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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 중기 사대부시가인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과 전승을 둘러싼 일련의 현상들을 시교의 추구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

하고,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여 현대 고전시가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고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조(時調)는 우리나라의 주요 문학 장르로서 문학교육에서도 오랫동안 중요

한 제재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황의 <도산십이곡>과 이이의

<고산구곡가>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학자 문인의 작품이자 우리 고전 문학

교육의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작품의 이해와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문학 교육은 이들 시가(詩歌)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교육적 영향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시가들을 창작하고 향유한 조선 중기의 문인들은 시문학의 교육적 효용

을 극히 중시하는 시교(詩敎)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시의 학습과 창작은 온

유돈후(溫柔敦厚)한 사람됨과 사회 교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철학

을 바탕으로 이들은 인간적 성숙과 심성의 수양, 도의 사회적 실현을 위해 시

가를 창작하고 향유했다. 그런 면에서 시교(詩敎)는 올바른 성정을 표현하는

작품인 전범을 감상하고 내면화하여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는 문학교육론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시가들이 지향하고 실현했던 문학적 실천을 사실상의

시가 교육 현상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였으며 무엇을 이루어

냈는지 검토하였다.

<도산십이곡>은 시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시조의 양식을 취하여

강호와 학문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공적 자아상을 제시하였다. <도산십이곡>

을 전범으로 삼아 학습하고 향유한 후대인들은 이황의 인품에 대한 흠모를 바

탕으로 이 작품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 영향 아래서 자신의 시가를 창

작하였다. 그들은 시가 창작의 경험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정서를

찾는 경험을 하거나, 전범이 제시하는 가치를 수용하여 세상에 도를 구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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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구곡가>는 주자의 <무이구곡가>를 계승하여 연시조 양식으로 전환하

고, 학문적 공간인 구곡을 형상화하며 자연 속에서 학문을 추구하는 삶의 즐거

움을 표현하였다. <고산구곡가>를 전범으로 삼아 학습하고 향유한 후대인들은

<무이구곡가>와 <고산구곡가>를 함께 전범적 삶의 표현으로 감상하였다. 그

들은 스스로 구곡을 만들어 은거하면서 이러한 삶을 본받아 실현하고자 하였

으며, <구곡도>를 그려 시가와 함께 감상하는 문화를 널리 유행시켰다. 또한

<고산구곡가>를 이어받은 후대의 작품은 학문의 정통성을 세우려는 뜻을 표

방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시교 전통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시가교육의 내용은

크게 이해교육과 경험교육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서에 대한 이해교육이다. 강호에서 학문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삶에 대한 추구와 그 과정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현대인에게도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경험교육의 측면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고매

한 인품에 대한 흠모를 바탕으로 한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 감상 경

험의 교육이다. 오늘날 이러한 감상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사의

매개를 통해서이다. 두 번째는 음악이나 그림, 경관이라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

과 통합된 작품 향유의 경험 교육이다. 문학의 총체적 향유 경험은 문학과 삶

의 관련을 더욱 긴밀하게 하며 학습자의 전인격적 성장에 양분이 될 수 있다.

현재의 문학교육이 문학능력의 신장을 중시하고 작품의 창조적 전유를 권장

하는 가운데, 이 연구는 과거 시교의 전통이 전범의 내면화를 통해 전인격적

성장을 독려하는 문학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

를 통해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교육 내용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물론, 문학교육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하는 시교 전통의 교육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시교(詩敎), <도산십이곡>, <고산구곡가>, 온유돈후, 전범, 내면화,

인품도야, 고전시가교육

학 번 : 2000-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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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주제

이 논문은 조선 중기 사대부시가인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과 전승을 둘러싼 일련의 현상들을 시교(詩敎)의 추구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고전시가교육

의 내용을 마련하고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교육사에서 시조는 교육의 주요 제재로 다루어져 왔다. 실용문이 주를

이루었던 일제강점기의 조선어독본에도 시조가 실렸고, 해방 이후 1차 교육과

정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문학교과서뿐 아니라 국정 국어 교과서에서 시조

는 필수적인 제재였다. 고전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 설화와 함께 초등학교급

부터 다루어지고, 고등학교급에 이르기까지 거의 예외 없이 실리는 장르이기도

하다. 다른 장르에 비해 다루어지는 작품의 편수 또한 압도적이다.1)

이처럼 필수적인 제재로 인정되는 시조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학습자들이 시

조 학습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은 만만치 않다. 많은 경우 시조 교육은 작품에

대한 문학사적․객관적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작품을 대상화하였다.2) 문

학사적, 문헌적 배경지식들은 많은 양이 제시되지만 이것들이 작품의 이해를

심화하고 작품을 학습자의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작품을 과거의 것으로 화석화하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진 수업은 교사 중심, 내

용 중심의 교수학습3)으로 진행된다. 이 속에서 학습자 삶의 변화를 교육의 목

1) 건국과도기 이후 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기까지 중등교과서 수록 제재를 조사한 결과 시조

총 176편이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희정, 교과서 수록 제재 변천 연구: 건국 과도

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중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17집, 한국문학교
육학회, 2005.

2) 기존의 시조교육 현황을 분석한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기

철, 시조교육의 문제점과 학습자 감상 활동 유형 , 시조학논총 16집, 한국시조학회, 2000,
p.223.

3) 현실 문학 교실의 주류는 전달 모델에 터한 강의식 수업이다. 양정실,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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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삼는 것은 이상일 뿐, 삶의 변화는 운이 좋으면 확률적으로 따라오는 ‘결

과’ 정도로 기대할 수밖에 없다.4)

고전문학과 현대의 학습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공간적 거리를 무화하여

창작과 향유의 맥락을 제거하고 문학 작품을 ‘잘 빚어진 항아리’와 같은 예술

적 언어 구조물로 파악하는 관점이 작용하면서 시조를 탈역사화하여 다루는

경향도 지배적인 흐름 중 하나이다. 문제는 이렇게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 그렇

지 않은가 하는 점이라기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고전문학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배우는가 하는 점이다.

학습자가 관심의 주 대상이 되면서 최근에는 학습자들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반응을 중시하는 학습자 반응 중심의 문학 교육론5)이나 감상, 체험을 중시하

는 문학 교육론6)과 같은 관점이 주목되고, 시조 작품의 현대적 의의를 중시하

는 것도 중요한 경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조차도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텍스트에 반응하고 그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에 집중할 뿐, 정작 학습

자들이 어떤 변화를 겪으며, 어떤 변화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들의 인간적 성장의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문

학교육론은 작품이 중심이 될 것인가 학습자가 중심이 될 것인가 하는 이해의

방법론 차원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다.7) 학습자들의 감상과 체험이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이란 학습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

는 것이어야 한다.

4) 김병길․김순자, R.S. Peters의 정서개념과 도덕교육 , 교육철학 12집, 한국교육철학회,
1994; 정호표, 인지로서의 정서와 정서교육의 방향 , 교육철학 13집, 한국교육철학회,
1995.

5) 경규진,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이상구,
구성주의적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와 방법 , 문학교육학 10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6) 진선희, 학습 독자의 시적 체험 특성에 따른 시 읽기 교육 내용 설계 연구, 한국교원대학
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황혜진, 가치 경험을 위한 소설교육내용 연구, 서울대학교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김남희,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07.

7) 류덕제, 반응중심 문학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어문학 90집, 한국어문학회, 2005는 반응
중심 문학교육론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으나 방법적인 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결

국 선언이 되거나 방법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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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제재가 되는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학습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

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루고 있는 고전 작품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맥락에서 창작된 것이며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문학인지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대상 작품이 추구했던 목적과 가치를 제쳐두고

그 작품을 가르친다는 것은 작품을 수단화하는 것이며 그 교육적 가치와 영향

력을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오늘날의 문학이 중시하는 가치나 기능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격을 도외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고전문학 작품이 뚜렷하게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있었다면 오늘날의 문학이

미처 눈길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나 오늘날의 문학교육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전에 대한 이해는 과

거의 모습을 그대로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대의 삶과 사회에 대한 새로

운 외부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특히 중세 성리학적 세계관 아래 창작되고 향유되었던 고전시가의 경우, 그

것이 본래 지향했던 교육적 효용이나 시가의 가치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교육

적 설계와 교육 내용의 마련에 있어 긴요한 일로 보인다. 이들은 시가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을 바탕으로, 오늘날과 다소 차별화되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교

육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8)

16세기 대표적 지식인이자 문인인 이황의 <도산십이곡>은 건국기 이후 8차

에 걸친 교육과정기 동안 7차교육과정기의 교과서만 빼고 7차례에 걸쳐 중등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대표적인 시조 제재이다. 창작의 의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16세기 대표적인 학자이며 문인인 이황의 <도산십이곡>은 교육적으로 선

명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 <도산십이곡>은 교육적 효과를 위해 창작된 시가이

기 때문이다.

이황은 문학, 특히 시란 심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

고, 이 때문에 시를 읽거나 짓는 일을 학문의 연장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학

문하는 일과 시를 향유하는 일은 동일한 목적을 향한 다른 양상의 실천이었던

8) 현대시는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생산/소비’ 혹은 ‘놀이’와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되

며, 현대시교육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현대의 문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능력과 창의

력이다. 윤여탁 외, 현대시교육론, 사회평론, 2010, pp.11～16;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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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도산십이곡>을 창작할 때에는 제자 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향

유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할 때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를 발문(跋文)을 통해 명시하였다. 이 교육적 효과란 ‘더러운 마음을 씻고

감동하여 크게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도산십이곡> 창작 시 온유돈

후(溫柔敦厚)한 실상을 갖추는 것에 주력하였다.

시가 온유돈후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유교의 오랜 전통인 시교(詩敎)의

관점에 기반을 둔 생각이다. 시를 가르침으로써 온유돈후함에 이르게 한다는

시교의 이념은 오랜 동안 문학과 문학교육에 대한 지배적 담론의 역할을 해

왔다. 중세 시 교육의 목표는 인격적 성장과 성정의 순화에 있었던 것이다.

<도산십이곡>은 오늘날과는 상당히 다른 문학적, 문학교육적 담론이 지배하는

장에서 탄생되고 향유된 시가인 것이다.9)

시교의 담론 아래서는 전범(典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었고, 시경
(詩經)으로 대표되는 전범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보냈다. 온유

돈후의 시교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범의 반열에 오른 시가와 문

학에 대해서는 완전한 습득과 내면화, 전승이 강조되었다.

이황보다 한 세대 아래의 학자이자 문인인 이이 역시 연시조인 <고산구곡

가>를 창작하였는데, <도산십이곡>과 유사한 지향을 가지면서도 작품의 실상

이 보여 주는 개성은 다소 달라 비교될 만한 맥락을 보여 준다. 이이는 당대 
시경에 버금갈 만큼 사림들에게 절대적인 전범으로 간주되었던 주자의 <무이
도가>를 받아들여 내면화하고, 이를 본받아 <고산구곡가>를 지었다.

역시 심성 수양을 최종 가치로 삼았기에 주자의 삶과 문학을 함께 본받고자

하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재현하고자 하였다. 주자의 무이구곡을 모방하여 자

신이 은거하는 해주 석담에 구곡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노닐며 주자의 무이구

곡을 추체험하였고, 주자가 무이구곡에서 <무이도가>를 지었듯 자신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는 모두 시가 인간의 심성에 교육적으로 좋

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믿음 아래, 그러한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9) 김학성, 시조의 시학적 기반 ,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pp.28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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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창작되었다. 또한 전범이 되는 시가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바탕으로 고

전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국문시가의 높은 경지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두 연시조는 각기 당대 전범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후 이 두 작품은 동일한 시 의식 아래 다른 개성을 지닌 두 개의 전범으

로 기능하면서 적극적으로 향유되었고, 각기 육가(六歌)와 구곡가(九曲歌)라는

양식으로 계승되면서 후대인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되었다.

시교는 오늘날의 문학교육관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작품의 문

예적 가치와 작품 해석의 다양성․창의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현대적 관

점과 달리 시교는 작품이 가진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고, 훌륭한 작품에 대한

일방적 수용과 전승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품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고 선대의 작품을 수용, 전승하는 데 힘을 기울인 결과로 탄생한 <도산

십이곡>과 <고산구곡가>는 생산적이고 뛰어난 성취를 보여 준다. 이 작품들

은 고전 작품의 학습과 수용을 통해 새로운 전범이 되고, 다시 후대 작품들에

의해 전승되는 생산적인 문학교육적 현상을 실현하였다.

시조를 비롯한 문학 작품이 교육의 맥락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그 작품이

생산된 맥락을 재구하면서 작가가 의도했던 의미대로 가르쳐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그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고, 때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

서 깊고 체계적인 철학 기반 위에서 탄생한 어떤 작품이 명시적으로 분명한

의도와 목표를 표방하고 있고 그 지향이 대단히 교육적인 것이라면, 그 작품에

대한 교육은 최초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확장되는 것이 정당하고 가치 있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가 지향한 문학의 의미와 가치가 오늘날의

그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작품의 특성을 규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을 충분히 부각할 수 있는 교육을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한 이 작품들이 고전에 대한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창조적인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실례가 된다면, 고전에 대한 이들의 태도나 관점 또한 교육적 참조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그 작품을 둘러싼 향유와 수용의 역사가 문학교육

적 현상이라 부를 수 있는 의미심장한 작용을 보여준다면, 그 현상을 포착하고

해석하여 현대의 문학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서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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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문학교육적 현상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의 고

전시가교육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여 확장되거나 변화되어야 하는 지점을 찾고

자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교육 내용을 제

안할 것이다.

2. 연구사

문학교육 연구는 작품 중심의 문학교육의 상을 제시하고 탐구하는 데 큰 비

중을 두어 왔다. 문학교육 관련 현상이나 작품을 메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비롯해10) 작품의 이해와 해석 능력 교육을 위한 이론을 세우거나11), 문학작품

의 교육적 자질을 탐구하는 논의12)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글쓰기라는 개

념을 사용하여 보다 생산적인 이해를 지향하는 논의를 하기도 하고13), 한 걸

음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쓰기와 창작교육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14)

10) 정재찬,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11) 김창원, 시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최인자, 한국 현대소설 담론 생산 방법 연구: 반담론과 문학교육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문영진, 한국 근대 소설의 신체성 중심의 읽기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성진, 비평 활동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양정실,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김미혜, 지식 구성적 놀이로서의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7.

12) 염은열, 대상 인식과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류수열, 판소리 구연성의 매체언어적 의의, 서울대
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임경순, 경험의 서사화 방법과 그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유소년기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3) ‘글쓰기’라는 표제를 단 대다수의 연구들이 적극적인 읽기로서의 글쓰기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최미숙, 한국 모더니즘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이상과 김수영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김혜영, 한국 모더니즘소설의 글쓰기 방법 연구: 시간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더 나아가 텍스트를 읽는 학
습을 통해 자신의 것을 생산하는 다시쓰기로 나아가는 연구들이 뒤를 잇는다. 서유경, 공감
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교육연구: <심청전>의 이본 생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02.

14) 유영희,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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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는 작품보다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이들의 변화에 주목하는 논

의들이 있다. 학습자의 반응과 체험에 대한 연구15)들이 주를 이루며, 이 외에

교육대학원에서 이루어진 교육방법과 실천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학습자의 사고나 태도 등 학습자 성장의 유의미한 국면을 두고 문

학교육이 어떻게 여기에 기여할 것인가를 문학 작품 본래적 속성에 비추어 탐

구한 작업들이 있다. 해석을 넘어 정의적인 영역의 변화나 작품과 세계에 대한

판단 능력의 계발을 아우르는 학습자의 통합적 수용을 지향하는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16), 그리고 태도 교육 관련 연구들이 여기 속한다.17)

시조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시조교육의 현황

을 파악하는 연구18)가 있고, 거시적으로는 시조교육의 방향 설정19)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다. 다음으로 교육 자료로서 시조의 자질에 대한 연구20)들과, 시조

창작 교육에 대한 연구21), 그리고 여러 교육대학원에서 이루어진 시조교육의

정정순, 시적 형상성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김근호, 허
구 서사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5) 진선희, 학습독자의 시적 체험 특성에 따른 시 읽기 교육 내용 설계 연구, 한국교원대학
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김남희,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6) 김상욱, 소설 담론의 이데올로기 분석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최지현, 한국 근대시 정서체험의 텍스트 조건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남민우, “텍스트 가치 평가 활동을 위한 시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황혜진, 가치 경험을 위한 소설교육내용 연구: 조선시대 애정소설을 대상으로, 서울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조하연, 문학 감상 교육 연구: 고려속요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손예희, 시교육에서 상상적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대
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오판진, 가면극 연행 체험 교육 연구: 인물에 대한 공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7) 구영산, 시 감상에서 ‘슬픔’에 대한 태도교육의 내용 연구 , 독서연구 9집, 한국독서학회,
2003; 서명희, 시조 교육에서 태도의 개념: 태도의 두 가지 양상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
119집, 한국어교육학회, 2006; 서명희, 시조 수용 태도 교육 연구를 위한 <오우가> 읽기: 절

차로서의 태도를 중심으로 , 고전문학과교육 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18) 김선배, 시조문학교육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1998.
19) 허왕욱, 고전시가작품에 접근하는 교육적 관점 , 시조학논총 16집, 한국시조학회, 2000;
조희정, <도산십이곡>에 대한 교육 담론 속의 독해 , 고전문학과교육 5집, 한국고전문학
교육학회, 2003; 조희정, 고전 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 국어교육 119집, 한국
어교육학회, 2006.

20) 한창훈, 강호시가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이정환, 현대시조에 나타난 자연 표상의 양상과 교육적 적용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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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시조는 상대적으로 고전문학 교육 연구에서 주목

받은 장르에 속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진 장르이다.

시조교육의 목표론22), 내용론23), 방법론24), 위계론25), 그리고 시조를 통한 학습

자 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26)들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시조 장

르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그 핵심을 의미구조로 보고 시조 의미 구조 경험 교

육의 내용을 제기하거나27), 고전시가의 내재적 가치를 연구하는 고전시가 장

르 개별적 층위에서의 교육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8)

이 논문은 고전시가 하위 장르의 성격을 탐구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론을 마

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16세기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와 그들의 계보를

잇는 문인들의 시조를 그들이 추구하고 구현했던 문학적 실천의 성격을 밝혀

이를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시조 작품 자체의 이해나 해석을 넘어 학습자의 정서와 가치

관을 포괄하는 인격적 성장을 추구하는 통합적 교육 내용의 제안을 추구한다.

내용상 이 논문은 중세 이전의 문학의 성격이나 효용에 대한 관념에 주목하

고, 그러한 관념이 개입하여 일어난 작품의 창작이나 수용을 일종의 교육 현상

으로 보아 그 현상의 전제와 함의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29)의 계보를 잇는다.

21) 신헌재, 초등학교 시조교육의 현황과 지향점 , 선청어문 28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2000은 초등학교 시조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시조교육은 음악성을 중심으

로 운율, 낭송, 창작 지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창혜, 중학생의 기초 창

작교육 방안 , 국어교육연구 34집, 국어교육학회, 2002; 김선희, 초등학교 시조교육 활성화
방안 , 청람어문학 27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이정환, 민족 정서의 이해와 습득을 위
한 시조교육 , 청람어문학 2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박춘우, 대화체 시조의 작시 원
리와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어문학 92집, 한국어문학회, 2006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대학
원 논문들이 있다.

22) 고영화, 시조형식 교육의 목표론 연구 , 국어교육연구 23집,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2009.
23) 염은열, 고전시가교육의 내용 탐색: 고산구곡가 읽기를 예로 , 선청어문 36집, 서울대국
어교육과, 2008.

24) 류수열, 시조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가능성 , 시조학논총 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25) 고영화, 시조교육의 위계화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6) 최홍원,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7) 송지언, 시조 의미구조의 경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28) 김현정, 공간 중심의 강호시조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29) 김성룡, 전범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 , 문학교육학 1집,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김성룡,
중세시대의 대구 학습과 문학교육 , 문학교육학 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조희정, 사
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조선 세종조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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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내용과 전개 양상 고찰에 집중되어 왔다.30) 인

격 교육의 측면을 강조하는 시교가 중세 이전의 문학교육에 대한 관점이라면,

현대적 관점에서 문학교육의 윤리적 차원에 대한 연구31)들이 있다.

이 논문의 주 대상인 <도산십이곡>, <고산구곡가> 연구사는 작품의 의미와

구조에 대한 연구32), <육가>와 <도산십이곡>의 관계, <무이도가>와 <고산구

곡가>의 관계와 같은 작품 창작에 미친 선대 시가의 영향에 대한 연구33), 그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30) 정대림, 한국고전문학에 있어서의 효용론의 전개양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1985; 정요일, 한국고전문학이론으로서의 도덕론 연구: 시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김호종, 공자 시교의 계발성에 관하여 , 중국학연구 9집, 중국학
연구회, 1994; 김재승, 악교와 시교 초탐 , 중국인문과학 14집, 중국인문학회, 1995; 안병
학, 성리학적 사유와 시론의 전개 양상 , 민족문화연구 32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9; 정운채, 시교설의 문학치료학적 해석 , 국어교육 104집, 한국어교육학회, 2001; 노명
동, 시교 여 예교 , 동양예학 19집, 동양예학회, 2002; 김흥규, 조선후기의 시경론과 시의
식,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정대림, 한국고전문학비평의 이해, 태학사, 2001; 劉若愚,
Chinese Theories of Litera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이장우 역, 중국의 문
학이론, 명문당, 1994; 劉若愚, The Art of Chinese Poet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이장우 역, 중국시학, 명문당, 1994; 李澤厚, 권호 역, 華夏美學, 동문선, 1990.

31)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학에 대한 관점의 전환 , 국어교육연구 40집, 국어교육학회, 2007.
그리고 2004년도에 한국문학교육학회에서 문학교육과 도덕의 문제를 주제로 삼아 연구한 결

과들이 있다. 우한용, 문학교육과 도덕성 발달의 의미망 , 문학교육학 14집, 한국문학교육
학회, 2004; 정재찬, 문학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 문학교육학 14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허왕욱, 고전문학교육과 도덕적 가치 , 문학교육학 14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도홍찬, 문학교육과 도덕교육의 연계 방안 , 문학교육학 14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32) 최진원, 도산십이곡고(1) , 인문과학 13집, 성균관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84; 최진원,
도산십이곡고(2) , 도남학보 7-8집, 도남학회, 1985; 최진원, 도산십이곡고(3) , 인문과학
14집, 성균관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85; 조태흠, 고산구곡가의 구조와 의미 , 국어국문학
지 24집, 문창어문학회, 1987; 최진원, 고산구곡가고: 형사억제의 미 , 동아문화연구 21집,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1987; 김혜숙, 고산구곡가와 정신의 높이 , 백영정병욱선생 10

주기추모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정재호, 도산십이곡
의 구조 , 민족문화연구 29집,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
해석 , 진단학보 91집, 진단학회, 2001;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 한국시가연
구 11집, 한국시가학회, 2002; 고정희,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언어적 차이와 시
가사적 의의 , 국어국문학 141집, 국어국문학회, 2005.

33) 이민홍, 무이도가 수용을 통해 본 사림파 문학의 일양상 , 한국한문학연구 6집, 한국한문
학회, 1982; 이상원, 육가 시형의 연원과 육가형 시조의 성립 , 어문논집 52집, 민족어문학
회, 2005; 윤영옥, 장육당의 육가와 완세불공 , 시조학논총 25집, 한국시조학회, 2006; 이민
홍, 증보 사림파문학의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0; 이민홍,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개정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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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영향 아래 창작된 육가계 시가와 구곡

가계 시가들에 대한 연구34), 그리고 이황과 이이의 문학관에 대한 연구35)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학습자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시조 작품을 대상으

로 하여, 학습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그 작품이 갖추어야 했던 자질은 무

엇인지, 작품이 학습자를 어떻게 성장시키고자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등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연구이다.

