰, 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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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벼슬살이를 돌아보고 직접적으로 失意之感을 읊어낸 작품이다.

卄載紅塵困是非  스무 해 홍진 세상, 시비에 휘말려서

蕭蕭雙鬢已成絲  소소한 양 살쩍이 이미 실이 되었다네.

臨民未效涓埃報  백성에 임하여선 작은 보답도 못하 고

曠職常慙雨露私  직무를 버려두니 크나큰 은혜에 부끄럽네. 

宦海災生愁遠謫  벼슬 바다에 재앙 일어 멀리 폄적됨을 근심하고

故山春盡誤歸期  고향 산에 봄이 지나 돌아갈 기약 그르쳤네.

江南夜夜空窓月  강남땅에 밤마다 창에 비쳐드는 달빛 쓸쓸한데

不耐啼鵑惱客思  두견이 울음에 나그네 시름을 견디지 못하겠네.

취암이 벼슬길에 오른 해는 承文院副正字에 임명된 1582년이었다. 이 시의 저

작 연대가 대체로 1602년 무렵이니 첫 구에 진술된 대로 스무 해 세월이 흐른 것

이다. 그 사이에 어찌 마음에 흡족한 일이 없었겠나마는, 취암의 지난 세월에 대

한 기억은 시비에 휘말려 곤경에 처해진 사실이 전부이다. 그 사이에 귀밑머리는 

하얗게 세었고 몸은 노쇠해졌다. 그동안 백성을 위해서 드러낸 치적이 없음이 견

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폄적 이후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가 없음은 더욱 견뎌

내기 어렵다. 멀리 폄적된 관리로서 근심에 휩싸여 있을 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

가는 일도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인데, 이 모두는 배척을 받아 쫓겨난 

때문이다. 달빛이 창에 밝게 비쳐들고 두견새 구슬피 우는 밤이면 그 시름을 더욱 

견디기 어렵다. 취암은 그렇게 술회하고 있다.

취암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탄과 이러한 상황을 만든 세태에 대한 원망은 

깊고도 또 큰 것이었다. 취암의 이러한 비탄과 원망을 엷게 하고 해소하는 길은 

오로지 술과 시이다. 술로써 마음의 용량을 넓히고 시로써 억눌린 기운을 발산

하여 스스로는 마음의 안식을 찾아나가는 한편 아름다운 문학을 창조해낸다. 

이러한 과정은 역시 전통시대 실의의 문인들이 밟아갔던 자취를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신만의 처절한 삶이 있었기

에 그 양태는 제 각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대하는 느낌 또한 모두 다를 수밖

에 없다. 취암의 비탄과 원망, 그리고 술과 시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들여다보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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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술이 벽(癖)이 되어 신(神) 들린 듯 써낸 시

취암에게 있어 술은 각별한 존재이다. 자신의 호를 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짓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취암에게 있어서의 술의 의미는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술은 

코끝을 자극하는 향과 혀끝을 감아 도는 맛으로 인하여 종래로 이를 아는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기에 색다른 음식이 있으면 술이 함께 나왔고, 친구들을 만

나는 자리에는 술이 있어 흥을 더하 다.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올

릴 때에도 어느 때부터인가 술은 필수품이었다. 그 묘한 향기에 신과 인간 사이를 

소통시켜주는 힘이 실려 있다고 믿은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술을 애용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에 기대어 괴로운 심사를 잊고 마음을 넓혔다. 그래서 술을 일컬

어 근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忘憂物이라 이름하 다. 몇 수의 

시들을 통하여 취암의 술을 만나보자. 먼저 <080. 우연히 읊조림 ｢偶吟｣>이다.

客懷轉蕭索  나그네 마음이 갈수록 쓸쓸해져

獨坐閉窓遲  홀로 앉아서 창 더디 닫게 된다.

犬吠村烟黑  개가 짖어댈 제 마을 연기 어둑하고

鴉啼古木悲  까마귀 우니 고목이 슬프구나. 

寬心惟賴酒  마음을 넓히려고 오직 술에 의지하고

寓興亦憑詩  흥을 붙여두려 또 시에 기댄다네.

耿耿宵將半  근심으로 밤은 한밤이 되가는데

長風送月窺  긴 바람이 달을 보내 엿보고 있다네.