또한 이 논문은 고전시가 자체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갖는 특수한 성격과

가치를 밝혀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교의

이념 아래 창작되고 향유되었다는 점은 중세 고전시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

요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고전시가의 창작과 전승의 현상 자체를 교육적 현상

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이러한 특수성으로부터 요청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개별 작품으로서만이 아니

라 사적(史的)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학교육적 현상을 만들어냈던 다른 작품

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고, 그것이 지향했던 문학관 및 문학교육관 속에서

그 교육적 특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34)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 양상 , 국어교육연구 23집, 국어교육학회, 1991; 조
규희, 조선 유학의 ‘도통’ 의식과 구곡도 , 역사와 경계 61집, 부산경남사학회, 2006; 권정
은, 도산과 고산의 예술적 계보와 향유: 시가와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 비교문학 43집,
한국비교문학회, 2007; 이상원, 19세기말 화서학파의 <고산구곡가> 수용과 그 의미 , 시조
학논총 27집, 한국시조학회, 2007; 이상원, 17세기 육가형 시조 연구:장경세의 <강호연군

가>와 이중경의 <어부별곡> , 한국언어문학 65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이효숙, 조선시
대 무이도가 수용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 , 어문논집 43집, 중앙어문학회, 2010.

35) 정운채, 퇴계 한시 연구: 성리학적 사유구조의 시적 실현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조규익, 퇴계의 시가관 소고 , 퇴계학연구 2집, 단국대퇴계학연구소,
1988; 이종호, 유교의 문학관과 미의식: 이황의 문장론과 이이의 문도관을 중심으로 , 대동
문화연구 3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홍학희, 율곡 이이의 시문학 연구, 이
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최문형, 율곡의 주기론적 문학관과 시세계, 성균
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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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이 논문은 시교라는 시가 교육에 대한 관념 아래 실현되었던 문학 교육 현

상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졌으며,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가지는지 고찰하기 위해

서 적극적으로 시교를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되었던 이황(李滉, 1501～

1570)의 <도산십이곡>을 중심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조선 성리학

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한 축이며, 역시 국문시가의 창작을 통해 전범의 내면

화를 통한 심성의 수양이라는 시교의 구현 양상을 보여주는 이이(李珥, 1536～

1584)의 <고산구곡가>를 다른 하나의 중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는 시교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성리학으로

체계화한 문학관과 문학교육관의 소산이다. 이 작품들은 제자와 문도들에게 교

육적 영향을 미치려는 명료한 의도를 가지고 창작되었다. 두 작품 모두 전대의

전범적 시가 작품들을 계승하고 수용한 결과이며, 동시에 후대의 작품들에게

새로운 전범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두 작품의 창작과 향유의 양상은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 주어 시교의 실현 양상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는 비교나 대조의 대상이 아니며, 각각 개성

적인 방식으로 시교를 구현해 가는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대의 작품들이다. 이

두 작품을 나란히 다룸으로써 시교의 실현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

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에 두 작품과 이들을 계승한 후대 작품들의 역사적 전

개 양상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도산십이곡>을 둘러싼 문학교육적 현상을 살피기 위해 직접 분석의 대상

으로 삼는 작품들은 <도산십이곡>의 학습 대상이 된 전대의 시가들과 <도산

십이곡>, 그리고 <도산십이곡>에 대한 학습의 양상과 결과를 알게 해 주는

후대의 생산물이다. <도산십이곡>의 창작을 가능하게 한 학습의 대상인 국문

시가들 중 특히 이황이 중점적으로 비판적 계승을 표방한 이별의 <육가>와

<한림별곡>을 검토한다. <도산십이곡>의 학습과 향유 결과는 <도산십이곡>

의 양식을 수용한 육가계 시가의 창작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도산십

이곡>에 대한 향유를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향유 활동의 결과로 육가계 시조를

생산한 경우는 여럿이다.



- 12 -

기존 연구에서 이황 이후 시기의 ‘육가계 시가’로 분류되는 것들은 16세기에

최학령(1512∼1562)의 <속문산육가>, 이정(1528이전∼?)의 <풍계육가>, 권호

문(1532∼1587)의 <한거십팔곡>, 정광천(1553∼1594)의 <술회가> 정도가 있

다. 17세기에 이르면 장경세(1547～1615)의 <강호연군가>, 이득윤(1553∼1630)

의 <서계육가>와 <옥화육가>, 이홍유(1588∼1671)의 <산민육가>, 이중경

(1599∼1678)의 <어부별곡> 전후 삼장이 있다. 18세기에는 안서우(1664∼1735)

의 <유원십이곡>, 권구(1672∼1749)의 <병산육곡>, 그리고 신지(1706∼1780)

의 <영언십이장>이 있다.

이 중 <속문산육가>, <풍계육가>, <술회가>는 작자의 불우한 처지를 토로

하는 문천상의 <육가>나 김시습의 <동봉육가>와 같은 한시 육가 계열에 속

하는 작품들이므로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서계육가>, <옥화육가>, <산민육

가>와 같이 시가가 전해지지 않는 작품들은 제외하였다. 18세기 이후의 시가

들은 <도산십이곡>으로부터 다소 거리가 있어,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할 수 있는 작품들로 분석의 대상을 한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권

호문의 <한거십팔곡>, 장경세의 <강호연군가>, 그리고 이중경의 <어부별곡>

전후 삼장을 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고산구곡가>를 둘러싼 향유와 수용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산구

곡가>와 함께 이이가 적극적으로 내면화하고 계승하고자 한 주자의 <무이도

가>를 고찰해야 한다. <도산십이곡>의 경우와 달리 <고산구곡가>의 경우는

후대에 시가 자체를 가창하거나 구곡가계 시조를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경향이

적게 나타나므로, 문화적 향유를 보여주는 구곡의 경영이나 구곡도의 제작과

같은 향유 양상을 폭넓게 검토하고자 한다.

양식의 범위를 시조에 한정하지 않고 확장할 경우 구곡가계 시가도 다수 창

작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영남학파로 정구(1543∼1620)의 <무흘구곡가>, 이중

경(1599∼1678)의 <오대구곡가>, 이형상(1653∼1733)의 <성고구곡가>, 정만양

(1664∼1730)의 <횡계구곡가>, 채헌(1715∼1795)의 <석문구곡도가>, 이한응

(1778∼1795)의 <춘양구곡가>, 이원조(1792∼1872)의 <포천구곡가>가 있다. 기

호학파의 것은 송시열(1607∼1689)이 주도한 집단창작시 <고산구곡시>가 있고,

김수증(1624∼1701) 집안의 집단 창작시 <곡운구곡가>가 있다. 그리고 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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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1759)의 <황강구곡가>, <화양구곡가>, <화지구곡가>가 있으며, 유중교

(1832∼1893)의 <옥계구곡가>, 이도복(1862∼1935)의 <이산구곡가>가 있다.

이 중 한시 구곡가는 <고산구곡가>보다는 주자의 <무이도가>에 경도되어,

<고산구곡가>의 수용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에 걸쳐 등장하는 가사체 구곡가인 <석문구곡도가>, <옥계구곡

가>, <이산구곡가>는 <고산구곡가>의 양식 선택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후일의

연구로 미룬다. 여기에 위의 목록에서 어부가 계승을 표방한 <오대구곡가>를 더

제외하면, 본격적인 작품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권섭의 <황강구곡가>이다.

이 논문은 시교라는 개념으로 조선 중기 시조인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

가>를 둘러싼 문학적 실천 현상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유교적 전통 내에서 형성되고 계승된 ‘시교(詩敎)’ 개념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중국 고대부터 시교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 시교

가 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이후 성리학적 관점에서 시교에 동의

하고 이를 추구했던 이황과 이이가 생각했던 시교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총괄하여 정리하고 해석하면 시교를 유교

의 문학교육 이론으로 논리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는 교육적 취지에서 창작된 시가로서의 특징

이 뚜렷하므로, 이황과 이이가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창작을 통해

무엇을 실현하고자 했는지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시교 이념을 어떻게 구현하려

고 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산십이곡>이나 <고산구곡가>가 비판

하거나 계승하고자 했던 전대의 시가들과 이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서 이 작품들이 비판한 내용이나 추구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창작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이 추구하는 시가의 성격이 밝혀지면, 이

를 구현하기 위해 작품들이 어떤 구조와 내용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이것이 이 작품들의 교육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창작과 향유가 시교를 실천하는 현상일

수 있는 것은 후대의 문인들이 이 시가들에 대한 학습자로서 이 작품들이 추

구하고 있는 교육적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교육적 효용을 누릴 수 있을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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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실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후대의 문인들이 이 두 작품을 향유하는 방

식과 그 향유의 과정에서 성취한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후대 문인들이 이 작품들을 향유한 기록들, 그리고 생산적인 향유와 학습의 결

과물인 새로운 창작물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시교라는 이념이 중세 조선의 한 구체적인 시기에

구체적인 인물들의 문학 활동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교

육적 성과를 얻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이 문학교육

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는 전대 시가를 생산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며,

스스로 전범이 됨으로써 후대 시가에 생산적 수용의 계기를 마련하는 작품이

다. 더불어 이 작품군들이 보여주는 교육적 현상이 생산성을 보여주었다면 그

러한 교육적 현상을 현대의 고전문학교육에 계승하려는 노력 또한 유의미하다.

따라서 조선 중기 이후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고가>를 둘러싼 문학 교육적

활동의 공과가 밝혀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문학교육에 제안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먼저 시교

가 어떤 내용과 지향을 가지는 문학교육적 관점인지 살피고자 한다. 여기서 정

리된 시교의 개념을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둘러싼 시가 향유와 창작의 구체적 양상들이 시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가 전대의

문학을 향유하고 수용하는 양상은 어떠한지, 이 두 작품은 무엇을 어떤 모습으

로 성취하고 있는지 차례로 고찰한 후, 다시 이들이 새로운 전범으로 기능하며

후대에 새로운 수용를 가능하게 하는 양상을 살피려고 한다. 이 논의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이들이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한 시교의 성격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어떤 시가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다. 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Ⅳ장에서는 시교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

적 의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가교육의 내용을 제안하고, 시교와 시교를 구현하

고자 했던 과거의 문학 실천의 양상들, 그리고 이 모든 대상들에 대한 연구가

문학교육에 보여줄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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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詩敎의 개념과 문학교육적 의의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는 창작의 기획과 실천은 물론 다른 문인들

에 의한 작품 향유와 수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시교의 이념을 추구하고

구현하고자 한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의 문학 활동을 이와 같은 관점

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먼저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교(詩敎)’라 불

리는 시와 시의 교육적 효용에 대한 관점의 내용과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시교는 시교육의 의미와 지향을 통칭하는 말로, 성정의 도야뿐 아니라 사회의

교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시교의 이념적 지향을 확인하고, 이황

과 이이가 가졌던 시가와 시교에 대한 관점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

탕으로 시교가 문학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개념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1. 유교 전통 내 시교의 개념

‘시교(詩敎)’는 주(周)나라 말기에서 진한(秦漢)시대까지의 예(禮)에 관한 학

설을 기록한 예기(禮記)에서 비롯한 개념으로, 시를 통한 인간 교육 및 정치

와 사회의 교화를 의미한다. 시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자가 시교육에 대해 언

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자의 해석으로 체계화되

었다.

시교가 추구한 목표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

다. 물론 개개인의 인품을 도야함으로써 사회에 도가 실현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양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가 있다. 시가를 통한 개인의 인

격적 성장의 목표는 군자다운 인품이며, 시교를 가능하게 하는 시가는 바른 성

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시가 널리 읽혀짐으로써 개인적 차원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면 사회는 교화되어 절로 바르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시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시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

를 추구하는 음악으로 향유된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시교는 악교

(樂敎)와도 통하는 보편적인 예술관이자 교육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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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인품의 도야를 위한 시가교육

(1) 목표: 온유돈후한 인격

중세 이전 사회에서는 문학, 특히 시에 대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

는 관념과 다소 구별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공자가 말씀하였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 사람의 가르침을 알게 된

다. 그 사람됨이 온유(溫柔)하고 돈후(敦厚)한 것은 시의 가르침이다.…(중략)…

시의 뜻을 잃으면 어리석어진다.…(중략)…그 사람됨이 온유돈후하면서도 어리

석지 않다면 이는 곧 시에 깊은 자이다.1)

시가 잘 가르쳐진 나라라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온유돈후(溫柔敦厚)하게 된

다는 것이다. 이 짧은 문장만으로는 온유돈후함이 정확히 어떤 내용 혹은 어떤

특징을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또 사람됨이 온유돈후하게 되는 것

이 시를 배우는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를 배워서 얻게 되는 결과적 특성인

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온유돈후함이 단지 시교육의 부수적인 효과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시교의 핵심 개

념인 온유돈후가 사람의 성격적 특성과 관련되는 개념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

다. 이로써 온유돈후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기 전이라 하더라도 문학교육

의 본질이 사람됨의 형성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됨의 내용이 온유돈후

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의 가르침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믿어

지고 공유되어 온 신념으로, 고대 경전으로부터 중세의 주요 학자와 문인들의

문헌에 이르기까지 이와 유사한 언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 “孔子曰 入其國 其敎可知也 其爲人也 溫柔敦厚 詩敎也…(中略)…故詩之失愚…(中略)…溫柔敦

厚而不愚 則深於詩者也” <經解編>, 禮記 (번역은 이상옥 역주, 개정증보판 신완역 예기
下, 명문당, 2003을 따름. 이하 禮記의 경우 모두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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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란 승(承)이고, 지(志)이며, 지(持)이다. 승(承)이란 군왕의 정치의 선악을

계승한다는 뜻이고, 지(志)란 자기의 생각을 펼쳐서 시를 짓는다는 뜻이며, 지

(持)란 시를 짓는 까닭이 사람의 행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다는 뜻

이다.2)

시의 핵심은 그것을 짓는 사람의 뜻이나 생각, 행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져야 좋은 시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

만, 동시에 시 짓는 활동이 사람의 뜻과 생각, 행실을 연마하는 일임을 말한

것이기도 하다. 시의 본질은 사람됨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예기의 ‘온유돈후’에 대한 공영달의 소(疎)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유돈후가 시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에서, 온(溫)은 안색이 온화하며 윤택

나는 것을 말하고, 유(柔)는 성정(性情)이 온화하여 유순한 것을 말한다. 시는

풍간에 의거해서 하고, 사실을 그대로 지탄하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유돈후

는 시의 가르침이라 한 것이다.3)

시의 가르침을 명백히 태도와 인성에 관한 내용으로 풀이하였다. 온유돈후가

인격적 가치일 때 그것은 한 인간의 안색과 안색으로 나타나는 성정의 상태를

아우르는 것, 즉 판단과 정감을 아우르는 마음의 상태와 그 마음을 드러내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드러내는 행동적 요소까지를 아우르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예기 <경해>편에서 시를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온유돈후함은 부드럽고 온화하되 어리석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즉

온유돈후는 인격적 가치로서, 지혜롭고 온화하여 포용적이고 갈등을 넘어서는

인품을 의미한다.

또한 공영달의 설명에 의하면 어떤 사태에 대하여 말하되 ‘풍간(諷諫)’, 즉

완곡한 말로 잘못을 고치도록 하며, 일을 직접적으로 가리켜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것[詩依違諷諫不指切事情]이 온유돈후함과 관련된다. 이는 시를 배운 사

2) “詩者承也志也持也 承者 承君政之善惡 志者 述己志而作詩 持者 爲詩所以持人之行 使不失墜.”

孔潁達, 毛詩正義.
3) “溫柔敦厚 詩教也者 溫謂顏色溫潤 柔謂情性和柔 詩依違諷諫不指切事情 故云 溫柔敦厚 是詩教

也.”鄭玄 注, 孔穎達 疎, <經解>, 禮記正義. (번역은 조성천, 왕부지 시론상의 온유돈후론
, 중국문학이론 8집,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6, p.14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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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인품이라기보다는 시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언급으로, 시의 언어적

특성과 관련된 지적이다.

언어 표현에 대한 개념으로도 온유돈후의 의미역은 크게 다르지 않다. 풍간

하고 지탄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포용적 태도

와 어조를 의미한다. 즉 올바른 것을 지향하되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공격함으로

써가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부드럽게 회유하여 올바름을 지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날선 말로 나의 옳음만을 내세우는 것

과는 구별되는 태도이다.

이와 같은 시교의 개념은 조선 유학에서도 동일하게 계승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나는 시(詩)에 있어 이른바 사성(四聲)과 팔병(八病)이라는 것은 진실로 익힌

바가 아니나, 이른바 온유(溫柔)하고 돈후(敦厚)한 가르침에 있어서는 또한 일

찍이 대략 들었다. 시의 가르침은 본래 온유하고 돈후한 것을 가지고 성정(性

情)을 다스려 풍화(風化)에 나타나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세상의 도를 돕

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시를 배우는 자들이 혹은 처량하고 깨끗한 것을 뛰어남

으로 여기고 혹은 난삽한 것을 기이함으로 여기며, 혹은 아름답게 조각하는 것

을 공교로움으로 여기고 혹은 삐쩍 마른 것을 고상함으로 여기니, 시의 가르침

이 어찌 진실로 그러하겠는가.

지금 공의 시를 보면 음조에 나타난 것이 간곡하면서도 온화하고, 말에 드러

난 것이 순후하면서도 고상하다. 그리하여 모든 차갑고 괴로운 말과 제멋대로

날뛰는 말과 깎아지른 듯한 폐단과 담박한 병통을 한결같이 씻어 버렸다. 때로

혹 고원(高遠)함에 마음을 두고 세상일에 회포를 부쳐서 가슴속의 감회와 울분

이 의상(意象)의 외면에 은은히 드러난다 하더라도 일찍이 온유함과 돈후함을

근본으로 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듣는 자가 깨달을 수 있고 말하는

자가 죄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이는 시의 가르침에 깊다고 이를 수 있으며, 또

한 그 인품을 자세히 알 수 있다.4)

4) “余於詩 所謂四聲八病者則誠非所習 若所謂溫柔敦厚之敎 亦嘗略聞之矣 詩之爲敎 本欲以溫柔

敦厚者 理性情而形風化 感人心而裨世程 然而學詩者 或凄淸以爲工 或詰屈以爲奇 或雕鎪以爲

巧 或枯槁以爲高 詩之爲敎 豈亶使然哉 今見公詩則其發於音調者藹而和 著於辭氣者醇而雅 凡

寒苦之語 橫軼之言 刻削之弊 淡薄之病 一洗而祛之 時或寄心於高遠 興懷於時事 胸中感憤 隱

見於意象之表 亦未嘗不以溫柔敦厚者爲之本 故聽之者可以有悟 言之者可以無罪 此可謂深於詩

敎 而亦可得審其爲人也” 南九萬, <琴湖遺稿序>,藥泉集 卷二十七.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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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시교를 통해 사람이 온유돈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감동

을 받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개인을 넘어 세상의 도를 돕는 데까지 나아간다

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애초에 시 자체가 온유돈후함

을 근본으로 할 때라는 점이다. 시가 온유돈후함에 근본을 두었다는 것은 음조

가 간곡하며 온화하고, 말이 순후하고 고상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니, 역

시 온유돈후함은 시의 언어가 갖는 특성이기도 한 것으로 보았다. 시어의 온유

돈후함은 설사 세상일에 대한 울분을 노래한다 하더라도 듣는 자로 하여금 스

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며, 말하는 자에게로 화를 돌리지 않게 해 준다. 또한

이와 같은 시는 시인의 높은 인품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즉, 시교는 온유돈후한 인품을 갖게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으며, 이것

을 가능하게 하는 시는 또한 온유돈후한 언어로 쓰여진 것으로, 높은 인품을

가진 사람의 작품이어야 한다. 성인의 온유돈후한 인품이 시의 언어로 나타나

므로 사람들은 그 시를 배워 성인의 인품을 닮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 내용: 바른 성정의 표현인 시가

시교를 통해 온유돈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 또한 모종의 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앞 절에서 지적하였다. 시경(詩經)을 대상으로 하였던

고대의 시교 논의를 이어받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의 성격이 어떠해야 시경
에서와 같은 시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었다. 주자

와 주자의 학문을 잇는 조선의 학자 문인들은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

를 보여준다.

신이 절실히 생각하온즉, 시도(詩道)가 세교(世敎)에 관련됨이 큽니다. 위로

는 교묘(郊廟)에서 노래를 지어 성덕을 부르며, 아래로는 민속의 노래가 시정을

찬미하고 풍자하는 것이 모두 넉넉히 사람의 선악을 감발하고 징계할 수 있으

니, 이는 공자가 시 삼백 편을 산정한바 사특함이 없다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겠

습니다.5)

5) “臣切惟 詩道之關於世敎也 大矣 上而郊廟之作歌詠盛德 下而民俗之謠美刺時政者 皆足以感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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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두시언해>에 부친 것이니 두시의 존재 의의를 부각하고 찬양하려

는 데 본래의 의도가 있는 글이다. 그것이 곧 두보 시를 우리말로 언해하는 까

닭이기도 하다. 이 글에 의하면 두보의 시가 널리 읽힐 가치가 있는 이유는 사

람들의 선을 일으키고 악을 징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의 덕을 찬양하고

선정(善政)을 찬미하며 잘못된 것을 풍자하는 시들이 모두 읽는 이의 마음을

깨우쳐 도덕성을 기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가 비록 배우는 사람이 섬길 바는 아니지만 또한 성정을 읊조리는 까닭에

맑고 화합함을 펼쳐 가슴속의 찌꺼기를 씻어내게 되어 곧 또한 살피고 반성하

는 데 도움이 된다. 어찌 새기고 그리고 수놓고 꾸미며, 뜻을 옮겨 마음을 넓히

는 것으로 마련하겠는가. 이 선집을 보는 사람은 이것을 새길지어다.6)

이이는 시를 배우게 되면 가슴속의 나쁜 생각이나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낼

수 있어서 성찰하고 마음을 닦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처럼 시가

읽는 이의 도덕성을 기르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시가 성정의 표현이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성정의 올바름에 근본을 둔 시가 좋은 시, 즉 교육적 효용을 가

지는 시라는 취지이다. 시가 성정에 근본을 둔다는 것이 반드시 선한 내용만을

다룬다는 의미는 아니다.

무릇 시의 내용이 선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감동시켜 분발하게 할 수 있

고, 악한 것은 사람의 방탕한 마음을 징계할 수 있으니, 그 효용은 사람들로 하

여금 바른 성정을 얻는 데에 돌아가게 할 뿐이다.7)

시경의 시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이다. 그 자체

懲創人之善德 此孔子所以刪定三百篇有無邪之訓也” 曺偉, <杜詩序>, 杜詩諺解 , 전형대 외, 
한국고전시학사, 기린원, 1989, p.67에서 재인용.

6) “詩雖非學者能事 亦所以吟詠性情 宣暢淸和 以滌胸中之滓穢 則亦存省之一助 豈爲雕繪繡藻 移

情蕩心而設哉 覽此集者 其念在玆”, 李珥, <精言妙選序>, 栗谷全書 卷十三. (번역은 한국학
중앙연구원, 율곡학연구총서 자료편 참조. 이하 율곡전서는 모두 동일.)

7) “凡詩之言善者 可以感發人之善心 惡者可以懲創人之逸志 其用歸於使人得其情性之正而已” <爲

政>, 論語. (‘思無邪’론에 대한 朱子註의 내용임. 번역은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논어집주
개정증보판, 전통문화연구회, 2010을 참조. 이하 論語는 모두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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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한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 읽는 사람이 그 선함을 보고 선한 마음을 일으

켜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이고, 시에 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는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경계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하여 바른 마음으로 돌

아가게 한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성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 차원에서 선한 것만을 추구하고 올바

른 판단을 칭송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는 인정을 다하는 것

과 사물의 이치에 통하는 데서 가능할 것인데, 이 중 개인의 심성과 관련된 지

적은 ‘인정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정서를 곡진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므

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희로애락의 정서를 진실하고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분노나 원망조차도 노래할 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는 의지를

흥기시킬 수 있으며, (정치의 득실을) 관찰할 수 있으며, 무리지을 수 있으며,

원망할 수 있다.8)

시의 온유돈후함과 관련하여, 공자가 언급한 ‘원망할 수 있다’는 내용은 논쟁

의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성정을 표현함에 있어 부드러움과 포용에만 초점을

둔다면 군자가 어찌 원망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가 나에게 묻기를, “시는 가히 원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원망하는

것은 군자의 일이 아니거늘 오히려 가히 성정의 바름을 볼 수 있습니까?”하였

다. 말하건대 그 뜻은 깊은 것이라 얕은 견해로는 다다를 수가 없다. 무릇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까닭은 다만 부자와 군신과 부부와 형제와 붕우가 서로 가까이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있으니, 측달충후(惻怛忠厚)한 뜻이 융관주류(融貫

周流)함이 마치 초목이 생의(生意)가 있는 것과 같다.