역시 1602년 무렵 적거지 옥구에서 쓴 시이다. 폄적된 신하로서의 쓸쓸함은 날

이 갈수록 더해만 간다.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도 보지만 적막한 심사는 달래지지 

않는다.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에 저녁밥 짓는 연기는 더욱 어두워 보이고, 까마귀 

울음소리에 고목을 대하니 슬픈 생각이 엄습해온다. 이 시간을 지내기 위하여 취

암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술과 시뿐이다. 술에 기대어 마음을 넓히고 또 詩作을 

통하여 흥을 기탁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근심에 휩싸인 채 시간은 한밤으로 흐르는

데 긴 바람에 실려 온 달빛만이 외로운 시인과 함께 할 뿐이다. 적막이 근심을 낳

고, 근심이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것이 또 술을 끌어들이고 또 시에 손을 

대도록 만들고 있는데, 밖에는 바닷바람 높게 불고 달빛은 휘 청 밝기만 하다. 

마음을 넓힌다고 그리고 흥을 붙여둔다고 시인은 읊조리고 있지만, 읽는 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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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마음이 처연해질 따름이다.

적거지 옥구가 취암의 생애 중에 가장 적막했던 세월을 보낸 장소 음을 다시 

언급할 것은 없을 터이다. 허나 그곳 적막의 공간이 곧 취암의 문학의 산실로서, 

후세 사람들이 취암을 시인으로 기억하게 만든 장소 다는 사실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唐代 시인의 시를 읽고 그것에 차운하여 지은 <071. 司空曙

의 ‘送流人’에 차운하여 스스로를 읊음 ｢次司空曙送流人韻, 自詠｣>17)을 보도록 하

겠다.

數間茅屋裏  몇 칸 초가집에

天地一羇身  천지 간에 한 나그네.

愛酒仍成癖  술 좋아하다 그대로 버릇이 되고

吟詩便有神  시 읊으면 문득 신 들린 듯.

海天孤戛鴈  바다 하늘에 외로이 울부짖는 기러기,

江路獨歸人  강으로 난 길에 홀로 돌아가는 사람.

落日思親切  지는 해에 어버이 그리움 간절해져,

回頭淚滿巾  머리 돌려 눈물이 수건을 적신다네.

司空曙(720?~790?)의 원운시인 <送流人>은 거듭 좌천을 당하여 어린 것들을 쓸

쓸한 집에 남겨두고 평소 탐독하던 책들은 친구에게 맡겨둔 채 멀리 남으로 떠

나는 이를 위로한 시이다. 안타까워하는 정이야 다를 것이 없겠으나 불행의 주인

공이 시인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점에서, 원운시의 비극적 이미지는 취암의 

차운시에 미치지 못한다. 취암은 스스로가 유배의 당사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위

로하고 있는 것이다. 천지 사이에 나그네 되어 몇 칸 초가를 거처로 살아가는 자

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역시 술 마시기와 시를 읊조리는 일뿐이다. 취암의 말대

로 술에 대한 애호는 그대로 벽癖이 되어 있었다. 그만큼 유배생활의 무게가 견뎌

내기 힘이 들었다는 말이다. ‘시를 읊조리면 신이 들린 듯하다’는 구절에서 ‘붓을 

17) 사공서의 원운 <送流人>은 다음과 같다. ‘남녘의 일을 듣고서, 그대 거듭 폄적된 몸이 되었음
을 슬퍼하네. 산촌에는 풍자귀가 출몰할 테고, 강가 사당에선 석랑신을 모시겠지. 어린 것들
을 황량한 집에 놓아두고, 책들은 친구에게 맡겨두었다지. 청문에 풍경이 좋은데, 그대 위해 
한 차례 수건을 적신다네.(聞說南中事, 悲君重竄身. 山村楓子鬼, 江廟石郞神. 童稚留荒宅, 圖
書託故人. 靑門好風景, 爲爾一沾巾.)’ 楓子鬼는 楓人. 즉 오래된 단풍나무에 자라난 혹이 사
람모양을 한 것을 가리킨다. 石郞神은 민간에서 제사하는 신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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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신이 들린 듯하다’는 詩聖 杜甫(712~770)가 작시에 대한 자부에 찬 발언을 