만일 혹시라도 불행하여 사이지고 떨어지는 바가 있어서, 아들이 아비에게

얻지 못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얻지 못하고 지어미가 지아비에게 얻지 못하고

형제가 서로 기뻐하지 못하고 붕우가 서로 얻지 못하면, 애통하고 상도(傷悼)하

여 능히 스스로 마음에 편안해하지 못하고서 자차(咨嗟)하고 탄식함에 드러내

게 되는 것 또한 인정이 반드시 이르는 바요 천리가 마땅히 그러한 바이다.9)

8) “子曰 小子 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陽貨>, 論語.
9) “或問於余曰 詩可以怨 怨非君子之事 猶可見性情之正耶 曰 其意深矣 非淺見可到 夫人之所以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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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 천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바가 펼쳐지지 않고 어그러졌을 때 이

를 원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마땅한 일이다. 원망이라는 것

이 긍정적인 정의(情意)라고 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원망해야 할 일을 원망

하는 것은 정당한 성정의 발로이다. 아들이 아비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지어미

가 지아비에게, 형제와 붕우가 서로에게 믿음과 신의와 사랑을 얻지 못하고 저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길 가는 남남과 같이 여겨 마음에

아무런 아픔이 없다면 이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마땅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 원망해야 할 일을

원망하는 것은 올바른 성정의 표현에 포함된다.

그러나 원망함에 천칙(天則)을 지나쳐서 분한(忿恨)에 이르게 되면 곧 어지러

워진다. 오직 시의 말은 온유돈후하여 스스로 그 마음의 지성을 다하고 격발(激

發)이 과심(過甚)한 말이 없으니, 그러므로 성인이 귀하게 여기어 이르기를 “가

히 원망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10)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성정의 성격이나 내용 자체라기보다 그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하는가의 문제이다.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혹은 원망함이든 정도

를 지나쳐서 심해진다면 문제가 된다. 설사 즐거움이라든가 사랑의 감정처럼

긍정적인 정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거나 적절한 선을 넘어선다면 결코

바람직한 성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요컨대 ‘올바른 성정’이라는 것이 따

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에 적절하게 표현된 성정이 ‘올바른 성정의

표현’인 것이다. 그 적절함이 지켜진 것이 바로 온유돈후함이다.

人者 只在於父子君臣夫婦兄弟朋友相親相愛之間 而惻怛忠厚之意 融貫周流 如草木之有生意 如

或不幸而有所間隔 子不得於父 臣不得於君 婦不得於夫 兄弟不相悅 朋友不相得 則其所以哀痛

傷悼 不能自安於心 而發之咨嗟歎息者 其亦人情之所必至 而天理之所當然” 柳成龍, <詩敎說>,

西厓先生文集 卷十五. (번역은 정운채, <시교설>의 문학치료학적 해석 , 문학치료의 이

론적 기초, 문학과치료, 2006에 따름. 이하 <시교설>의 경우 모두 같음..)
10) “然怨而過乎天則 至於忿恨則亂 惟詩之言 溫柔敦厚 自盡乎其心之至誠 而無激發過甚之辭 故

聖人貴之 謂可以怨” 柳成龍, <詩敎說>, 西厓先生文集 卷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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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주남과 소남은 친히 문왕의 교화를 입어 덕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모두

그 성정의 올바름을 얻었다. 그러므로 그 말에 나타난 것이 즐겁되 너무 지나치

지 않고, 슬프되 상함에 미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주남․소남 두 편은 홀

로 풍시(風詩)의 정경(正經)이 되었다.11)

주자는 <시경집전서(詩經集傳序)>에서 성정의 올바름을 정서의 차원에서 위

와 같이 설명하였다. 즐거움과 슬픔이 정도를 넘어 지나치지 않은 상태가 성정

의 올바름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시를 해석하는 자

리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관저(關雎)>의 시 주석에서 주자는 저구새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짝이

있어서 서로 난잡하게 하지 않고, 짝이 항상 같이 놀되 서로 친압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이 때문에 정이 두터우면서도 분별이 있으며 이를 천성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도와 도덕에 맞는 행실은 두터운 정과 분별 있는 정서에 뿌

리를 둔다고 보았던 것이다. 사리에 맞는 판단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

또한 지나치지 않는 것을 중시한 것이다.

시의 내용상의 도덕성은 선악 중 어느 쪽을 담더라도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은 본받고 악은 경계하면서 감상하면 되기 때문

이다. 중요한 것은 조화롭고 중도에 맞는 정서를 표현하여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고, 이는 성음(聲音)의 조화를 실현하는 노래로 향유할 때 극대화될 수 있는

자질이다. 시와 통하는 노래의 교육적 효용이 바로 조화로움의 구현에 있기 때

문이다.

시가를 통해 인간이 맛볼 수 있는 희로애락의 극단을 체험하고 정서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폭을 넓히는 것보다는, 중용의 도를 넘어서지 않는 조화로운 정

서를 배우고 여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시교를 위해 중요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온유돈후라는 시교의 이념이 정서의 차원에 적용되는 양상이며,

시교를 위해 경험할 가치가 있는 시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다.

11) “唯周南召南 親被文王之化以成德 而人皆有以得其性情之正 故其發於言者 樂而不過於淫 哀而

不及於傷 是以 二篇獨爲風詩之正經” <詩經集傳序>, 詩經. (번역은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시경집전, 전통문화연구회, 199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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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 성정을 조화롭게 하는 음악

시가와 인격의 밀접한 관계는 음악과 정감의 밀접한 관계에도 기반을 둔다.

시는 노래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일어나고 정감에 근원을 둔 음악

이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직접적인 것이라 긴밀하고도 구체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군자가 말했다. “예악은 잠시라도 몸에서 떼어 놓아서는 안 된다. 음악을 익

히고 그에 의해 마음을 편안하게 갖도록 노력하면 정직하고 양순한 기분이 자

연히 솟아나오는 것이다. 그런 기분이 되면 즐거운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고 그

결과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마음이 하늘에 미치고, 신에

게 통하기에 이른다. 마음이 하늘에 미치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

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으며, 신에게 통하는 사람은 노하지 않아도 위엄이

있다. 이것이 음악을 이수하고 몸을 다스린 사람인 것이다.”12)

음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마침내 하늘과 신에게까지 미치게 만들어 준

다는 것이다. 노하지 않아도 위엄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였으니,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면 인격적으로 완성될 뿐 아니라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정서의

표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셈이다.

음악은 사람의 정에 직접 작용한다. 예기 <악기>에서는 “인륜을 논하여

근심을 없애는 것은 악(樂)의 정이고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은 악(樂)의 작용이다.”13)라고 하여,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절제하고 조

절하는 일이다.

<악기(樂記)>에서 말하는 음악의 본질은 ‘화(和)’에 있다.

음악이란 천지의 조화로움이요, 예란 천지의 차례이다. 화(和)하기 때문에 만

물이 어울리고, 차례를 짓기 때문에 만물이 모두 구별된다.14)

12) “君子曰 禮樂不可斯須去身 致樂以治心 則易直子諒之心 油然生矣 易直子諒之心 生則樂 樂則

安 安則久 久則天 天則神 天則不言而信 神則不怒而威 致樂以治心者也” <樂記>, 禮記.
13) “論倫無患 樂之情也 欣喜歡愛 樂之官也” <樂記>, 禮記.
14) “樂者 天地之和也 禮者 天地之序也 和故萬物諧和 序故群物皆別” <樂記>, 禮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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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본질이 조화로움에 있다는 것은 음악의 태생에서 유래한다. 고대인들

에게 있어서 음악은 농경 사회에서 자연의 변화와 위력을 집중적으로 드러내

는 기후, 그중에서도 바람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음악을

짓는 목적은 다름 아닌 바람을 조절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자연을 조절하고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음악은, 나아가 인간과 우주

만물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였다.15)

무릇 정치는 음악과 비슷하니, 좋은 음악은 화해로움에서 나오고, 화해로움은

각 악기가 침범하지 않는 안정됨[平]에서 나온다. 오성으로써 음악을 화해롭게

하고, 음률로써 오성을 안정되게 한다. 타악기로 시작하고, 관현악기로 연주하

며, 시로 뜻을 말하고 노래로써 시를 읊고, 포(匏)로써 노래를 펼치며, 와(瓦)로

써 연주를 도우며, 혁목(革木)으로 절주를 맞춘다. 각 악기가 그 상도(常道)를

얻은 것을 악극(樂極)이라 한다. 잘 맞는 것이 모인 것을 소리라 하고, 소리가

조응하고 서로 돕는 것을 화해롭다[和]고 하며, 높고 낮은 소리가 제 소리의 범

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안정됨[平]이라 한다. 이렇게 하여 주조한 쇠와 갈고

다음은 돌, 묶은 실과 나무, 박자를 맞추는 북 등으로 연주하면 이에 팔방의 바

람(풍속, 기풍)에 순응하게 된다. 이리하여 여름에는 음기가 막히지 않고, 겨울

에는 양기가 흩어지지 않게 되며, 천지 만물의 음양이 순서를 이루어 비와 바람

이 때에 맞춰 내리게 된다. 이에 만물이 잘 자라고, 백성은 화해롭고 이롭게 되

며, 만물이 갖추어지고 음악이 이루어지며,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가 힘들지 않

게 된다. 이런 까닭에 음악이 올바르다고 말한다.16)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음악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조화는 음

과 소리의 조화에서 시작하여 기후의 조화를 이끌며, 기후 조건의 조화로움에

바탕을 둔 인간 삶의 조화로움에 도달한다. 결국 음악의 조화는 윗사람 아랫

사람으로 이루어진 인간 사회의 조화로움을 이루어낸다고 하였다. 인간 간의

조화와 일치만이 아니라 천인 관계, 즉 자연과 사람의 관계의 조화에까지 이

15) 張法, 中西美學與文化精神, 1994, 유중하 외 역,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pp.120～122.

16) “夫政象樂 樂從和 和從平 聲以和樂 律以平聲 金石以動之 絲竹以行之 詩以道之 歌以詠之 匏

以宣之 瓦以贊之 革木以節之 物得其常曰樂極 極之所集曰聲 聲應相保曰和 細大不踰曰平 如是

而鑄之金 磨之石 系之絲木 越之匏竹 節之鼓而行之 以遂八風 於是平氣無滯陰 亦無散陽 陰陽

序次 風雨時至 嘉生繫社 人民和利 物備而樂成 上下不罷 故曰樂正” 左丘明, <周語>下, 國語
. (張法, 위의 책에서 재인용, pp.122～123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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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된다.

만물의 조화는 지나치지 않음, 절도에 맞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음악의

조화로움이란 희로애락의 정감이 정도를 넘어 넘치지 않는 것, 중용(中庸)의

도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음악만이 개인의 정감을 표현하는 데 그치

는 음악이 아니라 세계의 보편 규율을 보여주는 음악일 수 있었다. 우주의 질

서이자 인간 세상의 조화이며 사람의 마음이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형식과

질서에 부합하는 음악인 것이다. 이러한 음악은 재현이나 표현이 아닌, ‘성정의

도야’를 추구한다.17)

그러므로 “악(樂)은 낙(樂: 즐거움)이다.’라고 한다. 군자는 악(樂)에서 도를

얻고 소인은 악(樂)에서 욕심을 얻는다. 도로써 욕을 제어하면 악이 어지럽지

않고, 욕망으로써 도를 잊으면 미혹하여 즐기지 못한다.18)

감각적 욕구만을 추구하여 음란하거나 정도에 넘치거나 바르지 않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음악을 참으로 즐기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도에 어그러지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통해 군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욕구를 따르

는 일이 아니라 도로써 욕구를 조절하는 일이다. 즐길 만한 것을 즐기는 것이

군자이기 때문이다.

무릇 음(音)은 인심에서 생기고 악(樂)은 윤리와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

(聲)을 알면서 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금수이고, 음을 알면서 악(樂)을 알지 못

하는 자는 일반 민중이다. 오직 군자라야 능히 악(樂)을 알 수 있으니, 이런 까

닭으로 성(聲)을 살펴 음을 알고, 음을 헤아려 악(樂)을 알고, 악(樂)을 헤아려

정치를 알고서야 치도(治道)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聲)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음을 말할 수 없고, 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악(樂)을 말할 수

없으니, 악(樂)을 알면 예에 대하여 기미를 알 수 있다. 예악을 모두 얻은 것을

일컬어 덕이 있다고 하니, 덕은 득이다. 이런 까닭에 악(樂)의 최고는 극단적인

음이 아니며, 잔치의 예는 극단적인 맛이 아니다.19)

17) 張法, 앞의 책, pp.20～43.

18) “故曰 樂者樂者 君子樂得其道 小人樂得其欲 以道制欲則樂而不亂 以欲忘道則惑不樂” <樂

記>, 禮記
19) “凡音者生於人心也 樂者通倫理者也 是故知聲而不知音者 禽獸是也 知音而不知樂者 衆庶是也

唯君子爲能知樂 是故審聲以知音 審音而知樂 審樂而知政 而治道備矣 是故 不知聲者不可與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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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외물과 접촉하여 움직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리가 발생하며, 이것이

뜻을 담은 노래가 되고, 그것이 시(詩)와 가(歌)와 무(舞)로 결합되면 음악이

성립된다는 의식은 <악기>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되며 표현되는 생각이다. 이

와 같이 생성된 음악은 또다시 사람의 마음을 규정하게 되는데, 사람의 정에서

발현한 음악이 다시금 외물이 되어 사람의 마음에 접촉함으로써 다시 정을 불

러일으키게 된다.

성(聲)은 마음에서 정이 움직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음은 질서를 갖춘 것이

다. 여기에 시와 춤을 결합한 것이 악(樂)이다. 악(樂)을 알아야 치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치도가 결국 성정(性情)에 근본을 두기 때문이다. 예악을 알면 덕이

있는 것이니, 결국 음악을 통해 성정을 다스리고 심성을 수양할 수 있다는 생

각이다. 음악의 극치는 극단적인 음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악(樂)의 아름다움의

극치는 ‘화’ 또는 ‘중’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가의 인성론은 중용을 핵심으로

하고, 예악론 또한 중화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화(中和)’의 아름다

움을 구현할 수 있는 음악과 결합하였으므로 시는 교육적 감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관념은 유교 전통을 계승한 조선에서도 유지되었으며 다음과 같

은 생각으로 구체화되어 시교(詩敎)와 악교(樂敎)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왕이 사람을 가르침에 시교를 중요하게 여겼다. 시란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아

말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마음이 느끼는 바가 올바르면 그 말이 곧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순임금이 기(虁)에게 명하기를 “시는 뜻을 말한 것이다.”하였고, 주관

(周官)이 이르기를 “악을 배우고 시를 외운다.”고 했는데, 이는 시교가 악에 근

본을 두고 성음에 의탁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남이 삼백 편의 시작이 되어

규문과 향당, 방국과 천하에까지 두루 써서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완성하는

도구로 삼았고, 금석의 악기에 입혀 태사에게 이를 맡겼다.20)

音 不知音者不可與言樂 知樂則幾於禮矣 禮樂皆得謂之有德 德者得也 是故 樂之隆非極音也 食

饗之禮非致味也” <樂記>, 禮記.
20) "先王敎人 詩之敎爲大 詩者 由於心而形於言 心之所感者正 則其言可以爲敎 舜命夔曰 詩言志

周之官曰 學樂誦詩 此詩敎之本乎樂而依於聲音也 故二南造端於三百篇 用之閨門鄕黨 以及邦國

天下 爲化民成俗之道 而皆被之金石 領在太史" <雅頌序>, 弘齋全書 卷十. (번역은 정조대

왕, (국역)홍재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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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시는 곧 음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정조 5년 이문원에서 <근

사록(近思錄)>을 강한 기록을 보면, 이 자리에서 정조는 “다만 시(詩)라는 것

은 악(樂)인 것이다. 옛사람의 시가(詩歌)는 위로 교묘(郊廟)의 아송(雅頌)에서

부터 아래로 민간의 구가(謳歌)에 이르기까지 관현(管絃)의 곡조에 올리지 않

은 것이 없었으니, 시(詩)의 학(學)이 어찌 악(樂)이 아닐 수 있겠는가?”21)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어진 신하들의 의론으로 보아 시와 악을 동일시하는 것

은 무리이겠으나, 이를 나누는 것 또한 옳지 않은 견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

어 보인다.22) 실제로 과거에 시와 악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었다. 고대사회의

시란 노래 부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시가는 음악을 표현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정을 기르는 방법

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시에 표현되는 바른 성정이 넘치지 않는 ‘중(中)’에 있

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음악 또한 절제하는 중화(中和)를 실현하여 중용의 도

에 머무는 심성을 기르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도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시가교육

시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려진 서경(書經) <순전(舜典)>에서는
“시는 뜻을 말한 것이고 노래는 말을 길게 읊은 것이다.[詩言志 歌永言]”라고

하였는데, 이후 동일한 관점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표명된다. <모시

서>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 관점을 보여준다.

시라는 것은 뜻이 움직여 가는 바이니 마음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써 나타

나면 시가 된다. 정이 안에서 움직여 말로 나타나는데, 말로 부족한 까닭으로

차탄하고, 차탄하여 부족하므로 길게 노래하며, 길게 노래하여도 부족하니 모르

는 사이에 손발로 춤춘다. 정이 발하여 소리가 되고 소리가 무늬[곡조]를 이룬

21) 正祖實錄 권11, 정조5년 3월 18일.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이하
왕조실록의 경우 모두 같음.)

22) 김희는 정조의 물음에 대하여 “시(詩)와 악(樂)은 진실로 나누어 둘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

다만, 삼백 편(三百篇)의 시(詩)가 있기 전에도 이미 오음(五音)과 육률(六律)의 제도가 있었

으니, 또한 같게 해서 하나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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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일컬어 음이라 한다.

잘 다스려지는 시대의 음은 평안하고 즐거우니, 그 정치가 조화로운 때문이

고, 어지러운 시대의 음은 원망스럽고 노여우니, 그 정치가 어그러진 때문이며,

망국의 음은 슬프고도 근심에 가득 차 있으니, 그 백성이 곤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사의] 득실을 바르게 하고 천지를 움직이며 귀신을 감동시키는

데 시만한 것이 없다. 선왕들은 이로써 부부의 도리를 떳떳하게 하고 효와 경을

이루었으며, 인륜을 두터이 하고 교화를 아름다이 하고 풍속을 고쳤다.23)

시와 인격 교화의 관계에 대한 총정리에 가까운 내용이다. 시를 가지고 정사

의 득실을 바로잡고 인간관계를 바로잡아 인륜을 두텁게 하고 교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은 시가 사람의 내

면에 있는 뜻과 정의 자연스럽고 절실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지(志)와 정(情)

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둘 모두 마음의 움직임이다. 뜻[志]은 ‘마음이 가는

바[心之所之]’24)이다. 창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시교육은 뜻의 단련과 관련이 되고, 수용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시를 읽는 것이

‘뜻’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유협(劉勰)은 문심조룡(文心雕龍)의 <명시(明詩)>에서, “시란 지(持)다. 즉

단정함을 지켜나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르게 함으로써 인간의

성정을 바르게 하려는 것이 바로 시인 것이다. 시경에 실려 있는 시 삼백

편을 한마디로 개괄해서 말하자면 ‘사악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

로 귀결된다. 시를 단정함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원

리와 완전히 부합하고 있다.”라고 하였다.25)

“그러면 그것(시)이 가르침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시란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감응하여 말로써 표현된 나머지이

23)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 而形於言 言之不足 故嗟嘆之 嗟嘆之不足 故

永歌之 永歌之不足 不知手之舞之 足之蹈之也 情發於聲 聲成文謂之音 治世之音安以樂 其政和

亂世之音怨以怒 其政乘 亡國之音哀以思 其民困 故正得失 動天地 感鬼神 莫近於詩 先王以是

經夫婦 成孝敬 厚人倫 美敎化 移風俗” <毛詩序> (번역은 김흥규, 조선후기의 시경론과 시
의식,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2, pp.13～14를 참조.)

24) “志者心之所之之謂” 朱子의 論語 주석.
25) “詩者 持也 持人情性 三百之蔽 義歸無邪 持之爲訓 有符焉爾.” 劉勰,, 최동호 역편, 文心雕龍
, 민음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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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음이 감응한 바에는 사악함과 바름이 있으니, 따라서 말로써 표현된 것에

도 옳고 그름이 있게 된다. 오직 성인만이 위에 있어서 그 느낀 바에 바르지 않

음이 없으니, 그 말이 다 족히 가르침이 된다. [그렇지 못한 범인(凡人)은] 그 느

낀 바가 뒤섞이어서 마음으로부터 발(發)하는 바에 가릴 만한 것이 없지 않은

즉, 윗사람이 반드시 스스로 돌이킬 바를 생각하여 이로써 권하고 징계하면, 이

또한 가르침이 된다.26)

시교가 추구하는 바, 시가가 가지는 사회적 차원의 교육적 효용은 다만 개개

인의 각성과 성찰에 따라 개인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정서 함양에 의해

개인들의 인성이 품격 있게 되는 결과로 자연스레 따라오는 수준의 내용이 아

니다. 성인이 위에서 직접 올바른 행위와 판단, 올바른 정서의 표현을 내려 주

면 이를 모범으로 삼아 수용하고 따르게 되고, 일반인들의 시라면 윗사람이 이

를 좋은 시와 그렇지 않은 시로 가려 뽑아 선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또한 교

육적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교화(敎化)의 작용

을 강조한 것이다.

유교적 전통 내에서 이러한 시교의 사회 교화적 측면은 매우 중요시되었으

며, 이는 조선 중기 사대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이는 <문무책(文

武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위 문(文)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외우는 습속이나 사장의 학문에 있지 않으

며 교화를 밝혀서 민풍을 흥작함에 있는 것입니다.27)

이는 시를 포함한 문(文) 전반의 존재 이유가 백성을 교화하여 민풍을 일으

키는 데 있다는 관점이다. 개개인의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이로써 민풍

을 일으키고 사회를 바르게 이끄는 것 또한 가능하다. 오늘날 시나 문학의 교

육적 기능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비교할 때 훨씬 폭넓고 적극적인 관점이라고

26) “曰 然則其所以敎者 何也 曰詩者 人心之感物而形於言之餘也 心之所感 有邪正 故言之所形有

是非 惟聖人在上 則其所感者無不正 而其言 皆足以爲敎 其或感之之雜 而所發 不能無可擇者

則上之人 必思所以自反 而因有以勸懲之 是亦所以爲敎也” <詩經集傳序> (번역은 김흥규, 조
선후기의 시경론과 시의식 (3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pp.26～27을 참조. 이후
같은 글에 대하여 동일함.)

27) “其所謂文 不在於記誦之習 詞章之學 而在於明敎化而作興之” 李珥, <文武策>, 栗谷全書 拾
遺 卷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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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가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이 시에 대한 교

화론적 논의를 강화하고 풍자적 기능에 대한 관점을 억압하여, 시의 사회적 기

능을 축소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다.28)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면만을 치우치게 강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 글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 사람에 대하여 말한 것이요, 성인의 뜻은 이에서 그치지 않는

다. 만일 시도(詩道)의 전체를 논한다면, 곧 반드시 성군이 위에 있어서 오륜의

도로써 그 표준을 세우고, 몸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나라에 천하에 미쳐서, 천하

의 부자와 군신과 부부와 형제와 붕우가 된 이로 하여금 모두 그 이치를 얻게

하여, 은택을 천하에 입히되 한 사람이라도 얻지 못함이 없게 하고, 교화를 천

하에 베풀되 한 가지 일이라도 바르지 않음이 없게 하여, 사람마다 각각 분원

(分願)을 얻게 하여, 훈자(薰炙)하여 태화(太和)를 이루어, 희희호호(熙熙皥皥)

하여 송성(頌聲)이 일어나고 서응(瑞應)이 이르러서, 마치 <인지(麟趾)>가 <관

저(關雎)>에 응하고 <추우(騶虞)>가 <작소(鵲巢)>에 응하듯 그런 뒤에야 바야

흐로 시교의 전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호라, 한 백성이 살 곳을 잃으면 족히

왕정이 그릇된 줄을 알 수가 있고, 한 여인이 버림을 받으면 족히 인민이 곤궁

한 줄을 알 수가 있으니, 천하의 부자와 군신과 부부와 형제와 붕우가 서로 원

망하는 시가 많아서 변풍(變風)이 일어나면, 왕도를 가히 돌이킬 수 없으니, 이

어찌 쉽게 말하리오. 성인은 여기에서 그 느끼는 바가 깊으리로다. 아아!29)

앞에서 인용한 유성룡의 <시교설> 뒷부분이다. 시도(詩道)의 전체, 즉 시교

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모습은 성군이 오륜의 도로 표준을 세워 모든 사람들이

이치를 얻게 하여서 단 한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임

을 역설하였다. 이런 세상이 시경 의 <인지>에서 <관저>까지의 <주남(周

南)> 편과, <추우>에서 <작소>까지의 <소남(召南)> 편이 노래하는, 문왕의

교화를 입어 모든 사람이 성정의 바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세상이다.