연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18) 불우했던 이 시기는 취암의 생애에 있어 시작의 전

성기 고, 억눌린 심사를 반복적으로 시로써 표현해내는 과정에서 취암은 필시 

‘시를 읊어놓으면 그 시에 신이 들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자신의 시에 대하여 시성 두보가 그랬던 것처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5) 유배의 땅을 한적한 은거지로

유배지 옥구는 취암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쾌한 땅이 될 수 없었다. 쫓겨난 

신하로서의 원망과 시국에 대한 상심,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곳에 있는 

동안 내내 취암을 힘들게 했다. 이에 취암은 술로써 괴로운 심사를 달래고, 시를 

써서 답답한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러한 과정은 시인 醉菴을 형성하는 단련의 과

정이었다. 그러나 취암은 자신이 처한 곤경을 두고 시종 신음어로 일관하지 않았

음은 물론이다. 곤궁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실의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貧而樂’과 ‘君子固窮’을 체현하는 품 넓은 인격 용량의 소유자가 바로 취암이었

다. <094. 우연히 쓰다｢偶題｣>를 보기로 한다.

常 吾身賦命奇  내 운명이 험한 것을 늘 괴이쩍어 하 으니

一生多口苦相隨  한 평생 구설수가 항상 따라 다녔다네.

客中事業閒爲味  객지에서 하는 일은 한가함이 제 맛이고

病裏工夫靜是宜  병석에서 공부는 또 고요함이 마땅하네.

把酒只邀隣叟共  술잔 쥐고 그저 이웃노인 불러 함께하나

題詩敢言鬼神知  시를 써서 뱉는 말을 귀신은 알아주리.

樂天自擬陶彭澤  천명을 즐겨가며 陶淵明이라 자처하나19)

明月他鄕幾滿虧  밝은 달은 타향에서 몇 번이나 차고 기울었나.

곧잘 구설수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어온 자신의 험한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란 역시 쉽지 아니한 일이다. 불편한 마음을 쉽사리 떨칠 수 없었던 취암은 자신

18) 杜甫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 ‘讀書破萬卷, 下筆如有神.’

19) 陶彭澤: 東晉의 은일시인 陶淵明을 이른다. 마지막 벼슬로 팽택현령(彭澤縣令)을 지냈기 때
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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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명에 대하여 자못 괴이쩍어 했던 것도 사실이다. 운명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간 취암의 현재 처지는 유배된 신하로서 낯선 땅에 머물러 있음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취암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서 한가하게 지내기와 고요를 유지하는 두 

가지 일을 들고 있다. 취암은 그것을 사업과 공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읽

는 이들은 이 부분의 문맥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재 취암에게 

있어서 이른바 한가함과 고요함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 노력을 더하여 정성껏 가꾸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난제 다는 점

이다. 취암의 술 마시기는 이웃노인을 초대하여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있으니 이제 한가함의 사업과 고요의 공부 범위 안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속의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잔에 가득 부어 마셔서 시름어린 창자가 차례로 

풀어지도록 했던 것과는20) 많이 달라진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취암은 여전

히 현재 자신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이로서 이웃노인만으로는 만족하지 못

한다. 여전히 시를 써내서 감연히 뱉어놓아야 할 말들이 있으나, 이렇게 씌어지는 

자신의 시들은 함께 하고 있는 이웃노인이 이해해줄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귀신

은 그래도 알아주겠지.’ 세상길에 자신을 이해하는 知音이 부재한 현실은 한가함

의 사업과 고요의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시인 취암을 무던히도 상심케 하고 있는 

것이다. 천명을 즐겨가며 陶彭澤으로 자처하는 취암이 밝은 달을 바라보며 객지

에서 보낸 세월을 다시금 상심어린 마음으로 헤아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貧而樂’과 ‘君子固窮’의 인격적 용량으로 유배의 땅을 한적을 체현하는 은거지

로 바꿔내는 취암의 작업은 그리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허나 취암은 ‘나그네로 