28) 김흥규, 위의 책.

29)“然此就一人言之 聖人之意 不止於此 若論詩道之全 則必也聖君在上 以五倫之道 建其有極 由

身而家而國而天下 使天下之爲父子君臣夫婦兄弟朋友 皆得其理 澤被天下 而無一夫之不獲 化行

天下 而無一事之不正 人人各得分願 薰爲太和 熙熙皥皥 而頌聲作 瑞應至 如麟趾之應關雎 騶

虞之應鵲巢 然後方爲詩敎之全 嗚呼 一民失所 足以知王政之惡 一女見棄 足以知人民之困 天下

之父子君臣夫婦兄弟朋友相怨之詩多而變風起 王道不可回 斯豈易言哉 聖人於此 其所感者深矣

噫” 柳成龍, <詩敎說>, 西厓先生文集 卷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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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의 인격을 함양하는 데서 나아가 사회 전체에 도를 이루어지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시교육의 이상을 품었던 시교는 시의 교육적 영향력을 매우 적

극적으로 폭넓게 설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황과 이이의 성리학적 시교 개념

시교는 역사적으로 크게 변화를 겪어 온 개념은 아니다. 유학자들은 오랜 기

간 동안 세상과 사회, 교육과 문화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유지하여 왔으며,

시대와 학자 개인에 따라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무엇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가

정도의 차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기(理氣)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통 유학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논리

화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였던 이황과 이이는 시와 문학에 대해서도 더욱 정

밀한 논리를 펼쳤으며, 같은 맥락에서 성정론(性情論)과 이기론(理氣論)의 관

점에서 보다 구체화된 시교 개념을 펼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심성 수양을 위한 시가교육

전통적으로 시는 학자의 여기(餘技)라고 하여, 학자가 힘써야 하는 본질적인

분야는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본말을 나누어 볼 때 시는 말(末)에 해

당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음 글은 다소 뜻밖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바라건대 공은 우선 주서(朱書)를 정지하고 모름지기 먼저 시경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공자는 “시경의 주남․소남을 읽지 않으면 얼굴을 담벽에 마주하

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고, 한문공(韓文公)도 “시경․서경을 배우지 않으면 배

[腹]가 텅 빈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가사 공이 학문에만 전념한다 하

더라도 예로부터 어찌 시경․서경을 배우지 않은 이학(理學)이 있었던가요.…

(중략)… 전일에 만났을 때 시경을 읽을 것을 권했는데 지금 어떤 책을 읽을까

요 하고 물어온 것으로 보아서는 공의 생각이 시경을 읽는 것이 심학(心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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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하지 않다고 여기어 읽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30)

퇴계가 이덕홍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이 편지에서 퇴계는 무슨 책을 읽으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하는 이덕홍에게 ‘시서를 배우지 않은 이학(理學)이 있겠

는가’ 하면서 시를 읽어야 한다고 강하게 권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학, 즉

학문이라는 것은 결국 심학, 즉 마음을 단련하는 학문을 말하는 것이니, 마음

공부에 시가 시급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시는 비록 학자의 능사가 아니지만 역시 성정을 음영하고 청화를 선창하여

가슴 속의 찌꺼기와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으니 또한 존양성찰에 일조가 된

다.31)

이이의 글에서도 비록 학자의 능사가 아니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시가

인격 교육에 기여한다는 데 대한 선명한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 즉 성정의 바름을 회복하기 위해 시를 향유하는 것이므로

학문하는 것과 시를 하는 것이 같은 길이라는 생각은 특히 조선 중기 사림들

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송대 이래로 중국의 수많은 학자와 문인들이 주자

의 <무이도가>를 단순한 산수시로 받아들였던 데 반해, 조선조의 많은 선비들

은 같은 시를 도를 구하는 학문의 과정을 우의적으로 읊은 시로 이해했다는

사실도32) 시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 “須先讀詩 至佳至佳 孔子以不爲二南爲墻面 韓公以不學詩書爲腹空 假使公專意此學 自古安有

不學詩書底理學耶 晦翁盛年 讀盡天下書 窮盡萬理 門人皆效法之 覺於躬行 功或稍疎 故力言尊

德性 以捄一時之弊 非謂不讀書專治心如象山之說也 非但晦翁 雖象山之學 亦無不讀詩書而但治

本心之理 願公思之…(中略)…前日面勸讀詩 今問讀何書 是公意以讀詩爲不切於心學 而不欲讀之

此大誤也” 李滉, <答李宏仲> 退溪全書 卷三十六. (번역은 퇴계학총서편간위원회, 퇴계전
서(퇴계학역주총서), 사단법인퇴계학연구원, 1989를 참조. 이후 退溪全書는 모두 같음.)

31) “詩雖非學者能事 亦所以吟詠性情 宣暢淸和 以滌胸中之滓穢 則亦存省之一助” 李珥, <精言妙

選序>, 栗谷全書 卷十三.
32) 중국과 조선조 사림들의 <무이도가> 차운시를 비교하면 이와 같은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민홍, 조선조 중기 선비들의 시의식: 주자시의 평석을 중심으로 , 고문화 53집, 한국대학
박물관협회, 1999. 하지만 어떤 면에서 주자도 희작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던, 산수시의 성

격이 짙은 <무이도가>를 조도시(造道詩)로 해석하는 경향은, 조선 사림들이 자신들의 취향

과 심리에 맞는 <무이도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이념적인 해석을 부가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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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의 성리학자들은 유가의 문학관을 충실하게 내면화하였다. 특히 16세

기에 이르러 성리학이 이론적으로 상당 수준에 이르면서 논리는 더욱 정교해

졌다. 특히 뜻을 표현하는 것이 시라는 관념을 매개로 하여 인격과 문학의 느

슨한 관련 양상을 논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학문과 시의 성격적 유사성을

보다 정밀하게 논의하게 되었다.

시와 학문은 한 가지 일인가? 의리를 연궁(硏窮)하여 신심(身心)에 체인(體

認)하여 이회(理會)하여 자득(自得)한 바가 있는 것은 학문이요, 물에 부닥뜨려

흥취를 붙이고 사(事)로 말미암아 회포를 붙여서, 성음(聲音)에 감발한 바 있는

것은 시이니, 허와 실이 다름이 있으니 어찌 한 가지가 되겠는가? 그러면 시와

학은 과연 두 가지 일인가? 정의(精義)가 융회(融會)하는 바는 학이 되고, 성정

이 발월(發越)하는 바는 시가 되어서, 생각이 무사(無邪)에 있고 운(韻)이 자연

에 합치되면 시도 또한 학이니, 어찌 가히 갈라서 둘로 하겠는가?33)

시가 ‘뜻’을 표현한다고 하는 기본 관념이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뜻’을

‘성정(性情)’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개인으로서의 시인의 뜻보다는 인간

보편의 본성적 가치, 혹은 유가적 도덕성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시로 여겨지

게 되었다. 결국 성정의 바름[性情之正]을 회복하는 일종의 수양의 활동 혹은

그러한 수양 활동의 결과로 시를 이해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들의 시공부와 시작(詩作)은 학문생활의 연장선에서 긍정되고 이해되었다. 즉

시작(詩作)은 그 자체로서는 단지 ‘여기(餘技)’에 불과한 것일 수 있으나 마음

의 단련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되었던 것이다.

만일 학으로써 시를 한다고 하면, 학을 하는 이도 또한 시에 뜻을 두는가?

무릇 학은 안이고 시는 밖이다. 군자는 스스로 마땅히 안에서 그 학을 학으로

해야지, 어찌 구태여 밖에서 그 시를 시로 하리요? 학의 도는 안에 붙이고 몸에

가까이하여 그 자득하고자 함을 귀하게 여긴다. 자득하면 능히 스스로 감추지

33) “詩與學 爲一件事乎 硏窮乎義理 體認於身心 有所理會而自得者 學也 觸物而寄興 因事而寓懷

有所感發於聲音者 詩也 虛實有異 焉得爲一 然則詩與學 果爲兩件事乎 精義之所融會者爲學 性

情之所發越者爲詩 思在無邪 韻合自然 則詩亦學也 焉可岐而二之” 洪聖民, <以學爲詩說>, 拙
翁集. (번역은 정운채, <이학위시설>로 본 문학의 양면성과 문학치료의 방법 , 문학치료
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치료, 2006을 참조. 이하 동일한 글에 대하여 모두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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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말에 드러나며, 물에 부닥뜨려 흥이 나면 곡(曲)에 운(韻)을 얹으니, 이

와 같이 아니하면 가히 학이라 이르지 못할 것이며 가히 시라 이르지 못할 것

이다.34)

위 글에서 이어지는 뒤의 논의이다. 학문과 시가 본말의 관계라고 할 때, 힘

쓰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학문이지 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를 돌아보지 않

고 학문을 학문으로 하는 데에 정진하여 자득하게 된다면 저절로 말이 이루어

지고 외물에 맞닥뜨렸을 때 자연스레 일어난 흥에 노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이황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시를 읽으라고 권한 것은 어

떻게 설명되는가?

비록 그러하나 학을 함에 반드시 시로 드러내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사람

이 태어나서는 고요한데 말로 말미암아 펼치나니, 인의예지신의 이치를 갖추고

희로애락의 절도를 두었으나 뜻은 마음이 가는 바인지라, 일에 따라 움직이고

소리를 빌어 마름질하여, 읊조리는 즈음에 성정이 스스로 드러나서, 선단(善端)

을 감발(感發)할 수 있고 사예(邪穢)를 소융(消融)할 수 있으니, 시비하고 풍론

(諷論)함에 그 마땅함을 얻지 않음이 없다. 이는 다만 학으로 시를 하는 것일 뿐

만 아니요, 진실로 학을 위하여 시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35)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악한 찌꺼기를 녹여 씻어낼 수 있는 시는

인간과 세상의 일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풍론하게 되면 마땅함을 얻을 수 있

다. 따라서 성정의 바름에 근본을 둔 시, 온유돈후한 시라면 학자의 학문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이황과 이이 또한 자제들

에게 전하여 향유하게 할 만한 올바른 시를 창작하는 데 힘쓴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34) “若曰以學爲詩 則爲學者亦有意於詩乎 夫學內也 詩外也 君子自當學其學於內焉 敢詩其詩於外

乎 學之道 貴於着裏近已 而欲其自得之也 自得之 則不能自韞 而著之於語 觸物生興 韻之於曲

不若是 不可謂之學也 不可謂之詩也” 洪聖民, <以學爲詩說>, 拙翁集.
35) “雖然 爲學而必於詩乎發之 何也 蓋人生而靜 因言而宣 具仁義禮智信之理 有喜怒哀樂之節 而

志者 心之所之也 隨事而動 借聲而裁 吟詠之際 性情自著 可以感發善端 可以消融邪穢 是非之

諷論之 無不得其宜 此非但以學爲詩 苟爲學 不可無詩” 洪聖民, <以學爲詩說>, 拙翁集.



- 36 -

2) 세상의 이치 탐구를 위한 시가교육

이황은 <도산십이곡발>에서 이 시가를 지음에 있어 온유돈후의 실을 갖추

고자 하였다고 말하였다. 온유돈후의 시교는 유가의 학자들이라면 모두 동의하

고 힘써 추구하는 이념이었으므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의 변화를 겪었다고 보

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황과 이이가 추구한 시교의 내용이 이전 시대의 학자들

이 추구했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우유충후(優柔忠厚)’라는 개념을 새로이 사용했던 이이의 경

우를 좀 더 집중하여 살핌으로써 이들의 관점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이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온유돈후를 거론할 만한 자리에 ‘우유충후’라는 표

현을 사용하였다.36) 특별히 이 개념으로써 온유돈후와 구별되는 의미를 표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거

의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다른 개념인 우유충후를 살핌

으로써 온유돈후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내는 소리 중에서 정(精)한 것이 말이 되는데, 시는 이 말의 더욱더 정

한 것이다. 시는 성정에 근본을 두기 때문에 속이거나 꾸며서 이룰 수 있는 것

이 아니니, 성음의 높고 낮음은 자연스러움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시경
3백편은 인정을 다하고 크게 사물의 이치에 통하며 우유충후하여 요컨대 올바

름에 귀속되니, 이것이 시의 본원이다. 그러나 세대가 점차 내려갈수록 풍기가

점점 어지러워지니, 표현하여 시를 짓는 것이 모두 성정의 올바름에 근본을 두

지 못하고 혹은 거짓으로 꾸밈을 일삼거나 타인의 이목을 기쁘게 하기에 힘쓰

는 것이 많게 되었다.37)

36) 이민홍은 이황은 충담소산이라는 품격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이는 온유돈후라는 용

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이 둘의 문학관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두 사람의 철학적 견해의 차이보다 시교에 대한 견해의

공통점에 주목하였다. 이민홍,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개정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pp.56～57 참조.

37) “人聲之精者爲言 詩之於言 又其精者也 詩本性情 非矯僞而成 聲音高下 出於自然 三百篇 曲

盡人情 旁通物理 優柔忠厚 要歸於正 此詩之本源也 世代漸降 風氣漸淆 其發爲詩者 未能悉本

於性情之正 或假文飾 務說人目者多矣.” 李珥, <精言妙選序>, 栗谷全書 卷三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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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다하고 사물의 이치에 통하며 우유충후하여 요컨대 올바름에 귀속된

다.’고 하였고, 이를 시의 본원으로 보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우유충후는 온유

돈후와 많이 겹치는 개념이다. 다만 맥락으로 보건대 ‘속이거나 꾸미지 않는

것’, ‘자연스러움’, ‘인정에 곡진한 것’, ‘사물의 이치에 통하는 것’을 언급하여,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대상의 성격이나 상태, 상대의 마음 등을 살피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통해 성정의 올바름에 이르고자 한다는

점, 그리고 시를 짓는 것과 노래하고 향유하는 것이 모두 그러한 인격 교육의

효용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퇴계와 다르지 않은 지점이다.

우유충후라는 개념을 통해 좀 더 의미를 궁구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충

(忠)’을 통해서일 것이다. 얼핏 두 말을 비교할 때 온유돈후에서 보이지 않는

개념이 ‘충’이기 때문이다. 고대 갑골문에는 ‘충(忠)’자가 보이지 않는다. 고대의

문헌, 예를 들면 시(詩),서(書),역(易)의 원문 중에는 보이지 않고 춘추시대에

기록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및 논어(論語)에 처음 나타난다. 설문해
자(說文解字)에서는 ‘경(敬)’의 뜻이며, ‘심(心)’에서 비롯한 글자고, ‘중(中)’은

소리라고 하였다.38) ‘마음을 극진히 하는 것이 충(忠)[盡心曰忠]’이라는 것이다.

논어에는 ‘충’자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글자와 연결되어 충신(忠

信), 충서(忠恕)로 나타나기도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參)아! 우리 도는 한 가지 리(理)가 만 가지 일을

꿰뚫고 있다.”하시니 증자가 “예”하고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문인(門

人)들이 “무슨 말씀입니까?”하고 물으니, 증자가 대답하셨다. “부자(夫子)의 도

는 충(忠)과 서(恕)일 뿐이다.”39)

공자가 말한 인(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자신을 이겨내

예에 맞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충(忠)이 요구된

다. 논어 <학이(學而)> 편에서 공자는 “남을 위하여 일할 때 불충실했는

38) 김일환, 충효윤리의 사상적 체계와 이념적 전개 , 교육연구 14집,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p.243.

39) “子曰 參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里仁>, 論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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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물었다. 역시 충이 중요한 요건이다.

주희는 ‘자기를 다하는 것[盡己]을 충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진기(盡己)’는

자기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中心]

타인을 섬기는 것이 충이고 타인의 마음 헤아리기를 내 마음 같이 하는 것이

서(恕)이다.40)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서 이로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과 바람을 이해하는 것이 ‘서(恕)’이다. 공자의 사상을 후세에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증자는 ‘충서(忠恕)’가 공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보

았던 것이다.

흔히 충을 일종의 외재적이고 정치적인 규범으로 여기곤 하지만, ‘국가나

군주에 대한 충성’이라는 의미의 충의 개념은 고대 문헌에 충이라는 말이 쓰

인 사례들에서 그런 종류의 내용만을 주목하여 충의 의미 전체라고 받아들였

거나, 한(漢)대 이후 이루어진 충의 정치적 개념화 이후의 생각들을 전체화한

것이다.

좌구명(左丘明)의 국어(國語)의 <주어(周語)> 상(上)에서는 “속 깊은 곳의

진실한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충이다.”라고 말하며, 또한 “진실한 속마음으

로 외부적 행위에 응대하는 것이 충이다.”라고 하였다.41) 충은 반드시 내심에

서 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외부적 행위와 내부의 속마음이 서로 부합하는

것을 충이라 한다.42) 충은 내외일여(內外一如)이다. 내 마음을 다하여 외부와

합일하는 것이다.

충은 일반적인 관념으로 볼 때 남을 섬기는 것이고,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세상이나 물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

만 충은 단지 외부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을 충실하게 하고 자

기 마음을 다하여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나아가는 양방향적인 개념이다.

우유충후는 본질적으로 온유돈후의 개념에 충의 개념을 더하여 다소의 의미

를 보충하거나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강조된 부분은 나의 충실함을

40)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 육덕(六德)에 대한 소(疏)에서는 ‘중심(中心)이 충(忠)이 되고
여심(如心)이 서(恕)가 된다.’고 하였다. 동양고전연구회(이강수 외), 논어 (개정판), 지식산
업사, 2005.

41) “考中度衷 忠也.”, “中能應外 忠也.” 뤄양(Luo Yang), 공자의 충서사상 논고 , 동서사상 6
집,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9, pp.98～99.

42) “外內倡和爲忠.” 春秋左氏傳 昭公十二年, 뤄양, 위 논문,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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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대상, 세계를 향해 다하는 것이다. 이이가 <정언묘선서>에서 특별히 ‘인

정을 다하고 사물의 이치에 통하는’ 것을 우유충후와 관련하여 말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43) 다른 사람의 마음의 흐름, 사물의 모습 자체에 전일하게 마음

을 다하여 그 곡진함과 이치에 도달하는 것이 의미의 초점인 것이다.

아마도 내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 혹은 추구할 만하거나 바람직한 상태를

제시하는 것을 앞세우기보다는 대상을 탐구하고 포착하기를 강조하는 것은 ‘기

발이승일도(氣發理乘一途)’를 주장한 그의 철학적 사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유충후는 온유돈후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자세이면서 동시에 시에 구현되

는 태도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인정의 곡진함이나 사물의 이치를 드

러내는 방식으로 시에 표현될 가능성이 있고, ‘거짓으로 꾸밈을 일삼는’ 방식으

로 화려한 수식을 도모하는 것과 상반되는 표현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드

러날 수 있다.

이황과 이이는 철학적 입장에 차이가 있고, 이 때문에 특히 그들의 문학 세

계 자체는 상당한 개성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성리학자로

서, 시와 시교육에 대한 이념적 차원의 추구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입

장을 보여준다. 이들은 시의 창작과 향유를 심성을 수양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

아 학문과 동일한 차원의 활동으로 간주하였으며, 시에서 온유돈후 또는 우유

충후라는 인격적 차원의 성취를 추구하였고, 대상과 인정을 세밀하게 포착하고

이치를 드러내며 담박한 표현을 고평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럼으로써 시교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3. 시교의 문학교육적 의의

시교는 중세 이전의 유교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학교육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시교 논의를 문학교육 논의로 해석하여 시교가 교육적 효용

43) “시경 3백편은 인정을 다하고, 크게 사물의 이치에 통하며, 우유충후하여, 요컨대 올바름
에 귀속되니, 이것이 시의 본원이다. (三百篇 曲盡人情 旁通物理 優柔忠厚 要歸於正 此詩之

本源也)” 李珥, <精言妙選序>, 栗谷全書 卷三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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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의 작품을 학습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학습

할 때 시교의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로 좀 더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이

러한 해석을 통해 시교론이 문학교육적으로 갖는 의의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1) 전범 중심의 시가교육

시교는 원래 시경이라는 전범의 학습과 관련해 생겨난 개념이다. 따라서

시교는 전범 중심의 시가교육에서 달성 가능한 시가교육의 모습이다. 전범이란

단지 언어적으로 잘 다듬어진 창작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훌륭한 작품을

의미한다. 이때 훌륭한 작품이란 사람이 진지하게 감상하고 탐구했을 때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 본래적 인간성의 어느 측면엔가는 부합하는 면을

가진 작품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보편 심성을 일깨우

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시경이 오랜 세월 문학적 경전의 지

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사무사(思無邪)’로 요약되는 특성을 지녀 인간의 보편

심성에 부합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교를 위해서 어떤 작품을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시교론은 다

양한 작품이 교육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온유돈후함을 기를 수 있

게 하는 작품이 교육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인성은 시가 갖고 있는 모종의

성격으로부터 형성된다고 보았던 것이다.44) 이 때문에 이후 온유돈후는 시의

향유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인격적 가치로 여겨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훌륭한 시에 표현된 내용이나 표현상의 특징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시경의 성격이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시경의 성
격이라는 ‘사무사(思無邪)’의 의미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온유돈후한 것이 시교인데, 편편마다 다 남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라면 어

찌 어찌 온유돈후할 수 있겠는가?45)

44) 조성천은 예기에서 인격적 특질로 제시한 온유돈후를 공영달의 소에서 창작론으로 변질시

켰다고 보았다. 조성천, 왕부지 시론상의 온유돈후론 , 중국문학이론 8집, 한국중국문학이
론학회, 2006, pp.140～142.

45) “溫柔敦厚 詩之敎也 使篇篇是譏刺 人安得溫柔敦厚” 朱子語類 卷八十. (김흥규, 조선후기
의 시경론과 시의식(3판),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5, p.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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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서(毛詩序)>를 비판한 주자의 이 말은 시경의 시들을 부당한 치세에
대한 비판과 풍자로 읽는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사람을 온유돈후하게 만

들 수 있는 시라면 꾸짖고 나무라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이와 같은 견해는 시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의 마

음에 영향을 미치고 옮겨 간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따라서 사람을 온유돈후하

게 만들 수 있는 시는 그 자체도 온유돈후한 성격을 가진다는 말이다.

어떤 이가 내게 물었다. “시는 어찌하여 지어진 것입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고요함은 하늘이 부여한 성(性)이요, 사물에 감응

하여 움직임은 성의 욕구이다. 무릇 욕구하는 바가 있으매 생각이 없을 수 없

고, 생각이 있으매 말이 없을 수 없다. 이미 말이 있으되 말로써 다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것이 탄식과 영탄으로 나타난 나머지가 자연의 음향과 절주(節奏)를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시가 지어진 까닭이다."46)

시가 성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관점이다. 물론 모든 시가 그렇다는 말은 아

닐 것이다. ‘사무사(思無邪)’로 일컬어질 수 있으며 온유돈후의 시교를 담당할

수 있는 시경의 시가 그러하다는 말이다.

달리 말한다면 시교를 가능하게 하는 시, 교육적인 시는 아무런 정감이나 마

구잡이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性)→ 정(情)→ 시(詩)’의 과정을 거친 시, 심

의 본체인 순선한 성의 발현으로서의 정만을 표현한 시여야 한다는 논지이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올바르지 않은 내용을 읊는 시는 백안시될 수 있었다.