산에 갇힌 柳宗元(773~819)이 되더라도, 세상 피해 귀를 씻은 巢父가 될 것’21)이

20) <042. 次夏日閒居韻>, ‘험난했던 십년 간 나그네살이, 적막한 바닷가 거처./ 머리칼 희어져 
거울 보는 일 그만두고, 눈이 어두워져 책 보는 일 버려뒀네./ 아이 불러서 한 말 술을 찾고, 
비복 시켜서 밭에 채소 따게 하네./ 가득 부어 마셔서 긴 날을 보내면, 시름어린 창자가 차례
로 풀어지네.(嶔崎十載客, 寂寞海邊居. 髮白休看鏡, 眼昏廢覽書. 招兒呼斗酒, 敎僕摘園蔬. 滿
酌消長日, 愁腸次第鋤.)’

21) <048. 次小築韻>, 沃城 바깥에 긴 교외를 굽어보는 곳, 세 간 작은 집을 얽어 놓고 흰 띠로 
그늘 지웠네./ 엷게 물든 저녁놀이 대나무길 덮고 있고, 새로 나온 반달이 솔가지에 걸려있
네./ 나그네로 산에 갇힌 유종원이 되더라도, 세상 피해 귀를 씻은 소보가 될 것이네./ 천 년 
뒤에 三閭가 될 수 있다면, 이 내 생애 거의 神交가 가능하리.(沃城之外俯長郊, 結屋三間蔭白
茅. 一抹殘霞籠竹逕, 半輪新月掛松梢. 羇身縱作囚山柳, 遯世終爲洗耳巢. 千載三閭如可作, 此
生庶幾可神交.) 唐 柳宗元은 永州에 貶謫되어 자신을 산에 갇힌 신세로 여겨 <囚山賦>를 지
었다. 堯가 許由에게 천하를 물려주자, 허유는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潁水에 귀를 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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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은자로서의 지향을 분명히 하 으며, ‘ 예 탐하여 출처에 어두웠음 이미 후

회한 터, 친구 데리고 술을 따름도 괜찮지 않겠는가?’22)라 하여 현재의 처지에 스

스로를 맞추어갔고, ‘피었다 시드는 것 모두가 운명이니, 주리고 목말라도 좋은 

얼굴 지녀야 한다’23)고 거듭 자신을 추슬러서 곤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계속하 다. 취암의 이러한 노력은 유배지 옥구를 한적을 체현하는 은일

의 땅으로 거듭나게 하 으며 스스로는 일찍이 潯陽의 은자 陶淵明이 일구어

낸 진박眞樸한 경계의 주인공이 되었다. <021. 국화를 읊조림 ｢詠菊｣>을 보기로 

한다.

客裏經春夏  객지에서 봄여름을 지내는 동안

千紅續續開  천 가지 붉은 꽃이 잇달아 피더니

黃花今又發  이제 또 노란 꽃이 피어나니

佳節已重廻  좋은 절기 벌써 거듭 돌아왔네.

香襲龍山帽  향기가 모자에 스미고

英浮栗里杯  꽃잎이 술잔에 떠있네.24) 

雪霜搖落日  눈서리에 잎이 지는 날

與爾共徘徊  그대와 더불어 배회하리라.

봄과 여름을 지내고 가을철을 맞이하여 고상한 자태로 피어난 국화를 읊었다. 

‘龍山의 모자’는 9월 9일 重陽節과 함께 유쾌한 술자리를 암유한다.25) 어울려 함

巢父는 허유가 귀 씻은 물이 더럽다 하여 송아지를 상류까지 데리고 가서 물을 먹 다.

22) <047. 次陸放翁登東山韻>, ‘객지 세월이라 한껏 빨리 흐르지만, 외로이 읊조리며 해 긴 날 
높은 산 마주한다./ 이 몸이 함정에 떨어진 것도 모두가 하늘의 뜻, 입으로 싸움이 나니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예 탐하여 출처에 어두웠음 이미 후회한 터, 친구 데리고 술을 따름도 
괜찮지 않겠는가./ 숲에 핀 꽃들이 나그네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듯, 봄 뒤에 아름다운 자태
로 곱게 피어나네.(客裏光陰十分催, 孤吟長日對崔嵬. 此身落穽皆天也, 惟口興戎盍愼哉. 已悔
貪榮昧出處, 不妨攜友倒樽罍. 林花似慰羇人意, 春後芳姿灼灼開.)’