선생께서는 비록 언어와 문자에 있어서도 일찍이 희롱하는 말이나 외설스러

운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태진(太眞)이 임공도사(臨邛道士)를 보내

어 당(唐) 나라 현종(玄宗)에게 알리려고 한 시(詩)를 지어 과시(課試)하려고 하

였다. 그러자 선생께서는 찌를 붙여서 말씀하시기를, “태진의 일은 백낙천(白樂

天)이 처음으로 옳지 못한 일을 만들어 내었고, 어무적(魚無跡)이 극도로 꾸며

서 수식한 것이다. 대장부의 입에서 어찌 음란하고 추잡한 말을 낼 수 있겠는

가.” 하였다.47)

46) “或有問於予曰 詩何爲而作也 予應之曰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夫旣有欲矣

則不能無思 則有思矣 則不能無言 則有言矣 則言之所不能盡 而發於咨嗟詠歎之餘者 必有自然

之音響節族 而不能已焉 此詩之所以作也” 朱熹, <詩集傳序>, 詩經
47) “先生雖言語文字之間 未嘗爲戲褻之語 人有作太眞送臨邛道士 還報唐天子詩 欲課之 先生批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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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이황이 비판받아야 마땅한 역사의 추한 면을 시로 읊는 시도 자체

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기록이다. 백거이는 서사시 <장한몽>에서 현종과 양

귀비의 만남에서 죽음 이후까지의 사랑 이야기를 애틋하게 읊었다. 실제로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심금을 울려 널리 애송되었고, 소설화되

거나 극문학으로 전환되어 오랜 동안 향유되었다.

그러나 이황은 이는 아름답고 올바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

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무리 독자나 청자의 심금을 울리고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정의 올바름에 어긋나는 내용을 읊는 것은 시교에 위배되

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성정의 바름이 깃드는 것은 언어 표현이므로 표현의 올바름 또한 시교

를 가능하게 하는 작품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왕부지가 ‘건필(健筆)’을 비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왕부지는 ‘건필’을 온유돈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논

의한 바 있다.

온유가 시교가 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이 건(健)으로 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건필이라는 것은 혹리가 이로써 판결 문서를 작성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문예계에 험악하며 강경한 말로 작품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 마음

에 근심을 주기에 부족해서인가?48)

단도직입적으로 잘못을 단죄하여 사람을 죽이기에 이르는 판결문과 같은 글

쓰기가 왕부지가 말하는 ‘건필’이다. 사회나 정치,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단도직입적이고 완강하여 분노의 표출과 단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49) 부

드럽고 완곡한 표현을 중시하는 관점은 아무리 올바른 내용을 읊는다 하더라

도 나라와 임금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배척하여 현실 순응의

太眞之事 白樂天始作俑 魚無迹極鋪張之 大丈夫口中 豈可狀出淫醜之語也” 金誠一, <退溪先生

言行錄> 鶴峯集 卷五.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
48) “故聞溫柔之爲詩敎 未聞其以健也 健筆者 酷吏以之成爰書而殺人 藝苑有健訟之言 不足爲人心

憂乎” 王夫之, 庚信 <詠懷> 評語, 古詩評選 卷五. (조성천, 왕부지 시론상의 ‘온유돈후’론
, 중국문학이론 8집,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6, p.143에서 재인용.)

49) 왕부지는 이러한 관점으로 두보나 백거이의 사회 비판적인 시들을 모두 폄하하였으니, 오늘

날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비판 기능을 부정하고 있다. 조성천, 위 논

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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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을 인정하는 태도를 낳기도 하였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관저(關雎)는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으며, 슬퍼하되 상

하는 데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는 이 시를 노래한 이가

성정(性情)의 바름과 성기(聲氣)의 온화함을 얻었음을 말한 것이다. 덕이 저구

(雎鳩)와 같아서 극진하면서도 분별이 있은즉, 후비의 성정의 바름을 엿볼 수

있다. 간절히 생각하여 뒤척임과 금슬(琴瑟) 종고(鐘鼓)로 즐김에 이르러서는

그 슬퍼함과 즐겨함이 지극하되 다 법도에 지나치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시인의

성정의 바름을 남김없이 엿볼 수 있다. 다만 그 성기의 화함을 얻어 들을 수 없

는 점이 비록 한스러울 듯하나, 배우는 자가 그 사(詞)에 즉(卽)하여 이치를 살

핌으로써 마음을 기른다면 또한 시를 배우는 근본을 얻는다고 하겠다.50)

위 글은 시경의 첫 번째 시인 <관저(關雎)>에 대한 주자의 주해이다. 작

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조목조목 이르고 있다. 시가 갖추어야 할 핵심은 요

컨대 ‘성정의 올바름’이다. 주자가 판단하기에 <관저> 시는 성정의 바름과 성

기(聲氣)의 화함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시에 드러난 정서가 슬

픔이든 기쁨이든 과하지 않고 적정한 범위에서 중도의 미를 드러내고 있는 점

이다. 성기의 조화로움을 나란히 말한 것은 특별히 표현의 측면을 언급한 것으

로 보인다.

이 시에서 엿볼 수 있는 성정의 바름은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대상인 후비(后妃)의 성정의 바름이

고, 다른 하나는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성정의 바름이다. 소리의 조화

로움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선 노랫말을 찬찬히 살피고 곱씹어 본다면 독

자 또한 성정의 바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내용이나 어조를

포함한 작품의 성격이 이토록 중요한 까닭은 시가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의 마

음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50) “孔子曰 關雎 樂而不淫 哀而不傷 愚謂此言 爲此詩者 得其性情之正 聲氣之和也 蓋德如雎鳩

擊而有別 則后妃性情之正 固可以見其一端矣 至於寤寐反側 琴瑟鐘鼓 極其哀樂 而皆不過其則

焉 則詩人性情之正 又可以見其全體也 獨其聲氣之和 有不可得而聞者 雖若可恨 然學者姑卽其

詞 而玩其理以養心焉 則亦可以得學詩之本矣” 詩經集傳 (번역은 김흥규, 앞의 책, p.29를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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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성정의 바름

｜

시가 성정의

바름을 얻음

시적 대상의

성정의 바름
⇒

｜

시적 표현의 온건함

독자가 성정의 바름을

얻음

위의 <시집전서(詩集傳序)>에서 논한 내용의 핵심은 결국 ‘희로애락의 표현

이 지나치지 않은 것’과 ‘성기(聲氣)의 화함’이다. 이과 관련해 중용(中庸)의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정이 발하지 않은 것을 중(中)이라 이

르고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 이르니, 중이란 것은 천하의 큰 근

본이요 화란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 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

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된다.51)

즉 희로애락이 일단 발하여 표현되었을 때 이것이 절도에 맞는 것이 화(和)

이다. 희로애락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갖게 되는 상태의 대표

적인 사례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모든 사건과 현상

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 절도에 맞을 때 그것을 ‘화’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

‘화’는 단순한 조화로움을 넘어 도의 다른 이름이 된다.

그렇다면 ‘희로애락이 절도에 맞아 지나치지 않다는 것’과 ‘성기의 화함’이라

는 것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내용과 표현을 아울러 인간의 심성과 관계와

조건을 모두 고려할 때 어느 쪽에도 편벽되지 않는 가장 조화로운 상태, 즉 도

에 합당한 상태에 이른 모습을 이르는 것이다.

이처럼 시가가 희로애락이 ‘중(中)’에 맞게 표현된 상태로서의 ‘화’를 구현하

고 있다면, 화는 그 안에 이미 ‘중’을 내포하고 있다. ‘중’은 미발의 표준인 성

51) “喜怒哀樂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

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中庸 (번역은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대학․중용집주개정증보
판, 전통문화연구회, 2011, pp.84～85를 따름. 이후 같은 책에 대하여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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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며 형체 또한 없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흘러나오는

원천과도 같은 것이다. ‘중’과 ‘화’가 이런 것이라면 ‘화’를 구현하고 있는 작품

을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진심을 다하여 읽고 공부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중

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다.52)

2) 인격 지향의 시가교육

바른 성정에 도달하기 위해 ‘노랫말에 나아가 이치를 살피는’ 방법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시경의 서문에 있다.

“그렇다면 이것[시경]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남[周南, 召南]을 근본으로 하여 그 단서를 구하고, 여러 나라[여러 나라의

풍(風)]를 참조하여 그 변화(變)를 극진히 하며, 아(雅)에서 바르게 하여 그 규

모를 키우고, 송(頌)에서 조화(和)를 이루어 귀결하는 것을 요체로 하니, 이것이

시경을 배우는 큰 취지이다. 이에 문장과 구절로 큰 벼리를 삼고, 그것을 해석

하여 작은 벼리를 삼으며, 읊어 창달하고 흠뻑 젖어 체득하여, 성정의 은미한

사이에서 살피고, 언행의 중추의 시작에서 살핀다면, 몸을 닦아 집안에 미치고

천하를 가지런히 하는 도가 그 또한 다른 데서 구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얻어질

것이다.”53)

위 글에서는 시가를 배우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문장과

구절로 큰 벼리를 삼고 그것을 해석하여 작은 벼리를 삼는다. 둘째, 읊어 창달

하고 흠뻑 젖어 체득한다. 셋째, 성정의 은미한 사이에서 살피고, 언행의 중추

의 시작에서 살핀다. 이렇게 한다면 몸을 닦아 집안에 미치고 천하를 가지런히

하는 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장과 구절을 세밀하게 읽어 살피고 그것을 해석하여 기준을 삼는 것으로

52) 이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가 ‘자득(自得)’이다. 박종덕, 자연과 자득: 지행합일론에 주는

시사 , 도덕교육연구 24집, 한국도덕교육학회, 2012, pp.32～33.
53) “曰 然則其學之也 當奈何 曰 本之二南 以求其斷 參之列國 以盡其變 正之於雅 以大其規 和

之於頌 以要其止 此學詩之大旨也 於是乎章句以綱之 訓詁以紀之 諷詠以昌之 涵濡以體之 察之

情性隱微之間 審之言行樞機之始 則修身及家 平均天下之道 其亦不待他求而得之於此矣” 朱熹,

<詩集傳序>, 詩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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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공부하는 출발점을 삼는다. 시가의 표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언어적

활동은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지만 이것은 시가 공부의 전부도 아니

고 도달점도 아니다. 시가를 공부하는 일은 이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다음 단계는 시가를 읊어 창달하고 흠뻑 젖어 체득하는 일이다. 시가를 노래

불러 입과 몸에 익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언어로

표현된 시의 표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시인이 세상과 자연을 바라

보고 노래했을 때 느꼈던 정감, 언어로는 다 표현되지 못했던 부분을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이다. ‘정이 안에서 움직여 말로 나타나는데, 말로 부족한 까닭으

로 차탄하고, 차탄하여 부족하므로 길게 노래하며, 길게 노래하여도 부족하니

모르는 사이에 손발로 춤춘다.’54)고 하였으니, 마찬가지로 시를 노래함으로써

시인이 말로 다하지 못한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언어에서 시작하여 언어 이면에 담긴 마음과 안목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이와 같은 시 공부는 폴라니의 ‘자득지(自得知; personal knowledge)’를 연상하

게 한다. 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의 상태를 표현하는 성리학적 개념인 ‘자득(自

得)’55)을 사용해 번역한 이 개념은 본래 당사자 자신이 ‘몸소’ 아는 것, 또는

그 지식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을 의미한

다.56) 자득지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명시적 지식뿐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인 묵지(黙知; tacit knowing)의 구조를 모두 체득하게 되었을 때 도

달할 수 있다. 학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도덕, 예술, 종교, 각종 기술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할 때는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묵지가 결부된다.

이와 같은 암묵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진정한 지식, 진정한 앎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득지’는 말의 경계를 뛰어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득지는 신체를 거점으로 확대되고 발전한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손가락

의 상태에 대한 매우 초보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하는 묵지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 하나의 음을 두드리는 초보적인 연주를 익히고, 이와 같은 초점식을 기반

54) <毛詩序>. 원문은 28쪽 각주 23)에 있음.

55) 박천환, ‘自得’의 개념에 비추어 본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理解 , 도덕교육연구 14-2집, 한
국도덕교육학회, 2002.

56) 이홍우, 교과의 내면화 , 아시아교육연구 1-1집,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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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좀 더 섬세하고 복잡한 묵지를 갖게 되며, 다시 이를 바탕으로 더욱

복잡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이, 모든 능력은 이처럼 신체에 뿌리를

두고 외부를 향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간다.

심오한 의미를 담은 시어를 이해하는 것은 수많은 단계의 언어 표현에 담긴

감각을 느끼고 깨닫는 장기간에 걸쳐 확보된 묵지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

다.57) 인간이 이룬 모든 진정한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시가를

‘읊고 창달하여 흠뻑 젖어’ 체득하게 된다는 시경 <모시서>의 생각을 훌륭

하게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마침내 ‘흠뻑 젖어 체득한다.’고 하였는데, 그저 머리

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몸에 익어 익숙해져서 완전히 그 세계 안에 잠

기는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흠뻑 젖어 체득’하게 되면 ‘성정의 은미한 사이에

서 살피고, 언어의 중추에서 시작해 살피’게 된다. ‘성정의 은미한 사이에서 살

핀다.’는 것은 작품의 행간을 읽는 것, 즉 작품의 문면에 언어화되지 않은 암묵

적 지식의 구조를 깨달아 알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언어로 표현된 그 핵심에서 시작하여 면밀하게 살피고 곱씹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시에 표현된 시의 내용과 어조, 정감과 의상(意象)에 의해 펼쳐

지는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 시인의 마음으로 그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 노래한 인간의 일을 마음의 은미한 곳까지 감지하여

알게 되므로, 시 한 편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인간의 마음과 삶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길이 된다.

아름다운 수식과 표현의 말단이 아닌 언어의 중추로부터 나아가 인간 마음

의 깊은 곳과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면모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삶과 세계에

대해 표현된 것 이면의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시 공부를 통해 도달하는 지

점이다. 따라서 시를 이와 같이 공부한다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

平天下)’가 이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가 학문이 되는 이유이며,

시가의 교육이 인간 교육, 인격의 성장을 위한 교육일 수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적 교육 이론에서 내면화라는 개념으로 지칭하는 현상을

묘사한다. 내면화는 개인 밖에 있는 사회적 세계가 개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57) 장상호, 폴라니 인격적 지식의 확장, 교육과학사, 1994,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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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컫는다.58) 내면화는 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으로, 가치가 계속적

으로 스며들어가 개인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용어이

다.59) 결국 주희가 공들여 주장하고 후학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였을 시교의 방

법은 훌륭한 작품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익혀 완전히 학습자 자신의 것

으로 만든 상태를 의미한다. 지식을 이해하여 자득지가 된 상태가 그러한 것처

럼, 이와 같은 이해의 과정을 거친 시교는 인격적 차원의 앎, 학습자의 몸과

마음에 붙박힌 앎이 되므로 시교의 결과가 인격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것은 너

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58) 이수원, 내면화 : 사회적 지식의 형성 ,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9집, 한국심리학회, 1990.
59) 현대 교육에서 내면화는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목표에 의해서 내포되는 행동들을 분석할

때 나타나는 여러 행동 요소를 포괄하고 결합시켜 주는 조직 원리가 될 수 있는 개념이다.

블룸은 내면화를 원리로 하여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를 ‘감수(感受)-반응-가치화-조직화-

가치 또는 가치복합에 의한 인격화’로 분류하였다. Benjamin S., Bloom ed.,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New York, 1956, 林義道 外譯, 敎育目標分類學: 2. 情意
的 領域, 배영사, 19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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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詩敎 실천 양상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는 시교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창작된 시가이

다. 이황과 이이는 학자이자 수많은 사림들의 사표였던 문인들로, 이들은 시교

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창작하였으며, 후

대 문인들은 이 시가의 영향 아래서 감상과 창작 활동을 통해 시교를 달성하

는 양상들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두 개의 절을 통해 각각 <도산십이곡>의

창작과 수용의 양상에서 구현되는 시교의 내용과 <고산구곡가>의 창작과 수

용의 양상에서 구현되는 시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1. <도산십이곡> 창작과 수용의 시교 구현

<도산십이곡>을 둘러싼 시교 구현의 양상은 크게 이황이 <도산십이곡>의

창작을 통해 어떻게 시교를 구현하고자 했는지의 국면과 <도산십이곡>을 후

대 문인들이 수용하면서 어떻게 시교를 구현해 갔는지의 국면으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다.

이 절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황의 발문을 통해 <도산십이곡>을 창작하면

서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도산

십이곡>이 무엇을 추구하고자 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도산십

이곡> 작품 자체의 분석을 통해 이 작품이 담아내고자 한 가치와 지향을 확인

한다. 마지막으로, 후대의 문인들이 <도산십이곡>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지, 또 <도산십이곡>을 수용하여 자신의 시가를

창작함으로써 어떻게 시교를 구현하게 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1) 성정 조화의 추구와 시가 양식의 방향 정립

이황은 발문을 통해 <한림별곡>의 ‘긍호방탕(矜豪放蕩)’함과 이별이 지은

<육가>의 ‘완세불공(玩世不恭)’함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여 심성 수양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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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는 <도산십이곡>을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도산십이곡>의 발문을

토대로 <한림별곡>, <육가>와의 비교를 통해 <도산십이곡>이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고자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한림별곡>의 비판과 시조의 선택

이황은 <도산십이곡발>을 통해 당시 접할 수 있었던 우리말 시가들을 시교

(詩敎)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 도산곡은 도산노인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 곡을 지은 것은 무엇 때문

인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개 말할 수 없이 음탕한 것이 많다. 한림별곡과 같

은 유는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긍호방탕(矜豪放蕩)하고 겸하여 설만희압(褻

慢戱狎)하니 더욱 군자가 숭상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세에 이별의 육가(六歌)

라는 것이 세상에서 성하게 전하고 있으나 오히려 저것이 이것보다는 나으나

역시 그 완세불공(玩世不恭)한 뜻이 있고 온유돈후(溫柔敦厚)의 실상이 적은 것

이 애석하다.

이 노인은 본디 음률을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세속의 음악이 듣기 싫은 것은 안

다. 한가히 있으며 병을 요양하는 여가에 무릇 정성(情性)에 느낌이 있는 것은

매양 시에 발표하나 오늘날의 시는 예전의 시와 다르니,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

할 수는 없다. 만일 노래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속의 말을 가지고 엮어야 한다.

대개 국속(國俗)의 음절은 그렇게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대략 이별의 노래를 본받아 도산 6곡을 둘을 지었다. 그 하나

는 뜻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학문을 말하였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조석으로 익

히어 노래하게 하고 의자에 비겨서 들으려고 하였으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게 하니, 거의 비린을 탕척하여[蕩滌鄙吝] 감발하

고 융통할[感發融通] 수 있거니와 따라서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됨

이 없지 않다.1)

1) “右陶山十二曲者 陶山老人之所作也 老人之作此 何爲也哉 吾東方歌曲 大抵 多淫哇不足言 如翰

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戱狎 尤非君子所宜尙 惟近世 有李鼈六歌者 世

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老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

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

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不得不然也 故嘗略倣李歌 而作爲陶山六曲者二焉 其一

言志 其二言學 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 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

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李滉, <陶山十二曲跋> 退溪全書 卷四十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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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한림별곡>과 이별의 <육가>를 거론하게 된 맥락은 ‘우리 동방의

가곡’ 중에서 당대 사대부들 사이에 널리 불리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노래에 관심을 기울인 까닭은 성정에 느낌이 일어날 때 지어 노래 부를 수 있

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점에 있어서 한시가 가지는 한계를 느끼고 있

었던 것이다.

성정에 느낌이 있을 적마다 시로 나타냈지만 노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

었다는 것이니, 노래란 시에서 더 나아가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음영만 하

는 시는 자아를 귀착점으로 하는 데 반해 가창하는 노래의 경우는 자아를 표

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상대의 마음에 도달하는 것을 귀착점으로 하기2)

때문이다.

다음은 앞 장에서 살펴 본 <모시서>의 일부이다.

시라는 것은 뜻이 움직여 가는 바이니 마음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써 나타

나면 시가 된다. 정이 안에서 움직여 말로 나타나는데, 말로 부족한 까닭으로

차탄하고, 차탄하여 부족하므로 길게 노래하며, 길게 노래하여도 부족하니 모르

는 사이에 손발로 춤춘다.3)

시와 노래는 마음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다. 정감이 일

어 시를 쓰고 나서, 시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남으면 탄식이 절로

나고, 그래도 부족하면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에서 노래, 춤으로 갈수록

더더욱 감정이 고양되고 더 적극적으로 남김없이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고 보

았다.

길게 노래한다는 것은 낮게 읊조리는 ‘음(吟)’보다는 ‘창(唱)’ 쪽에 가깝다. 정

서 표현의 욕구가 더욱 높아졌을 때 채택하게 되는 양식이라고 하였는데, 음

(吟)은 자신의 흥취를 중시하는 자아 중심의 연행 방식인 데 비해 창(唱)은 듣

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타자 중심의 연행 방식이다.4) 마음에 일어난 정서를 홀

로 흥얼거리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길게 노래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나의 정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감응력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기이다.

2) 정운채, 윤선도의 시조와 한시의 대비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3) 원문은 논문 23쪽의 각주 23)을 참조.

4) 이찬욱, 음송의 연원과 양상 , 시조학논총 33집, 한국시조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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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표현하는 능력, 전달하는 능력에 있어서 시가 노래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노래가 물리적으로 인간의 몸을 울리고 인간 본연의 생래적 리듬을 자극

하기 때문이다.

공의 시는 청신하고 놀랄 만큼 빼어나 인구에 회자되었는데, 가곡은 더욱 절

묘하여, 매번 듣고 인후를 울려 높이 읊을 때마다 성운(聲韻)이 청초하고, 그 뜻

이 홀연히 초월한 듯한 기상이 있어 나도 모르는 새 표표히 허공에 나르는 듯,

바람을 가르는 듯하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스라이 사어

(辭語)에 드리워 사람으로 하여금 울울히 느끼고 일으켜 찬탄하게 하는데 미치

니 공이 아니고서는 하늘이 낸 충의(忠義)와 세간의 풍류에 어느 누가 능히 끼

어들 수 있겠는가?5)

정철의 시가에 대한 이선의 평가이다. 노래하거나 들을 때 받게 되는 감동에

집중하고 있다. 목구멍을 울려 청초한 소리를 내면 듣는 이의 정서를 자극하여

허공을 날고 바람을 가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고, 시에 감동하여 우군애국의

마음이 더욱 깊이 우러나게 된다는 고백이다. 소리를 온전히 살린 우리말의 성

조와 가락이 어울리면서 시에서 미처 드러내지 못한 정이 마저 발현되었던 것

이다.6)

이황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극대화하는 노래를 통해 노래

를 부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감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

다. 또한 이 감화의 궁극적 목적은 ‘탕척비린(蕩滌鄙吝) 감발융통(感發融通)’,

즉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고 자연의 도, 인간의 순연한 본성과의 완전한 융합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황은 당시 크게 유행하던 <한림별곡>을 비판한다. 문

인들이 <한림별곡>을 부르면서 다 같이 도취하고 격정을 경험하면서 노래가

주는 강렬한 정서 체험을 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흡인력을 갖는 노래임은 틀

5) “公詩詞淸新警拔 固膾炙人口 而歌曲尤妙絶 今古每聽 其引喉高詠 聲韻淸楚 意旨超忽 不覺其飄

飄乎如憑虛而御風 至其愛君憂國之誠 則亦且藹然於辭語之表 至使人感愴而興嘆焉 苟非公出天

忠義間世風流 其孰能與於此” 李選, <松江歌辭後跋>, 芝湖集 卷之六.
6) 박애경은 시에서 미처 드러내지 못한 정이 우리말의 성조와 가락과 어울리면서 비로소 발현

된다고 하였다. 박애경, 시와 가의 위계화와 가의 위상을 둘러싼 제 논의 , 열상고전연구
33집, 열상고전연구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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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노래는 실망스러웠으니, ‘방탕한 데다 외설적이고 친압

하다.’고 혹평하고 있다. <한림별곡>과 같은 오만하고 방탕한 노래를 그처럼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일이다.

元淳文 仁老詩 公老四六

원슌문 인노시 공노사륙

李正言 陳翰林 雙韻走筆

니졍언 딘한림 솽운주필

沖基對策 光鈞經義 良鏡詩賦

튱긔대척 광균경의 량경시부

위 試場ㅅ 景 긔 엇더니잇고

시댱 경

(葉)琴學士의 玉筍門生 琴學士의 玉筍門生

금학사 옥슌문생 금학사 옥슌문생

위 날조차 몃부니잇고

<한림별곡>의 내용에서는 한껏 부풀어 있는 신진사대부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그저 사대부의 문화와 실력을 집단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나’에 대한 자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게다가 이처럼 드높여

자랑하는 사대부의 실력과 문화적 세련의 면모는 학문과 식견에만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술과 음악, 꽃과 같은 흥취의 대상에 이르고, 젊은 세대와 밀고 끌

면서 한껏 저 높은 곳까지 이르고자 하는 당당함과 호기로 한껏 고취되는 화

려한 도취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대부의 문화적 자부심을 노래한 <한림별곡>의 내용 자체가 그처

럼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비판의 초점은 노래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16세기 한림별곡 향유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노

래가 주로 불려진 것은 과거 급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였다.

유생(儒生)들이 처음 과거(科擧)에 오르면 사관(四館)에 나누어 속(屬)하게

하고 허참(許參)·면신(免新)의 예절이 있으며 한림별곡(翰林別曲)을 본관(本館)

의 모임에 노래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속입니다.7)

7) 성종실록 성종6년 을미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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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과거에 오른 이가 있으면 새로 출사하는 관원이 구관원에게 음식을 차

려 대접하는 허참(許參)과 다시 구관원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여 동석을 허

락받는 면신(免新)의 예를 갖추는 풍속이 있었는데, 급제자를 맞이하는 자리였

으므로 <한림별곡>과 같은 사대부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노래가 제격이었을

것이다.

춘추관과 그 외의 여러 겸관을 청하여 으레 연석을 베풀어 위로하고 밤중에

이르러서 모든 손이 흩어져 가면 다시 선생을 맞아 연석을 베푸는데, 유밀과를

써서 더욱 성찬을 극하였다. 상관장(上官長)은 곡좌(曲坐)하고 봉교(奉敎) 이하

는 모든 선생과 더불어 사이사이에 끼어 앉아 사람마다 기생 하나를 끼고 상관

장은 두 기생을 끼고 앉으니, 이를 ‘좌우보처(左右補處)’라 한다. 아래로부터 위

로 각각 차례로 잔에 술을 부어 돌리고 차례대로 일어나 춤추되 혼자 추면 벌주

를 먹였다. 새벽이 되어 상관장이 주석에서 일어나면 모든 사람은 박수하며 흔

들고 춤추며 〈한림별곡(翰林別曲)〉을 부르니, 청가(淸歌)의 매미 울음소리 같

은 그 틈에 개구리 들끓는 소리를 섞어 시끄럽게 놀다가 날이 새면 헤어진다.8)

비슷한 경우로, 과거 급제 후 한림계 관직인 삼관에 오를 경우 치르는 신고

식에 대한 기록이다. 어두워질 무렵 신참자를 괴롭혀 기를 꺾고 위계를 세우

기 위한 놀이를 벌인 이후 밤중까지 놀다가 모든 손이 돌아가고 나면 선생을

맞아 더욱 풍성하게 연회를 벌였다. 이때 기생들이 함께 참석하여 술판을 벌

이고 춤을 추며 놀다가 취흥이 극에 달하면 상관장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자

리에서 일어나 박수치고 춤추며 불렀던 것이 <한림별곡>이다. 기생들이 부르

는 전문적이고 세련된 ‘청가’의 매미소리 틈에 사대부들이 다 같이 부르는

<한림별곡> 소리는 개구리 들끓는 소리처럼 시끄러웠다고 묘사하고 있다.

<한림별곡>은 매 장마다 후렴이 반복되는 구조로, 메기고 받는 집단창의 형

태로 불리는 노래였다.9) 아마도 본사는 기생들이 부르고 관원들이 후렴을 부

8) “請春秋館及諸兼官 例設宴慰之 至夜半諸賓散去 更邀先生設席 用油蜜果尤極盛辦 上官長曲坐

奉敎以下與諸先生間坐 人挾一妓 上官長則擁雙妓 名曰左右補處 自下而上 各以次行酒 以次起

舞 獨舞則罰以酒 至曉 上官長乃起於酒 衆人皆拍手搖舞 唱翰林別曲 乃於淸歌蟬咽之間 雜以蛙

沸之聲 天明乃散” 成俔, 慵齋叢話 卷四.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한국고전종합DB
를 참조.)

9) 박경주, 경기체가의 연행방식과 성격변화 ,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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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행의 용재집에도 “위아래가 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모두 일어나 상관장을 위해 주례(酒禮)를 행하고, <한

림별곡>을 함께 불렀다. 늘어선 기생이 서로 화답했으며, 소리가 멀리까지 퍼

졌다.”고 하였다.10)

청가는 기생들의 노래로, 독특한 발성으로 이루어지며 희학적 분위기를 조성

하는 노래였기에 이를 부르는 맥락은 떠들썩하고 웃음이 낭자한 분위기로 묘

사되곤 하였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 청가를 희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기

에 아마도 그 가사의 내용이 외설적이었으리라 짐작된다.11) 왕도 인정하고 여

러 기록에 등장하는 공인된 잔치였지만12), 그 분위기가 퇴계와 같은 사림파의

성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다지 점잖은 편은 아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청가와 <한림별곡>이 별개의 노래였다고는 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불려졌으

니, <한림별곡>의 내용이 한껏 자부심을 드러내고 오만할 정도로 자신들의 우

월함을 자랑하는 것이었던 데다가 노래 부르는 맥락은 방탕하고 외설적인 분

위기였던 것이다. 이황의 <한림별곡> 비판은 단지 <한림별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대 질탕한 연회의 음악으로 널리 불리던 속악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황이 노래를 지으면서 <한림별곡>의 즐거움을 배척하고자 했다면 노래의

무엇을 취하고자 했던 것인가? 군자에게 음악과 노래가 즐거운 까닭은 그것이

마음을 닦고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림별곡>의 즐거움은 여기

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황은 이를 비판하고 진정한 음악의 본질을 구현할 수

10) 황병익, 고려 속가의 연행 상황과 연행상의 변화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에서 재인용.

11) 류속영, 16세기 사대부 가요의 전개와 향유 양상,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91～95.

12) 연려실기술에는 한림 잔치가 철폐된 데 대한 아쉬움이 드러난 지봉유설의 내용을 싣고
있어 주의를 끈다. “고려 때부터 한림을 가장 중히 여겨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영주(瀛洲)

에 오름과 같이 여길 정도였으니, 한림별곡(翰林別曲)을 보아도 상상할 수 있다. 이른바 ‘한

림 잔치[翰林宴]’란 것은 우리 조선에 와서 시작되어서 더욱 심하여졌는데, 근세에 와서는 옛

풍습을 일컬을 것이 없다고 하여 4관(館)의 옛 규정을 거의 철폐하여 드디어 묻혀버리기에

이르렀다. 아, 옛 풍습이 없어지면서 기강이 무너졌으니 비록 옛것 그대로 회복하려고 하나

되지 않는다.” 李肯翊, <藝文館>. 官職典故 , 練藜室記述 別集 卷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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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래, 정감을 펼치되 조화롭게 구현하여 마음의 수양에 도움이 되는 노래

를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아, 선생은 여기에서 이미 그 참된 낙을 얻었으니, 그 참된 소리를 좋아할 것

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찌 세속 사람이 정위(鄭衛: 정풍과 위풍)를 좋아하여 음

란함을 증가시키고, 옥수(玉樹)를 들어 호탕케 하는 것에 비하겠는가?13)

시경의 <정풍>과 <위풍>은 예기에서도 난세의 음악이라고 평가한 음

악이다. <옥수후정화> 역시 진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음란학 음악이다. 이황은

정풍․위풍이나 옥수와 같은 노래와 달리 ‘참된 소리’는 참된 즐거움을 주기에

감상자의 뜻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내가 늙어 시골로 물러나오고부터는 마음이 한가롭고 일이 없어서 옛사람들

이 술을 마시며 읊었던 것 중에 노래할 만한 시문 약간 수를 그러모아 비복들에

게 가르치고는 (이들이 노래부르는 것을) 때때로 들으며 기분을 풀곤 하였다.14)

이현보가 ‘노래를 들으며 기분을 풀곤 하였다.’는 것은 마음의 찌꺼기를 쓸어

내고 조화롭지 못한 정서의 가닥들을 정돈하였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작용이 가능했던 것은 그 노래가 마음을 바르게 이끌 만한 내용을 갖추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음악 자체가 조화로운 마음에 이르게 하는 성격의 것이

었기 때문이라 보아야 한다.

사람들이 상화점(霜花店) 제곡을 들은즉 수무족도(手舞足蹈)하고, 어부사를

들은즉 싫증내고 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사람이 아니면 실로 그 소리를

알지 못하니 또 어찌 그 음악인들 알겠는가.15)

그러나 이황이 <어부가> 발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쌍화

13) “噫 先生之於此 旣得其眞樂 宜好其眞聲 豈若世俗之人悅鄭衛而增淫 聞玉樹而蕩志者比耶” 李

滉, <書漁父歌後>, 退溪全書 卷之四十三.
14) “余自退老田間 心閒無事 裒集古人觴詠間可歌詩文若干首 敎閱婢僕 時時聽而消遣” 李賢輔,

<漁父歌序>, 聾巖集, 卷三.
15) “然人之聽之 於彼則手舞足蹈 於此則倦而思睡者 何哉 非其人 固不知其音 又焉知其樂乎”, 李

滉, <書漁父歌後>, 退溪全書 卷四十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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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노래는 좋아했지만 이미 <어부가>를 들으면 싫증을 내고 졸면서 즐기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그 음을 알지 못하므로 음악을 즐길 수도 없었던 것이다.

오직 농암 이현보와 같은 사람만이 강호의 낙의 참다움을 얻었으므로 이와 같

은 음악을 즐길 수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미 <어

부가>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도산십이곡>이 <한림별곡>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지점에서 <육가>를 거

론했던 것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가곡창이라는 음악적 요건에 대한 선택이라

고 볼 수 있다. <시경>으로부터 이어지는 성리학적 예악의 관점에서 볼 때 시

교를 성취하기 위하여 보다 적합한 노래의 양식은 가곡창에 얹어 부르는 시조

였다. 시조 양식의 미학은 고도의 절제미, 태평스런 유장미, 안정된 균제미 등

을 본질로 한다는 논의를 고려할 때, 시조는 양식적 본질에 있어서 성정의 순

화라는 목표에 걸맞는 장르였던 것이다.16)

이처럼 성정의 조화를 표현하고 이룰 수 있는 음악인 시조 양식을 선택했던

<도산십이곡>은, 성정의 바름을 추구할 수 있는 뜻을 온유돈후한 언어로 노래

하였다. 이로써 <도산십이곡>을 부르는 감상자들이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고,

자연에 드러난 도리를 추구하는 학문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2) 배타적 태도의 경계와 온유돈후의 추구

이별의 <육가>는 연시조 양식의 노래로, <한림별곡>의 문제를 극복하고 채

택할 수 있는 대안을 보여주었다. 이별의 <육가>는 장육당 이별(李鼈, 147

5?～?)이 평산에서 은거하며 남긴 6수의 연시조로, 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증손자인 이광윤의 양서집에 한역되어 4수가 전해지고 있다. 최재남에 의해

학계에 소개된 후17) <장육당육가>라는 제명으로 불리고 있다.

<육가>는 홍진의 어지러움과 이익만을 쫓는 소인배의 삶을 비판하며 강호

에 은거하고자 하는 뜻을 밝힌 노래이다. 일단 <육가>는 군자가 지향할 만한

16) 김학성, 시조의 양식적 독자성과 현재적 가능성 , 한국 고전시가의 전통과 계승, 성균관
대학교출판부, 2009, pp.299～301.

17) 최재남, 장육당육가와 육가계시조 , 어문교육논집 7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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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의 어지러움에 몸을 섞지 않고 강호에

머물면서 수신하는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노래하는 데

호감을 보이는 것은 이현보의 <어부가>에 대한 이황의 평가에도 드러난다.

매양 아름다운 손님이나 좋은 경치를 만날 때마다 수함(水檻)에 비기어 연정

(烟艇)을 희롱하고 반드시 몇 명의 아이들로 하여금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고

소매를 연하여 너울너울 춤을 추게 하였으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

라보면 어렴풋이 신선과 같이 보였다. 아, 선생은 여기에서 이미 그 참된 낙을

얻었으니, 그 참된 소리를 좋아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18)

<어부가>는 참된 즐거움을 얻었으니 참된 노래라고 보았다. 그러나 <도산

십이곡>을 창작하는 시점에 이르면 <어부가>는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해 노래

불려지지 않았으므로 이 양식을 택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육

가>는 <어부가>와 같이 ‘신선과 같은’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세상의

도가 어그러짐을 비판하고 몸을 깨끗이 보존하고자 하는 유가적 전통에 닿아

있다.

장육당육가(藏六堂六歌)가 있어서 세상에 전한다. 퇴도(退陶) 이 선생(李先

生)은 ‘너무 오만하다.’고 하였는데, 세상을 등지고 마음대로 살았으니 그 말씀

이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혼탁한 세상을 만나 몸을 깨끗이 하고 멀리 떠나

세상의 허물을 잊은 것이 있으니, 그가 뛰어나게 걸출하여 높이 세속을 벗어나

서 시원한 기산(箕山)ㆍ영수(穎水)의 풍도가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19)

<육가>의 태도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혼탁한 세상을 만나 몸을 깨끗이

하고 멀리 떠나 세상의 누(累)를 잊은 것’을 성리학자의 입장에서 인정할 만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육가>의 채택은 양식의 측면에서였다. 그 내

용과 태도의 ‘완세불공’함은 비판받고 있기 때문이다.

18)“每遇佳賓好景 憑水檻而弄烟艇 必使數兒竝喉而唱詠 聯袂而蹁躚 傍人望之 縹緲若神仙人焉 噫

先生之於此旣得其眞樂 宜好其眞聲” 李滉, <書漁父歌後>, 退溪全書 卷四十三..
19) “有藏六堂六歌 傳於世 退陶李先生以爲太傲然遺世放跡 其言固然 遭濁世 潔身遠引 忘世累則

有之 亦足以想見魁梧傑出 高蹈拔俗 泠然有箕穎之風”, 許穆, <藏六堂六歌識>, 眉叟記言 別
集 卷十. (번역은 국역미수기언Ⅲ, 민족문화추진회, 1979, p.24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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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의 형식은 이별 이전에 한시 <육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시 <육가>들은 모두 세상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탄식하고 슬퍼하는

내용이다. 김시습의 <동봉육가>와 그에 영향을 준 문천상의 <육가>는 모두

두보의 <동곡칠가>에 연원이 닿아 있으며, 내용상이나 형식상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천상의 <육가>는 난을 당해 온 가족이 겪은 비극적 운명을 노래하고

절규하는 내용이며, 김시습의 <동봉육가>는 자신의 가계사를 안타깝게 회상하

며 세상에서 뜻을 펼칠 수 없었음을 탄식하는 내용이다.

이별의 <육가>는 이러한 한시 <육가>의 흐름에서 벗어나 시조 양식으로

형식과 표현상의 변화를 꾀하였고,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호소하는 데 그치

던 내용 또한 변형하였다. 도리에 어긋나고 이익만을 쫓는 무도한 세상에 대한

비판과, 그러한 세상을 등지려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조라는 양식의 선택과도 관련이 있다. 시조라는 장르의 특

성상 대외적 자기 표명이라는 성격이 강화되기 때문이다.20) 내면의 갈등보다

는 외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데 더 적합한 장르가 시조

이다. 그런 점에서 장육당 <육가>의 장르 전환은 대단히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황 또한 교육적 영향을 목적으로 하는 노래를 지으

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별과 같은 선택을 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육가>가 ‘완세불공(玩世不恭)’하여 ‘온유돈후(溫柔敦厚)’하지 못하다

는 점이다. <육가>가 온유돈후하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이황이 완세불공하다고 평가한 <육가>의 내용은 세상을 버리고 은거하는

삶을 노래한 것이다. 작자인 이별은 박팽년의 외손이라 하여 배척되었으며, 셋

째 형이 무오사화,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형제들이 벼슬길이 막히거나 불우해지

20) 이상원은 김시습의 <동봉육가>는 화합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의 내적 방황을

노래하고 있는 데 반해 <장육당육가>는 현실 부정의 요소를 표면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상원, ‘육가’ 시형의 연원과 ‘육가형 시조’의 성립 , 어문논집 52집, 민족어문학회, 2005,
p.197. 한시와 시조의 장르적 특징과 관련하여, 정운채는 동일 작가의 한시와 시조를 비교 분

석한 결과 시조는 시적 자아의 시선이나 발화가 밖을 향하여 정서가 정감적이고 동적인 데

반해 한시의 시적 자아는 자신의 내면을 향해 발화하기 때문에 사색적이며 정적이라고 평가

하였다. 정운채, 윤선도의 시조와 한시의 대비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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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은거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려진 <육가>는 어지럽고

무도한 세상을 거세게 비판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인다.

최재남은 ‘완세불공’하다는 이황의 평가가 주로 <육가>의 삼행(종장)에 드러

나는 세상에 대한 멸시와 냉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21) 즉 ‘세상에 이득

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라든가,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을 모르래라’와

같은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 태도가 세상을 배척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한시 <육가>가 세상을 원망하고 삶을 비관하는 노래였다면 이별의 <육

가>는 세상을 비하하고 밀어내는 노래였던 셈이다.

이별의 <육가>가 보여주는 세계를 극복하여 <도산십이곡>이 온유돈후함을

성취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근거한다.

첫째, 지향22)의 긍정성이다. <도산십이곡>은 긍정적 대상을 긍정하고 있

다.23) 퇴계가 ‘천석고황(泉石膏肓)’에 들어 간절히 바라는 자연은 ‘幽蘭이 在谷

니 自然이 듯디 죠희 / 白雲이 在山니 自然이 보디 죠해’와 같이 사시 아

름답고 그 안에서 즐거움이 무궁한 자연이다. ‘春風에 花滿山고 秋夜에 月滿

臺라 / 四時佳興이 사과 한가지라 / 믈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야 어 그

지 이시리’에 이르면 그 자체로 구현된 도를 보여주며 아름답고 완전하고 자유

자재한 자연이다.

<도산십이곡>과 비교해 보면, <육가> 또한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지향을

노래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 자체를 긍정하는 지향이기보다는 자연의 반대항인

‘세상’과 ‘세상사람’을 부정한 결과이다.

산마루에 단풍들고 비인 강 영락한 제

비 내리는 낚시터에 고기 낚는 이 재미

세상의 구리배들이야 친구해서 무엇 하리 (2연)24)

21) 최재남, 이별의 평산은거와 <장육당육가> ,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pp.45～52.

22) 언지는 뜻을 읊었다. ‘지(志)’는 마음이 향하는 바[心之所之], 즉 지향이다. ‘지(志)’는 마음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방향이다.

23) 온유돈후함이란 대상에 대한 긍정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가 온유돈후함은 아니다. 긍정적인 대상을 긍정할 때 진정한 온유돈후함이라 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대상은 부정하는 것이 온유돈후함이다.

24) 赤葉滿山椒 空江零落時 / 細雨漁磯邊 一竿眞味滋 / 世間求利輩 何必要相知. 시의 번역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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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산 맑은 물 못 이루어 달 띄우네

맑으면 갓끈 씻고 흐리거든 발 씻으리

어찌타 세상 사람 청탁 있는 줄 모르는고. (4연)25)

세상은 ‘이득을 찾는 무리[求利輩]’들이 활개를 치는 곳이요 그 세상의 가치

는 ‘공명’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화자에게 ‘공명’은 ‘헌신짝’일 뿐이다. 육가의

자연은 ‘산마루에 단풍 들고 비인 강 영락’한 자연이다. 이 쓸쓸함은 부정에 대

한 반작용으로 선택한 자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정서이다.26)

둘째, 선택의 주체성이다. 도산십이곡의 화자의 경우 은거를 선택하는 근거

가 자기 내부에 있다. ‘천석고황(泉石膏肓)’으로 규정되는 자기 내부의 지향성,

자신의 강렬한 욕구가 ‘초야우생(草野愚生)’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근본적 동력

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육가>의 화자는 끊임없이 세상을 의식한다. 남아 있는 네

수 중 세 수가 세상을 언급하고 있다. 스스로의 욕구나 자연과 은거의 매력에

대해서는 노래하지 않고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무리나 공명에 대한 과장된 거

부의 몸짓을 취하거나, 청탁(淸濁)을 모르는 세상 사람에 대해 노래한다.

셋째, 다른 가치에 대한 포용성이다.27) <도산십이곡>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선택을

재남, 앞의 논문을 따름. 이하 동일.

25) 玉溪山下水 成潭是貯月 / 淸斯濯我纓 濁斯濯我足 / 如何世上子 不知有淸濁

26) ‘온유돈후’를 온화함, 긍정성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에는 연구자들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

어 보인다. 정운채는 퇴계의 사상과 한시의 시세계를 바탕으로 <도산십이곡>을 분석하면서

‘온유돈후’를 대상에 대한 시각, 즉 ‘物에 대한 긍정적 관심’의 시상으로 파악하여, 물의 의미,

물의 미감, 물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온유돈후’라 하였다. ‘온유돈후’를 대상에

대한 관점으로 본 점에서 자신의 뜻을 세우는 태도로 파악한 본고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긍정성’을 ‘온유돈후’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점은 동일하다. 정운채, 퇴계 한시 연구 , 서울대

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p.71～84.

27) 성기옥은 도산십이곡 언지에 드러나는 사회와 자연이 대립 관계가 아님을 밝힌 바 있다. 퇴

계는 이들을 자아와 사회 사이에 놓인 대립적 갈등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가 아니

라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원용한다. 그런 까닭으로 여느 강호시조와 달리

‘언지’에서는 사회를 부정적 심상으로 제시하지 않을뿐더러,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대립적 심

상으로 드러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 한국시가연구
11집, 한국시가학회, 2002,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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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이런들 엇더며 져런들 엇더료

/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료 / 믈며 泉石膏肓을 고쳐 므슴료’에서 보이

는 것은 고집이나 완고함이라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선

택한다는 긍지와 온건한 단호함이다.

이에 비한다면 <육가>는 다른 가치에 대한 배타성을 드러낸다. 화자는 자기

선택과 대립하는 삶의 방식을 평가절하한다. <육가>의 마지막 수는 세상과 타

협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네 번째 수의 중장과 종장의 한

역 시구는 ‘淸斯濯我纓 濁斯濯我足 / 如何世上子 不知有淸濁’이다. 중장은 <창

랑가(滄浪歌)>의 내용으로, ‘부지유청탁(不知有淸濁)’이라 노래한 <육가> 마지

막 수의 의미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굴원의 <어부사>에 등장하는 어부의 목소리를 떠올린다면, 세상 사람

들은 저 물이 갓끈을 씻을 만한 맑은 물인지 발을 씻어야 하는 탁한 물인지조

차 구분하려들지 않고 마구잡이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된다. 맹자 <이루장
(離婁章)>을 떠올린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의 의미가 된다.

동자가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거든 나의 갓끈을 빨 것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나의 발을 씻겠다.’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들아 저 노래

를 들어보라. ‘물이 맑으면 갓끈을 빨고,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하니, 이는 물

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하셨다.28)

세상 사람들이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흐리거든 발을 씻을 터인데, 이는

모두 물의 청탁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는 것이다. 집안과 국가의 몰락도 모두

내부에서 초래된다는 뒷부분의 내용과 연결지어 볼 때, 맹자의 이 대목은 사람

이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맑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맥락이다. 이와 관련

해 <육가>의 마지막 수를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맑게 유지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육당육가>는 세상에서 이익을 다

투는 삶에 대한 철저한 비판 의식에 기반하여 그에 대한 단절로서 은거를 선

28) “有孺子 歌曰滄浪之水淸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孔子 曰小子聽之 淸斯濁纓

濁斯濯足矣 自取之也” <離婁>上, 孟子. (번역은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맹자집주, 전통문
화연구회, 1991을 참조. 이후 孟子의 경우 모두 이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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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맑음을 유지하고자 한 태도의 표명인 것이다.