23) <083. 有感>, ‘떠있는 세상 번복이 많으니, 남은 인생 또한 초개와 같을 거네./ 피었다 시드는 
것 모두가 운명이니, 주리고 목말라도 좋은 얼굴 지녀야지.(浮世多飜覆, 餘生似草菅. 榮枯皆
是命, 飢渴好容顔.)’

24) 栗里의 술잔이란 도연명의 술잔을 뜻한다. 栗里는 陶潛(字 淵明)의 故居가 있던 곳으로 潯陽
의 지역 이름이다. 지금의 江西省 星子縣에 있다.

25) 이 부분에는 東晉 孟嘉의 고사가 사용되었다. 《山堂肆考》에 다음의 이야기가 전한다. “孟
嘉는 字가 萬年으로 桓溫의 參軍이 되었다. 9월 9일 중양절 날 환온이 龍山(荊州府 江陵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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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마시는 가운데 취암의 술잔은 어느새 도연명의 술잔이 된다. 취암 스스로가 국

화를 사랑하고 술을 즐겨했던 은일시인 도연명이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 동안 

취암의 벼슬살이는 풍진 속의 고행으로서 잠시 한가함의 여유도 없었다. 그에 비

한다면 유배생활은 오히려 은일생활과 거리가 가깝다. 멀리 쫓겨난 신하가 되어 

黨禍의 참담함을 몸으로 알게 되었지만 유배지 옥구는 자연이 뛰어나게 아름다운 

승지 다. 하늘이 늘 취암에게 인색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다.26) 봄여름을 지내

면서 피어나는 무수한 꽃들에 대하여 취암은 때로 ‘성미가 버릇이 되어 오직 대나

무만 보고, 시름이 많다보니 꽃은 아랑곳 않는다’27)고 말하여 오연한 성깔을 드러

내기도 했다. 그러나 취암은 아름다운 자태로 피어나는 꽃들로부터 분명 커다란 

위안을 받고 있었다.28)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땅에 꽃들이 철마다 피어나고, 게다

가 시무의 번거로움이 없으니 생각하기에 따라서 옥구에서의 생활은 한가롭기 그

지없는 것이었다.29) 서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고상한 절조를 드러내어 황금색으로 

피어있는 국화를 어찌 사랑하지 않으랴? 그것들이 눈서리에 덮여 잎이 지는 날 

주위를 서성이며 슬퍼하리라는 약속까지 챙겨두었다. ‘국화를 읊조림’이라는 같

은 제목의 시로 <001. 국화를 읊조림 ｢詠菊｣>이 있다. 함께 읽어보기로 한다. 

 

我愛寒花異衆芳  나는 사랑하네, 국화가 뭇 꽃들과 달리,

遲遲知節趂重陽  느릿느릿 시절 알아 중양절에 피어남을.30) 

城西)에서 유연을 베풀어 막하의 관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바람이 불어와 모자가 떨어졌
으나 맹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환온이 좌우의 부하들과 빈객들에게 당부하기를 맹
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자고 하 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맹가가 
변소에 가자 환온은 모자를 가져다 돌려주도록 하 다. 孫盛이 마침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환온은 그로 하여금 맹가를 조롱하는 을 짓게 하여 맹가의 자리에 놓아두도록 하 다. 맹
가가 변소에서 돌아와서 조롱하는 내용을 보고서는 종이를 청하여 답 을 지었는데, 생각을 
가다듬는 과정도 없이 을 마쳤다.(孟嘉字萬年, 爲桓溫參軍. 九日溫遊龍山, 僚 畢集, 風吹
嘉帽落不覺. 溫勅左右及賓客不言以觀其 止, 良久嘉如厠, 溫令取還之, 孫盛時在座, 溫令作文
嘲嘉置嘉座處. 嘉還見笑, 請紙作答, 了不容思.)”

26) <045. 述懷>, ‘벼슬살이 십 년 간을 돌이켜 생각하니, 풍진 속에 고생하여 잠시도 한가하지 
아니하네. / 멀리 쫓겨난 신하 되어 黨禍를 알지마는, 勝地로 와서 사니 어찌 하늘이 인색한
가.(追思筮仕十年間, 役役風塵不暫閒. 遠作逐臣知黨禍, 來棲勝地豈天慳.)’