넷째, <도산십이곡>에서는 몰입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가치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것에 몰입하는 것은 행복의 근거가 된다. ‘믈며 泉石膏肓을 고쳐

므슴료’나 ‘만권생애로 락사ㅣ 무궁얘라’, ‘이제야 도라오나니 년듸 음 마

로리’, ‘쉽거나 어렵거나 즁에 늙 줄을 몰래라’와 같은 고백은 완전한 헌신과

몰입을 보여준다.

반면 <육가>에는 곳곳에 비교하는 태도와 미련이 배어 있다. ‘네 귀를 씻

은 샘에 내 소는 못 먹이리’의 지나친 꼿꼿함과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

을 씻네’ 사이의 흔들림이 불안해 보이는 이유이다. 화자가 이 안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 지향의 뿌리가 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일 것

이다.

모든 차이의 근저에는 결국 이 선택, 지향의 긍정성 여부가 결정적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을 근거로 한 선택은 주체적 작용이 아니라 반

작용이다. 이 점에서 긍정성과 주체성, 포용성, 몰입과 행복감은 한 가지 뿌리

를 가진 상태들의 다른 이름이다.29)

<도산십이곡>과 <육가>가 자연에서의 은거라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내용

의 삶을 노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온유돈후’하고 다른 하나는 ‘완세

불공’하다면, ‘온유돈후’함과 ‘완세불공’함의 차이는 바로 앞서 분석한 네 가지

요소에 의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세상에 쓰이지 못한 선비에게 있어 자연에서의 은거라는 삶의 방식은 사대

부의 출처관에 비추어 볼때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었고, 그 안에서의 자기 수

양은 이황 자신이 지향하는 바였다. 다만 <장육당육가>의 세상에 대한 인식과

자기 지향에 대한 긍정성의 부족이 시교를 추구하는 이황의 시각에서 온유돈

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릴 만하였던 것이다.

이에 이황은 이별의 <육가>의 연시조 양식을 취하되 시교의 구현을 위해

온유돈후한 시가를 지음으로써 심성의 수양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 교육적인

시가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29) Gilles, Deleuze, Nietzsche et la philosophi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3, 이경

신 옮김, 니체와 철학, 민음사, 2001, pp. 107～115.



- 64 -

2) 시교를 위한 <도산십이곡>의 창작

이황은 절제되고 정화된 노래로 성정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 양

식으로서 시조를 선택하고, 그러한 시조를 통해 주체적으로 선택한 긍정적 가

치를 포용적인 태도로 노래하며 몰입과 만족을 느끼는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온유돈후한 실질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제 구체적으로 <도산십이곡>에 이와 같은 목표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 볼 차례이다. 먼저 <도산십이곡>의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여 강호와 학문

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진정한 삶의 지향으로서 노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

다. 그리고 <도산십이곡>의 언어와 시적 자아의 성격을 분석하여 이 노래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1) 강호와 학문의 지향 구현

이황(李滉, 1501～1570)은 34세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중종 말

년경부터 산림에 은거할 뜻을 굳혔다. 43세 이후 성묘 등을 핑계 삼아 고향으

로 돌아갔고, 을사사화 이후에는 벼슬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퇴계 동쪽

바위 위에 양진암을 지었다. 이때부터 내내 조정의 부름이 있었으나 나아갔다

물러나기를 거듭하며 20여 차례나 사임하거나 임관에 응하지 않고 은거의 뜻

을 폈다. 57세에 마련한 터에 60세에 도산서당을 짓고 이곳에서 독서와 후진

양성에 매진하였다.

<도산십이곡>은 이 도산서당에서 지어진 노래로30), 발문에서 밝힌 바와 같

이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히게 하여 노래 부르게 하”여 “탕척비린

(蕩滌鄙吝)하고 감발융통(感發融通)하여 노래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30) 성기옥은 ①1561년 말에 완성된 한시 陶山雜詠 과 같은 맥락에서 쓴 국문시가 작품이라는

점, ②상자에 넣어두고 때때로 꺼내어 완상했다는 跋의 내용으로 보아 발을 쓴 1565년 3월보

다 몇 년 이전에 창작되었으리라는 점, ③‘四時佳興’을 묘사하는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적어

도 도산서당에 거처한 직후에 창작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1562년 전후에 창

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 진단학보 91집, 진단학회, 2001,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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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

그러므로 이 곡이 비록 ‘뜻’을 말하고 있으나, 이황의 개인적 소회를 고백하

는 노래이기보다는, 성리학자로서 지향할 만한 뜻을 천명하는 데 가깝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이 노래를 반복해 부름으로써 바람직한 뜻을 마

음에 새기게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시조로서 이 노래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언지와 언

학의 두 부분으로 구조화된 열 두 곡의 노래는 매우 유기적인 짜임을 가지고

있다.31)

<도산십이곡>이 어떤 유기적인 구조 안에 강호와 학문이라는 삶의 지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전6곡인 ‘언지(言志)’는 강호 은거의 뜻을 노래하고 있다. 크게 보아 1

연과 4연에서 자신의 의지를 변주하여 드러내고 있으므로 절반으로 나누어 1,

2, 3연의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이런들 엇더며 져런들 엇더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료

믈며 泉石膏肓을 고쳐 므슴료 (言志 제1연)

1연은 지향의 표명이다. ‘초야우생(草野愚生)’이나 ‘천석고황(泉石膏肓)’과 같

은 핵심어를 넣어 자신이 뜻하는 바를 간결하게 요약하였다. 초장에서 이황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의 다양한 삶이 가능하겠으나 어리석은 자신은 자연으로

물러나 살고자 하는 삶을 고칠 생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천석고황’이라는

전형적인 표현을 통해 이와 같은 지향이 돌이킬 수 없는 질병과 같이 몸과 마

음 깊숙이 붙박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설득과 같은 이성적 자극을 통해 바

뀔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이미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석고황’이나 ‘초야우생’은 지극히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진심은 이것이 자신의 타고난 성품이라는 고백

이다. 가장 진솔하고 중요한 출발점이다.32)

31) 성기옥 또한 도산십이곡이 촘촘하고 완벽하게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성기옥,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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煙霞로 집을 삼고 風月로 벗을 사마

太平聖代에 병으로 늘거가뇌

이즁에 라 일은 허믈이나 업고쟈 (言志 제2연)

2연은 1연에서 간결하게 제시한 지향의 구체화이다. ‘초야우생'이 바라는 바

는 자연 속에서 자연스레 늙어가는 것이다. 이황의 뜻, ‘라 일’의 형식은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며, 그 내용은 ‘허믈이나 업고쟈’하는 것이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가로막고 왜

곡하는 일체의 생각과 행동을 걷어내고 완전한 인간 본성의 순수함을 구현하

고자 하는 바람이다.

당대를 ‘태평성대’라고 표현한 것을 이황의 현실 인식으로 보아 시대의식의

결여로 진단하거나, 사화가 지나간 후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것은 모두 핵심을 비껴간 해석일 것이다. 이 연에서 말한바 ‘태평성대’는

현상으로서의 태평성대라기보다는 ‘허믈이 업’는 인간의 실현에 대응되는 사회

적 상태로서의 태평성대이다. 잘못을 저지르고 못된 생각을 일삼는 현실 속의

인간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본성으로서의 선함과 같이,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완전한 사회의 싹이 존재한다.

淳風이 죽다 니 眞實로 거즛말이

人性이 어지다 니 眞實로 올흔말이

天下에 許多 英才 소겨 말슴가 (言志 제3연)

3연은 이와 같은 지향의 근거이다. 순한 풍속, 즉 도는 어지러워 보이는 세

상의 이면에 엄연히 존재하며, 선한 인간의 본성은 어리석고 구부러진 실상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인간의 본성을 회복

하기 위한 학문과 수양을 전면화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

32) 김성룡은 이황에게 있어서 산수가 단순한 취미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지행, 즉 도덕적 이념으

로 승화될 수 있었던 까닭을 찾고자 할 때, 천성이나 애호와 같은 발언이야말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의도하거나 목적하지 않고서 저절로 우러나는 인품의 향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김

성룡, 심성론의 전개와 도문일치의 문학사상 , 고전문학과 교육 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
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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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도를 실현하는 출사(出仕)의 길과 배치되지 않는 선택일 수 있게

해 주는 뿌리가 된다. 순풍이라는 사회적 측면과 인성이라는 개인적 측면을 나

란히 병치함으로써 이 둘이 동일한 본질의 두 가지 양상이며 같은 뿌리를 가

진 두 개의 가지라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들 엇더며 져런들 엇더료’와 같이 타인들의 다른 삶의 방식을 모두

긍정하고 포용하며 첫머리를 연 것은 물러나기를 원하는 자신의 뜻이 쉽게 받

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정과 관계가 있다.

이황의 지향은 도산 은거로 구현되었는데, 이러한 선택에 대해 그에게는 끊

임없이 주어지는 사회의 물음이 있었다. 임금과 백성을 저버리고 독선(獨善)의

길을 택하는 것이 과연 도리에 맞는 일인가 하는 물음이 그것이다. 시기적으로

사림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때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이황 또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

나33), 그의 뜻 또한 간절하였으므로 장문의 상소를 거듭 올려 사직하였고, 때

로는 임금의 회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귀향하기도 하였다.

임금 또한 그의 출사를 간절히 원하였다. 여러 차례 이황이 사임하고 물러나

기를 청하였지만 명종은 끊임없이 이황을 부르고 청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명종 20년 12월에는 “내가 불민하여 현자를 좋아하는 성의가 없었던 것 같다.

전부터 여러 번 불렀는데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경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알아주어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고 하서

하며 간절히 이황을 부르기도 하였다.34) 살아 있는 신하를 ‘현자’라고 부르며

그가 벼슬하지 않는 것을 임금 자신의 불민함으로 자책할 정도로 간곡하게 이

황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당시 이황의 은거에 대해 사회적 책무의 방임이라

고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33) <무오사직소>에서 이황은 ‘또한 신이 중추부(中樞府)의 임명에 사은하지 못한 지 이제 3년

이 되었사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신을 이해해 주지 않고, 혹자는 신더러 세상을 깔보

고 스스로 편하려고만 한다 하고, 혹자는 공교하게 꾸며 이름을 구하는가 의심하고, 혹자는

신하된 도리에 임금의 명령을 지체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책망하고, 혹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망령되이 옛 의리를 핑계한다고 비난합니다.’라 하여, 반복되는 사임에 대한 주변의

불편한 심정과 비판의 소리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且臣未謝樞府之命 三年於此

矣 世之人 多不諒臣 或謂其傲世自逸 或疑其矯飾求名 或責以臣子之義 不當稽命 或譏以愚下之

人 妄托古義” 李滉, <戊午辭職疏>, 退溪全書 卷六.
34) 명종실록 명종 20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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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이 벼슬에서 물러나고자 했을 때 제자인 남언경이 ‘나만을 위한 학문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임금과 위민의 책

임을 저버리고 홀로 자기만족을 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었을 것

이다. 이에 대해 이황은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즘 듣자니 남시보(南時甫)가 나를 두고 말하기를 “이황이 위아지학(爲我之

學)을 한다 하지만, 이황으로서는 위아지학은 본래 못하면서도 그 행동은 한결

위아지학과 흡사하다.”고 했다 하니, 이 말을 듣고는 등에 식은땀이 흘러 옷을

적시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행동만으로 사람을 단정한다면 옛날 양씨

(楊氏: 楊朱)를 비난하면서도 위아(爲我)와 흡사하게 말한 사람이 어찌 한둘이

겠습니까?35)

아마도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실현하고자 하였을 때 가장 의

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임금의 부름에 응하여 백성을 돌보는 사대부의 임

무를 다하지 않고, 사림의 뜻을 펼치도록 도우지 않으며 일신의 안일과 명성만

을 구한다는 비판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황이 자신의 뜻을 말하고자 하였다

면, 그 뜻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하

였을 것이다.

홀로 고요히 머물며 몸을 닦아 학문하고 수양하여 자신의 본성을 발현하고

자 하는 독선이 결국 천하를 바로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겸선과 다른 길이 아

니라는 것을 이황은 노래하고 있다. 세상의 비난에 대해 그 모든 목소리를 겸

허히 포용하면서도, 그럼에도 자신의 뜻을 굽힐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지향이

세상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바와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황의 은거는 단지 조선 선비들의 문화적 양태

로서 선망된 은거에 그치지 않고, 성리학에 기반한 사대부의 이상과 합치되는

은거가 된다.

3연에서 순풍과 인성을 병치하여 노래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된다. 인간의

착한 본성을 되살려 갈고 닦는 것과 순한 풍속을 살려 내는 것은 동전의 양면

이며, 같은 일의 다른 양상이다. 순풍을 되살려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35) “近聞 南時甫謂滉爲爲我之學 夫爲我之學 滉固不爲也 而其跡則一似於爲我 聞之 令人汗出沾

衣 然苟執跡而斷人 古之非楊氏而似爲我者何限” 李滉, <答奇明彦>, 退溪全書 卷十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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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정치가의 일이다. 이황은 인성이 어질다고 믿으며 그것을 회복하려는 길

을 가려는 것이고, 이 둘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한 목표에 이르는 일이다.

군자의 사회적 책무와 학문을 통한 심성의 수양은 별개의 일이 아님을 4연

이후의 ‘언지(言志)’ 후반부에서 노래하였다.

幽蘭이 在谷니 自然이 듯디 죠희

白雲이 在山니 自然이 보디 죠해

이즁에 彼美一人을 더옥 닛디 못얘 (言志 제4연)

자연스런 본성을 추구하는 군자의 삶과 본성을 구현하며 존재하고 있는 자연

물을 겹쳐 제시하며 자신이 뜻하는 삶의 지향을 다시 한 번 표명하는 것이 4연

이다. 1연과 달라진 점은 ‘피미일인(彼美一人)’을 잊지 못하는 마음의 토로이다.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좋다고 한 것은 자기 자리에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향이 멀리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이황은 “군자(君子)의 학문은 자기를 위할

따름이다. 이른바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장경부(張敬夫)가 말한 ‘의도함이 없

이’ 하는 것이다. 우거진 숲 속에 있는 난초가 온종일 향기를 피우지만, 스스로

는 그 향기로움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 군자가 자기를 위한 학문이라는 뜻

에 꼭 맞는 말이니, 마땅히 깊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라 말한 바 있다.36)

난초와 백운은 각기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본성을 구현하며 존재하

는 모습이다. 삶의 곡절 속에서 온갖 모습으로 칠정(七情)이 발하여도 그 이면

에 갖추어진 선한 본성이 있는 것처럼, 저 깊은 산골짜기와 높은 산봉우리에는

누가 가서 보지 않아도 난초와 구름이 그윽하게 자기 존재를 발하며 그 향기

와 색채를 내뿜고 있다. 자연의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 군자이다.

문제적인 것은 종장이다. “이즁에 彼美一人을 더옥 닛디 못”고 있다는 것

은 얼핏 갈등의 고백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의 가치 A를 지향하는

가운데 다른 가치 B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통상 갈등의 상황을 의미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은 <도산십이곡>에 표현된 이황의 뜻이 전일하기

36) “先生曰 君子之學 爲己而已 所謂爲己者 卽張敬夫所謂無所爲而然也 如深山茂林之中 有一蘭

草 終日薰香 而不自知其爲香 正合於君子爲己之義 宜深體之.” 權純命, <溪山記善>, 艮齋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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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복잡하고 미묘한 갈등에 싸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병실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는 효자가 집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끼니를 걱

정하는 것은 효라는 한 가지 마음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 어머니를

간호하는 일에 대한 회의나 갈등과는 거리가 멀다. 이황이 <도산십이곡>에서

끊임없이 사회와 개인의 도와 덕의 주제를 병치하며 노래하는 까닭은 이것이

군자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지향의 두 가지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두

양상의 뿌리가 되는 것은 수신, 즉 학문이다.

山前에 有臺고 臺下에 有水ㅣ로다

만흔 며기 오명가명 거든

엇더타 皎皎白驅 멀리 음 고 (言志 제5연)

1, 2연의 관계와 유사하게, 5연은 4연에서 표명한 지향을 좀 더 구체화해 보

여준다. 5연이 4연의 구체화일 수 있는 것은 4연의 난초와 백운은 실제로 목도

한 난초와 백운이 아닌 관념이지만, 산 앞의 대와 대 아래 흐르는 물은 도산서

당에서 바라보는 실제 정경이기 때문이다.37)

은자를 의미하는 백구(白駒)의 은유를 시에 쓰는 것은 시경 소아편의 <백구

(白駒)> 시에서 유래하였다. <도산십이곡>의 언지(言志) 5연은 단지 ‘백구’의

은유만이 아니라 ‘멀리 마음’한다는 표현에서 또한 시경 <백구>편을 연상하게

한다.38) <백구>의 마지막 장은 다음과 같다.

皎皎白駒 깨끗하고 깨끗한 흰 망아지

在彼空谷 저 빈 골짜기에 있으니

生芻一束 생꼴 한 다발을 주노니

其人如玉 그 사람은 옥처럼 아름답도다

勿金玉爾音 그대의 음성을 금옥 같이 아껴서

而有遐心 나를 멀리하는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39)

37) 성기옥은 4,5연 모두 이황이 경험한 도산의 자연경관을 전경화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 진단학보 91집, 진단학회, 2001.
38) 남하정의 <도산십이곡> 한역을 보면 이 부분이 “白駒何皎皎 遐心肯不回”로 되어 있어 더욱

시경의 <백구>를 연상하게 한다. 김명순, 이황 시조의 한역에 대하여 , 시조학논총 29
집, 한국시조학회, 2008, pp.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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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의 화자는 은자를 곁에 두기를 원하는 군자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자를 잡고자 하지만 끝내 만류할 수 없자 이 마지막 장의 노래를 부른다. 그

러면서 ‘비록 떠나더라도 나를 멀리하는 마음을 두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도산십이곡>의 5연은 마치 이 노래에 대한 화답처럼 보인다. 여러 차례 현

자를 곁에 두고자 한다고 호소했던 왕의 부름에 대한 답인 듯도 하다. 자신 또

한 도산의 갈매기를 바라보면서 마음은 멀리 임금을 향하고 있다는 고백이다.

4연의 ‘피미일인(彼美一人)’과 5연의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반대되는 지향을

나타내는 시어이지만 이황 자신의 분신인 ‘교교백구’는 도산에 들어와 수신함

으로써 왕을 보필하고, 학문에 침잠함으로써 사회에 도를 세우고자 하는 지향

을 가진 존재로, 항상 ‘피미일인’을 그리워하는 ‘교교백구’인 것이다.

春風에 花滿山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이 사과 한가지라

믈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야 어 그지 이시리 (言志 제6연)

언지의 마지막 6연은 모든 바람과 의지가 실현된 모습, 지향하는 바의 완결

된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의 완전한 아름다움 가운데 사람이 자리하여 사시의

흥과 사람의 흥이 하나로 합일되는 경지를 보이고,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

광(雲影天光)’으로 도가 천지에 구현된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

신이 지향하는 바를 각인하고 있다.

사시와 주야 전 시간대의 자연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언지’

육곡의 마지막 연이다. ‘어약연비 운영천광’을 노래한 <도산십이곡>의 표현은

시경에서 유래하며, 중용 <비은장(費隱章)>에 인식적 근거를 두고 있음은

알려진 바이다.40) <비은장>의 해당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9) 이 시에 대한 주자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이다. 현자가 기필코 떠나려 하여 만류할 수

가 없었다. 이에 그 흰 망아지를 타고 빈 골짜기로 들어감에 생꼴을 묶어서 말을 먹이니, 그

사람의 덕이 옥과 같이 아름답다고 탄식하였으니, 이미 아득하여 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러나 오히려 소식을 서로 전하여 끊지 말기를 바랐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대 떠나더라도)

그대의 음성을 귀중히 하여 나를 멀리하는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이다.”

40)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 한국시가연구 11집, 한국시가학회, 2002, pp.222～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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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

 이런들 엇더며 져런들 엇더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료

 믈며 泉石膏肓을 고쳐 므슴료

지향의 표명

2연

 煙霞로 집을 삼고 風月로 벗을 사마 

 太平聖代에 병으로 늘거가뇌 

 이즁에 라 일은 허믈이나 업고쟈

지향의 구체화

3연

 淳風이 죽다 니 眞實로 거즛말이 

 人性이 어지다 니 眞實 올흔말이

 天下에 許多 英才 소겨 말슴가

지향의 근거

4연

 幽蘭이 在谷니 自然이 듯디 죠희 

 白雲이 在山니 自然이 보디 죠해

 이즁에 彼美一人을 더옥 닛디 못얘

지향의 표명(2)

5연

 山前에 有臺고 臺下에 有水ㅣ로다

 만흔 며기 오명가명 거든

 엇더타 皎皎白驅 멀리 음 고

지향의 구체화(2)

6연

 春風에 花滿山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이 사과 한가지라 

 믈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야 어 그지 이시리

지향의 완결

시경에 이르기를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는데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논

다.” 하였으니, 상하에 이치가 밝게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군자의 도는 부부에

게서 단서를 만드니,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천지에 밝게 드러난다.41)

중용의 <비은장>은 군자의 도에 대하여 말한 부분이다. ‘어약연비 운영천

광’의 모습으로 구현된 천지의 도는 결국 군자의 도의 궁극적 모습이기도 하

다. 천지의 도와 군자의 도는 하나의 도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흥이 사람의 흥

과 한가지로 합치될 수 있는 근거 또한 여기에 있다. 이에 자연을 벗삼아 살겠

다는 천석고황의 지향이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두루 관통하는 하

나의 도를 지향하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되는 것이다.

‘언지’ 여섯 수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及其至也 察乎天地” 中庸.



- 73 -

이로써 ‘언지’ 6곡은 '지향의 표명-지향의 구체화-지향의 근거 / 지향의 표

명-지향의 구체화-지향의 완결'이라는 대칭적이고 완결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5연은 1, 2연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심성 수양이라는 지

향이 자연에 구현되어 있는 도, 그리고 국가적 책무와 사회적 도의 실현이라는

국면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섬세하게 노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6

연에 이르면 자연과 개인과 사회, 이 모두를 아울러 도가 구현되는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을 구현해 보임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바의 완결태를 노래한다.

‘언학(言學)’ 6수 역시 ‘언지’와 같이 대칭적이며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사회의 도를 구현하는 것과 개인의 덕을 닦는 일은 모두 학문을 통해 가능

한 일이다. 군자가 추구할 뜻을 깨달은 후에 학문을 노래하게 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언학’ 1연은 도산서원을 공간적으로 제시하며 그 안에서 만 권의 책을 쌓아

두고 학문의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겠다는 의

지이기도 하다. 2연은 이와 같은 학문의 길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눈을 뜨고

있어도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참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눈 밝고 귀 밝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배움을 통한 안목의 성장이라

는 매우 실질적이고도 이상적인 목표이다. 3연은 이와 같이 배움을 위하여 취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고인의 길을 따라 가는 것, 즉 ‘책’라는 매개

를 통해 고인들의 진리 추구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언학’ 4연에서 6연까지의 후반부는 ‘언지’ 전 6곡이 그러했듯이 전반부의 변

형된 반복을 보여 준다. 4연에서는 역시 학문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

다. ‘언학’의 1연에서 도산의 공간 안에서 학문에 열중하는 삶을 그려내고 있다

면 4연의 경우는 다른 일에 몸과 마음을 빼앗겼던 과거와 대비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학문하는 삶으로 돌아온 현재 삶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1연의 공간적 제시에 대비되는 시간적 제시이다.

5연은 다시 이러한 삶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노래하되 역시 시간적 틀

을 사용하여 제시한다. 2연에서 고정된 시간 속에서 보거나 듣는, 공간 안의

사태와 사건을 파악하는 시청각적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인식의 능력을 제시한

것과 대비된다. 청산과 유수와 같이 만고에 변치 않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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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을 보편적인 도와 덕을 추구하고자 하는

뜻을 펴고 있다.