27) <041. 次曺汝弼喜友人過隱居韻>, ‘性癖惟看竹, 愁多不管花.’

28) 주 22) 참조.

29) <083. 有感>, ‘만 리 남녘으로 온 나그네, 쓸쓸히 살아가는 세 간 집./ 땅은 양호兩湖의 승지에 
임하 고, 하늘은 한 해 내내 한가롭네.(萬里南遷客, 寥寥屋三間. 地臨兩湖勝, 天與一年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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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姿暗契庭前栢  곧은 자태는 뜰 앞 잣나무와 은연중 합치되고,

氣味還同砌上篁  정취는 또 섬돌 위의 대나무 같네.

獨傲雪霜開歲晩  홀로 눈서리에 오연히 세모에 피어나니,

肯隨桃李競春光  복숭아 자두꽃 좇아 봄빛 다투려 하겠는가.

此身正似潯陽隱  이 몸은 진정 심양의 은자와 흡사하니,31)

終日盤桓挹爾香  온종일 머뭇거리며 너의 향내 거둔다네.

<001. 국화를 읊조림 ｢詠菊｣>은 중권中卷의 시고詩稿 가운데 첫째 수이다. 시고

의 편차가 대체로 창작 순서를 따르고 있는 점과 이 시에 드러난 은자적인 삶을 

감안하면 이 시의 창작시기는 成均館司成에서 파직되어 벼슬에서 물러나 있던 

1591년 가을임을 알 수 있다.32) 그러나 필자는 이 시가 취암의 시 전체를 대표하

는 序詩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이 시가 취암 스스로에 의하여 

혹은 편자의 특별한 의도로 인하여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33) 하지만 이 시가 드러내고 있는 意境은 취암이 자신의 생애에서 

시인으로서 도달하고자 하 던, 그래서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최고의 경계라 

이를 만하다. 결론적으로 취암의 시 전체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가히 序詩로 다

루어지는 데에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3. 을 마치며

지금까지 醉菴李公實紀  가운데 中卷 부분인 遺稿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는 취암을 이해하는 데에 취암이 남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취암이 남긴 시의 세계를 더듬어보고 그 의미를 음미해

30)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로 重九節이라고도 한다. ≪續齊諧記≫에 의하면, 이날은 茱萸를 담은 
붉은 주머니를 차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며 邪氣를 물리쳤다고 한다.

31) 潯陽隱: 심양의 은자. 東晉의 田園詩人 陶潛, 즉 陶淵明을 가리킨다. 潯陽은 도연명의 고향
이다.

32) 취암은 1591년 7월에 成均館司成에서 파직되고 이듬해인 1592년 4월 都摠都事에 敍用되
었다.

33) 潯陽의 은자와 흡사하다는 구절로부터 이 시를 쓴 장소는 취암의 고향 德山일 가능성이 크
다. 潯陽은 심양의 은자, 즉 도연명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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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기회가 되어주었다. 결론적으로 취암의 시 102편은 전란과 유배의 처절한 경

험이 피워낸 부귀한 꽃이다. 취암은 시를 통해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그리워

하 으며 나라에 대한 충성의 뜨거운 피로 임금을 그리워하 다. 모순된 時政과 

왜곡된 세태에 대한 발언 역시 시가 대신하 다. 자신의 시대를 堯舜의 시대로 가

꾸어내고자 했던 장대한 뜻이 실패로 확인되자34) 취암은 형통하지 않는 운명을 

두고 탄식과 신음의 언어를 토해냈다. 때로 술은 불행한 시기를 건너는 한 방편이 

되기도 하 으며 시를 온양해내는 촉매로서 작용하기도 하 다. 그러는 동안 취

암의 돈후한 도량 안에서 적막한 바닷가 옥구 땅은 은일과 한적을 체현해내는 장

소로, 그래서 마음 붙이고 살아갈 만한 은자의 거처로 가꾸어졌다.

개별 작품들을 따라서 더듬어간 취암의 시세계에 대한 필자의 논의는 많은 한

계를 지니고 있다. 눈에 띄는 대로 몇 가지 항목의 주제를 설정하여 그 안에서 취

암의 시가의 전부를 논하고자 한 것부터 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 결과 주의 깊

게 다뤄져야 할 부분들이 생략되거나 소홀히 넘어간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 

수사상의 아름다움을 포함한 형식미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못하 고, 전인들의 

시에 대하여 和韻한 작품들은 필요한 경우 더러 언급은 하 으되 따로 논의를 진

행하지 못하 다. 취암의 화운시는 사실 전인의 시를 읽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시

대와 운명에 대한 반성의 궤적이자 결과물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로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들이 많이 눈에 띈다. 또한 察訪을 지낸 敬培(1575~1642)와 忠壯

公 義培(1576~1637) 두 아들에게 써준 시들은 꼭 따로 살펴봤어야 했다. 이를 통

하여 취암이 후손들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이 무엇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터이고, 아울러 醉菴李公實記 의 편자가 下卷에서 취암의 두 아들 및 손

자인 贈判書 穆의 墓文을 함께 실은 취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李舜臣(1545~1598) 장군을 추모하고 郭再祐(1552~1617) 장군의 실의를 안

타까워하는 시들도 논의에서 빼놓은 것 역시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이 외에도 謫

居 중에 고향의 武夷精舍의 齋宇와 地名을 사용하여 읊은 시35)도 취암이 晦菴書

院에 追配된 일과 연관 지어 논급할 필요가 있었으나 역시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논의의 범위를 취암의 시세계에 한정해두었지만 그 안에서조

34) <057. 述懷>, ‘젊어서 堯舜시대 이루려던 뜻, 초가집에 한 해가 저물어가네.(少小君民志, 茅齋
歲暮天.)

35) <058. 獘廬在德山鳳鳴洞, 其南有晦菴洞武夷川, 平日步履之所, 盤旋而寄慕處也. 謫居無聊, 遂
用武夷精舍齋宇地名, 作爲二詩【選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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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면적인 고찰과는 다소 거리가 있게 되었다. 필자는 현재 醉菴李公實記 에 

대한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운함으로 남는 부분들에 대하여 독자들께

서는 이를 통하여 전체 작품을 열독함으로써 다소나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아

울러 취암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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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ination of Poems Written by Chwiam/醉菴 
Lee Heub/李洽(1549~1608) 

 Lee Nam Jong

This article contains an examination of the poems written by Lee Heub/李洽

(1549~1608), poems that can be found inside Chwiam Yi-gong Shilgi/醉菴李公實記

(奎5645) which is currently in custody of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Heub’s poems were written in the wake of two major wars with the Japanese 

(the Imjin-year war [壬辰倭亂] and the Jeongyu-year war [丁酉再亂]), the Joseon 

people’s efforts to get through the aftermath, and the shockwave that originated from 

the criminal case made against Jeong Yeo Rib/鄭汝立 (1546~1589). The most primary 

and elementary theory in poetry, which dictates ‘Good poems only come from an 

author who is put in difficult situations with no way out (詩窮而後工)’, directly 

applies to Lee Heub’s poems and writings.

The biggest political predicament that Lee Heub had to endure was his exile to the 

Okgu/沃溝 area in 1602. He was exiled because, when he was serving as a Heonnab/

獻納 official in 1590, he expressed an opinion that Choi Yeong Gyeong/崔永慶

(1529~1590), whose letter box revealed letters exchanged between Choi and Jeong Yeo 

Rib, along with other unnamed poems (無名詩), should be re-interrogated (再鞫) by 

the government.

The central themes of Lee Heub’s poems are filial piety toward parents and loyalty 

to the king. Through his poems, he criticized the politics of the time (時政) and how 

things were wrongfully going on in the world (世態). And he also expressed frustration 

over his fate that was not going well with the world. So quite naturally, he resorted 

to drinks, which not only encouraged his poem-writing but also served as a mi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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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ll his sorrow and hatred. In his poems, the Okgu region where he was exiled, was 

defined and depicted as a lonely and quiet hermitage.

Keywords: Chwiam Yi-gong Shilgi/ 醉菴李公實記 , filial piety and loyalty to 

parents and King, criticism against politics and other things, frustration over fate, 

poems that were written by liquor, exiles which became a herm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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