마지막 연은 이러한 학문의 길을 가는 태도이다. 전반부의 학문의 방법이 행

위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면 후반부의 마지막 연인 6연은 상태를 묘사한다. 시

간의 흐름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도 표현하지도 않는, ‘늙 줄’도

모르는 몰입의 상태이다. ‘언학’의 후반부는 시간을 기본 모티프로 삼고 있으면

서도 실은 시간의 흐름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영원의 상태를 노래하는 셈이다.

‘언학’의 마지막 연 또한 ‘언지’의 마지막 연과 같이 중용의 <비은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군자의 도는 비하고 은미하다.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참예하여 알 수 있으

나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알지 못하는 바가 있으며, 부

부의 불초함으로도 행할 수 있으나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능하지 못한 바가 있으며, 천지의 큼으로도 사람이 오히려 한하는 바가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큰 것을 말할진댄 천하가 싣지 못하며, 작은 것을

말할진댄 천하가 깨뜨리지 못한다.42)

군자의 도가 어리석은 보통 사람들이 능히 알고 행하는 사소한 일로부터

멀리는 성인과 천지도 다 능할 수 없을 만큼에 이른다. 주자는 주를 달아 이

와 같이 군자의 도에 “그 큼이 밖이 없고 그 작음이 안이 없으니, 비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그 이치의 소이연은 은미하여 드러나지 않는다.43)”고 설

명하였다.

‘언학’ 여섯 수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2) “君子之道 費而隱 夫婦之愚 可以與知焉 及其至也 雖聖人 亦有所不知焉 夫婦之不肖 可以能

行焉 及其至也 雖聖人 亦有所不能焉 天地之大也 人猶有所憾 故君子語大 天下莫能載焉 語小

天下莫能破焉” 中庸..
43) “君子之道…(中略)…其大無外 其小無內 可謂費矣 然其理之所以然 則隱而莫之見也” 中庸.



- 75 -

1연

 天雲臺 도라드러 玩樂齋 瀟灑듸

 萬卷生涯로 樂事ㅣ 無窮얘라

 이즁에 往來風流 닐러 므슴고

학문하는 삶에 대한 의지

; 공간적 제시

2연

 雷霆이 破山여도 聾者 못 듯나니

 白日이 中天하야도 瞽者 못 보니

 우리 耳目聰明男子로 聾瞽지 마로리

학문의 목표

3연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을 못뵈

 古人을 못봐도 녀 길 알픠 잇 
 녀 길 알픠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학문의 방법

4연

 當時에 녀 길흘 몃  려 두고 

 어듸 가 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야 도라오나니 년듸 음 마로리

학문하는 삶에 대한 의지

; 시간적 제시

5연

 靑山은 엇졔여 萬古에 프르르며 

 流水 엇졔여 晝夜애 긋지 아니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萬古常靑리라

학문의 목표

6연

 愚夫도 알며 거니 긔 아니 쉬온가

 聖人도 못다 시니 긔 아니 어려온가

 쉽거나 어렵거나 즁에 늙 줄을 몰래라

학문하는 완결적 태도

이로써 ‘언학’ 6곡은 ‘학문하는 삶에 대한 의지 표명-학문의 목표 제시-학문

의 방법 제시-학문하는 삶에 대한 의지 표명-학문의 목표 제시-학문하는 완결

적 태도 제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지’와 마찬가지로 전반

부와 후반부가 변형된 닮은꼴을 유지하는 대칭구조이면서 완결된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전반부는 공간을, 후반부는 시간을 기본 모티프로 삼되 전반부에서는

‘고인의 길을 따라 가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간과 통합하고, 후반부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무색한 영원성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 시공을 넘어 보편적이고

영원한 시공 안에서의 삶의 방식임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도산십이곡>은 대단히 유기적으로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인식의 기반은 성리학적 인식이니, 내용과 형식이 공히 학문

적 공고함을 바탕으로 완결된 미학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산십이곡> 완결 구조의 최종점은 ‘언지’와 ‘언학’의 마지막 연이 각각 
중용 <비은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데 있다. <비은장>은 군자의 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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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장이다. 이황이 <도산십이곡>을 시교의 구현을 위해 지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군자의 교육을 위해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것이다. <도산십이곡>은

이황 개인의 소망과 기질에 뿌리를 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진실한 삶의 바람에

서 실마리를 잡아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펼쳐 보이되 작게는 자신의 삶의 구도

를 그려 보이고, 크게는 세상의 배우는 이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군자의 삶을

형상화하였다.

(2) 도와 덕을 추구하는 공적 자아의 노래

이황이 가졌던 뜻은 당대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황이

<도산십이곡>에서 노래한 ‘뜻’은 개인적인 욕구나 바람 정도로 이해할 수 없

는 차원의 뜻이다. <도산십이곡>이 자신만의 욕구를 가진 개별자로서의 개인

을 화자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산십이곡> 전체에서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언학’ 제3연에

단 한 번뿐이다. 그런데 이 ‘나’는 전후의 다른 연들과의 관계 속에서 ‘초야우

생’, ‘우리’ 등과 연계되어 공적 자아가 된다. <도산십이곡>은 화자의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하는 어조를 띠고서, ‘나’인 화자 ‘개인’의 의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문제로 나아감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성리학자의 삶의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도산십이곡>은 화자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특수성

이 아닌 보편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언지’ 6곡 전체에서 단 하나의 고유명사도 찾을 수 없다. 강호의 삶을 단적

으로 드러내는 ‘연하(煙霞)’와 ‘풍월(風月)’은 강호 자연을 대표하는 상투적 표

현이다. ‘山前에 有臺고 臺下에 有水ㅣ로다/ 만흔 며기 오명가명 거

든’이나 ‘春風에 花滿山고 秋夜에 月滿臺’라는 자연 묘사가 전적으로 관념적

표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산서원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풍광에 대한 실제

경험을 담고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다. ‘어약연비 운영천광’조차도 막연한 개념

적 풀이가 아니라 도산서원의 천연대와 천광운영대를 거닐며 늘상 바라보던

자연의 정경에서 오는 깊은 일체감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은

정당하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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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경험과 감동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가

장 보편적이고 추상도가 높은 언어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도산십이곡>

이 갖고 있는 면모이다.45) ‘山前에 有臺고 臺下에 有水ㅣ로다’로 묘사될 수

있는 정경은 수없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독자에게 ‘그 장소’를 환기하도록 하

기보다는 ‘그 장소의 성격’을 환기하도록 한다. ‘春風에 花滿山고 秋夜에 月

滿臺라’도 특별한 장소나 풍경의 구체적인 모습과 섬세한 느낌을 중시한 표현

이라기보다는 그 풍광이 구현해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가진 완전성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상보다는 대상이 환기하는 관념이 중요한 것으로, 대

상을 바라볼 때 이미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서 대상을 인식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46)

극단적으로 이황의 은거가 도산이 아닌 다른 곳, 가령 해주 석담에서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山前에 有臺고 臺下에 有水ㅣ로다’와 ‘春風에 花滿山

고 秋夜에 月滿臺라’라는 표현은 유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눈앞의 자

연 실경을 보면서 느끼고 감동한 것은 진실이나, 거기서 발견하고 느낀 것의

실체는 그 안에 구현되고 펼쳐진 ‘도(道)’의 아름다움이었다.

<도산십이곡>에 묘사된 자연이 보편적 아름다움을 구현한 관념의 표상이라

는 점은 연시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에 걸쳐 묘사되는 장면들 속에서 시간

의 흐름이 포착되지 않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47)

<도산십이곡> 전체에서 시간의 표지를 갖고 있는 자연 묘사는 ‘春風에 花滿

山고 秋夜에 月滿臺라’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또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의

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사시가흥(四時佳興)’을 보여주기

44)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2001, pp.257～264.
45) 권정은은 <도산육곡>에 등장하는 자연물들은 물체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대상물이 되지

못하고 대신 물성을 지향함으로써 추상적인 자질을 확보하는 강점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권정은, 자연시조 : 자연미의 실현 양상, 보고사, 2009, pp.70～76.
46) 조선시대 기행가사들은 여행지의 낯선 풍광을 접하면서도 폭넓은 독서와 학습으로 체화된

관념을 통해 그것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염은열, 대상 인식과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p.83～92.

47) 권정은은 <도산육곡>이 시간적 흐름의 질서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선후 관계에 따

라 하나의 체계로 묶는 연속적인 질서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도산육곡>은 시

간적 질서의 결여 대신 공간적 질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권정은, 앞의 책,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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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황이 사시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주목

하는 것은 그 천변만화의 아름다움이 이면에 내재하는 변치 않는 이법의 표현

이기 때문이다. 그가 강호에서의 삶을 긍정하고 추구한 것도 자연이 증명하고

드러내는 도의 세계에 대한 믿음과 지향 때문이다.

현상으로 드러나며 시간의 구애를 받고 변화하는 기의 작용보다는 그 이면

에 내재한 변치않는 리(理)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긴요한 문제였으므

로, ‘靑山은 엇졔여 萬古에 프르르며/ 流水 엇졔여 晝夜애 긋지 아니

고’와 같은 자연 인식이 중심에 선다. 자연의 ‘형상’보다는 자연의 ‘의미’가, 그

의미를 표현해 주는 ‘속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 속성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

는 영원한 것으로 인식된다.

‘幽蘭이 在谷니 自然이 듯디 죠희/ 白雲이 在山니 自然이 보디 죠해’와

같이 시간을 초월하여 이치를 구현하는 자연의 본성은 바라보는 자의 시선이

나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히 듣기 좋고 보기 좋을 뿐이다. ‘자

연히’ 좋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기도 하다. ‘마땅히 그러한 바’의 실현이

기 때문이다.

<도산십이곡>에 시간적 표현이 나타나는 또 다른 부분은 ‘언학’의 3곡과 4

곡이다.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을 못뵈

古人을 못 봐도 녀 길 알픠 잇

녀 길 알픠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言學 제3연)

當時에 녀 길흘 몃  려 두고

어듸 가 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야 도라오나니 년듸 음 마로리 (言學 제4연)

‘언학’ 제4연은 매우 구체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행위를 보여준다.

‘당시’와 ‘이제’의 대비 속에서 그 동안 ‘어듸 가 니다가 이제야 도라’왔다고

하였다. 그 사이의 간극이 ‘몃 ’나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녀 길흘 려 두

고’ 다니던 ‘당시’의 세월과 그때의 삶에 대한 마음의 거리를 ‘년듸’로 표현하면

서 이제 다시는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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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한 자연의 무궁한 모습과 대비되는 사람의 행위는 시간의 흐름 속에 구체

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은 무궁한 도와 완연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성과 개선의 대상이다.

같은 과거이지만 ‘당시’와 전혀 다른 지점에 서 있는 것이 ‘고인’이다. ‘당시’

는 부정되는 과거인 반면 ‘고인’이 걸어간 옛날의 길은 서로 다른 시점에 속해

있어 볼 수 없더라도 ‘아니 녀고 엇절’ 수 없는, ‘소당연(所當然)’의 길이다. 이

옛날은 실제적 의미의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 속하는 ‘논리적 과거’이다.48) 여기

서 말하는 ‘고인’은 ‘옛날 사람’이 아니라 거의 ‘성인(聖人)’에 가까운 의미를 가

진다. 사람에 대해서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문장에서 ‘옛 법’, ‘옛 사람’은 당대

행위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심지어 음악에서도 ‘고조(古調)’야말로 최고

의 음률이다. 서양의 유토피아와 달리, 유교문화권에서는 이상적인 문화와 인

간과 도덕에 있어 기준이 될 만한 완전한 상태가 과거에 존재했다고 믿었으며,

그 때의 과거는 ‘사실적 과거’가 아니라 ‘논리적 과거’의 개념이다. 즉 이상적

삶의 형태가 과거에 이미 실현되었다고 가정함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황 역시 이러한 사고의 기반 위에 있

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지향을 향해 나아갈 때 ‘고인의 길’을 따라 감으로써 그

것에 다가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황이 <도산십이곡>에서 노래하고 있는 ‘뜻’은 구체적인 시공간에 놓인 한

개인의 뜻이 아니라 긴 시간의 간극을 넘어 옛 사람과 한 길을 가고자 하는

16세기 성리학적 지식인의 뜻이다. 이황이 노래하고자 하였던 ‘뜻[志]’이라는

것 자체가 공적인 속성을 가진다.

지(志)는 정대(正大)하고 성실하고 확고하여 변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는 ‘학문에 뜻하고[志學]’, ‘도에 뜻하고[志道]’, ‘인에 뜻하라[志仁]’는 훈

계가 계셨고, 맹자께서는 ‘뜻을 고상하게 가지라[尙志]’, ‘뜻을 지키라[持志]’는

교훈이 계셨습니다.

의(意)는 선과 악의 조짐[幾]이 되니 털끝만큼의 작은 차이에 이미 구덩이에

빠지므로, 증자(曾子)는 “반드시 그 혼자만이 아는 곳을 삼간다[謹其獨].”하였

고, 주자는 “뜻을 막기를 성처럼 하라[防意如城].” 하였습니다.49)

48) 이홍우, 논어에 나타난 ‘옛것’의 의미 , 사대논총 38집, 서울대학교사범대학, 1989.
49) “志欲其正大誠確而不變 故孔子有志學志道志仁之訓 孟子有尙志持志之敎 意爲善惡之幾 毫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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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은 김취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와 같이 논하여, 지(志)와 의(意)를 구분

하였다. 지(志)는 바르고 크고 성실하고 확고하며 변치 않는 성격을 가진 것이

라 하였으니, 시에서 뜻을 노래한다는 것은 크고 올바른 곳에 뜻을 두어 그 마

음 가는 바가 한결같은 것을 노래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사적이고 가변적이며

순선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개인적 욕구에 속하는 것을 지(志)라고 하지 않았

던 것이다. 그러므로 <도산십이곡>에서 노래한 지(志)는 당대의 지식인들이

공유하던 문화적 철학적 지식의 기반 위에서 갖게 된 당대 사대부 문화의 공

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당대 문화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 가치를 노래한 것이기에

온유돈후함을 표방할 수 있었으며, 그 교육적 가치를 확신할 수 있었다. 수많

은 당대 지식인들이 이 노래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향유하며 다양한 재창작

의 원천으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도산십이곡>이 노래하는 ‘뜻’은 구체적인 시공간에 놓인 한 개인의 뜻이

아니라 긴 시간의 간극을 넘어 옛 사람과 한 길을 가고자 하는 16세기 성리학

적 지식인의 뜻이다. 학문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여 개인의 덕을 닦고자 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사회에 두루 도가 구현되도록 하는 삶을 추구하는, 당대의 지

식인이 다 함께 바랐던 이상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노래

는 당대 사회에서 전범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이념적 자아이고 당대의 공적 자아인 것이다.

이런 성격은 연시조라는 양식을 잘 맞는 옷이 되게 한다. 시조는 자아의 정

감을 자신의 내부가 아닌 대화 상대자인 청자를 향해 발화하는 공적 발화의

양식이기 때문이다.50) 한시의 독백과 대비되는 대화의 양식으로서 시조는 가

창이라는 향유의 방식을 통해 청자의 정감을 울리는 적극적인 장르이다.

그런데 현대의 학습자들이 <도산십이곡>에 대해 느끼게 되는 시공간적 거

리감의 핵심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공적 자아의 욕구와 지향은 우리에게

之差 已陷於坑塹 故曾子云必謹其獨 朱子云防意如城” 李滉, <答金而精>, 退溪全書 卷二十
九.

50) 정운채는 윤선도의 한시와 시조를 비교 분석하여 두 장르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한시는 대상을 출발점으로 하고 자아를 귀착점으로 하며 음영하는 독백적 장르이고,

시조는 자아를 출발점으로 하고 대상을 귀착점으로 하며 가창하는 대화적 장르이다. 정운채,

윤선도의 시조와 한시의 대비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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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공적 의미이고, 당대의 보편은 이미 한 시대의 특

수한 양태가 되어 버렸다.

이것은 현대의 학습자들에게만 존재하는 문제는 아니다. 17, 18세기에 <도산

십이곡>을 전범으로 향유하던 사림들 또한 삶의 기반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도산십이곡>의 공적 자아의 이념과 지향에 완전히 공감하고 본받으려 한 경

우라 할지라도 그들의 노래는 다소간은 그것을 변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3) <도산십이곡> 수용과 수양의 시교

<도산십이곡>의 뒤를 이은 육가계 시가들은 대개 문학사 안에서 <도산십이

곡>을 넘어서지 못한 아류로 평가받아왔다. 여기서는 이들을 <도산십이곡>의

학습자로 바라보고, 그들이 <도산십이곡>을 감상하여 무엇을 얻었으며, 새로

운 작품을 통해 <도산십이곡>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문학교육의

어떤 성취와 한계를 보여주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도산십이곡> 향유와 인품에 대한 흠모

17세기 초반에 이르면 강호에 은거한 사림들에게 <도산십이곡>이 널리 수

용되어 불렸다.51)

새로 인쇄한 도산곡을 나누어 부쳐 주시니, 진중히 여기고 감사함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후일 책을 장정하여 장경회로 하여금 시원한 밤에 읊고 노래하게

한다면 안석과 자리 사이에서 거문고와 비파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니, 또한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충분히 강호의 흥취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이에

이르니, 어떠하다 하겠습니까.52)

51) 이상원, 17세기 육가형 시조 연구 : 장경세의 <강호연군가>와 이중경의 <어부별곡> , 한
국언어문학 65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p.243.

52)“陶山曲新印 伏荷分寄 珍感何勝 他日糚卷 使張慶回淸夜詠歌 可以代琴瑟於几席之間 亦可以不

出戶庭 足剩取江湖之興 爲賜到此 爲如何哉.” 張顯光, <答徐行甫思遠>, 旅軒先生續集 卷二.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한국고전D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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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보(徐行甫, 1550～1615)가 장현광(張顯光, 1554～1637)에게 <도산십이

곡>을 인쇄하여 부쳐 준 데 대한 장현광의 인사 편지이다. <도산십이곡>을

사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함께 향유하는 데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봄날 날씨가 화창하거나 가을날 날씨가 맑고 서늘할 때에는 매번 두세 명의

나이 어린 사람을 거느리고 이곳저곳을 한가롭게 소요하였다. 때로는 호수에 배

를 띄우고는 노래 잘하는 자를 시켜서 퇴계의 <도산십이곡>을 부르게 한 다음,

유유자적하여 즐거움을 얻어 피곤한 줄도 몰랐다.53)

이황의 문인이었던 조호익(曺好益, 1545～1609)의 행장이다. <도산십이곡>을

노래한 것은 유흥의 자리가 아니라 주로 날씨 좋은 날에 경치 좋은 산수를 거

닐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곳에서 스스로 창하거나 혹은 선비들끼리

모여 함께 노래 부르고, 혹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시켜 노래하게 하고 듣

는 것을 즐기곤 했던 것이다. 이황이 <도산십이곡>을 짓고 발문에서 밝힌 바

의 의도에 충실하게 향유되었던 모습을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대에 이르러서도 이황의 <도산십이곡>은 그 교육적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황의 11세손인 이만도(李晩燾, 1842～1910)가 남긴 기천

권승하(權承夏, 1807～1890)의 행장에는 그의 어머니가 <도산십이곡>으로 그

를 교육했다는 기록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도산의 가곡과 시 문장, 그리고 소학의 좋은 말과

착한 일의 예를 아침저녁으로 가르쳤다.54)

도산의 가곡이란 <도산십이곡>을 이르는 것이다. 소학과 함께 어린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기초 교육의 내용으로 <도산십이곡>를 채택하고 있

53)“每於春和景明 秋日淸涼之時 與二三冠童 杖屨逍遙 或泛舟潭上 使善歌者 歌退溪陶山十二曲

悠然自得 樂而忘疲.” 金堉, <贈吏曹參判芝山曹先生行狀>, 芝山集 附錄 卷二. (번역은 한국
고전번역원 홈페이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54) “自提抱時 母夫人以陶山歌曲詩章 及小學嘉言善行 朝夕詔敎” 李晩燾, <杞泉權公行狀>, 響
山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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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이르면 <도산십이곡>을 노래하였는지 여타의

시와 문장들과 함께 읽으며 읊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처럼 <도산십이곡>은 애초에 뚜렷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창작되었으며,

수백 년간 선비들이 심성을 도야하는 장에서 원래의 의도에 충실한 방식으로

노래 부르거나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감상함으로써 마음에 감동을 받고 즐거움

을 얻었으며, 나아가 칠정을 다스려 바른 마음에 이르는 데 도움을 받는 실제

적 효용을 체험하였다.

내가 소시에 친구 이평숙으로 인연해서 퇴계 선생의 <도산육곡가>를 얻어

보게 되었다. 의사가 진실하고 음조가 청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면 족히 선단(善端)을 흥기하고 사악하고 더러움을 씻게 되니 진실로 시경
삼백 편이 남긴 뜻이었다. 한 본을 전사해서 협사(篋笥)에 보관해 두고 때때로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부르고 읊게 하였더니 크게 유익한 바가 있었다.

불행히도 병화 중에 잃어버리게 된 지 지금 이미 십 년이 지나 겨우 수삼 곡

만 기억하여 얻을 수 있었다. 매양 고요한 밤 달이 밝을 때 나직이 읊조리고 노

래불러 경앙(景仰)의 회포를 부쳤다. …(중략)…오호라, 모모(嫫母)가 서시를 흉

내낸 것은 아름다움과 추함은 거리가 멀더라도 그 중심은 애모에 있었으니 불

가능한 것만은 아니라 하겠다. 원컨대 여러 군자에게 말하노니 그 광참(狂僭)함

을 용서하여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천만 다행이겠다.55)

장경세 역시 <도산십이곡>의 뜻과 음률로 인해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감동을 받았다고 술회하였다. 전쟁 중에 <도산십

이곡>을 잃었다가 다시 인본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가 얼마나

그 곡을 흠모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는지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 보면 이와 같은 감동의 원천에 ‘사모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모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이 향하는

55) “余少時 因友人李平叔 得見退溪先生陶山六曲歌 意思眞實 音調淸絶 使人聽之 足以興起其善

端 蕩滌其邪穢 眞三百篇之遺旨也 傳寫一本 藏諸篋笥 時使童稚歌而詠之 大有所益 不幸見失於

兵火之中 今已十年 僅能記得數三曲 每於靜夜月明 沈吟之 永言之 以寓景仰之懷 …(中略)… 嗚

呼 嫫母之效西施 姸嗤逈絶 而其中心愛慕 則不啻萬萬也 願言諸君子 恕其狂僭 不以爲罪 則千

萬幸甚” 張經世, <效退溪先生陶山六曲作江湖戀君歌 自識>, 沙村集, 卷二. (번역은 이상원,

17세기 육가형 시조 연구: 장경세의 <강호연군가>와 이중경의 <어부별곡> , 한국언어문
학 65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pp.241～24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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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도산십이곡>이라기보다 마음의 스승인 이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자신이 지은 <강호연군가>의 짜임을 소개하면서 서시를 흉내낸 여인의 마음

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모모가 서시를 흉내내는 것이 곧

<강호연군가>를 지어 <도산십이곡>을 본받는 행위를 비유한다면 ‘그 마음속

의 애모’가 서시의 아름다움을 향하는 것은 이황을 향한 존경심을 비유하는 것

일 터이다.

이처럼 후대 문인들의 <도산십이곡> 향유의 기반에는 조선 성리학자의 으

뜸이요 사림의 스승인 이황이라는 인물에 대한 흠모와 존경의 마음이 깔려 있

었다. <도산십이곡>은 이들에게 잘 짜여진 언어 구조물로서 의미가 있었다기

보다는 이황의 노래로서 감동과 찬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

가이다.

(2) <한거십팔곡>과 정서적 조화의 추구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은 <도산십이곡>의 영향이 뚜렷한 <한거십팔

곡>을 지었다. ‘한거’로서 강호에 은거하는 노래의 내용을, ‘십팔곡’으로서 육가

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호문은 이황의 외종손으로, 이황의

맏형인 잠(潛)의 딸이 권호문의 어머니이다. 부친 사망 후 20세에 퇴계의 문하

에 들어가 배우기 시작하였으니, 이황의 글과 학문을 독실하게 배우고 익혔을

것이다.

권호문이 <도산십이곡>을 부르거나 감상하였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황의 제자로서 <도산십이곡>을 익히고 향유하여 깊이 체득한 학습자로서

자신의 시가인 <한거십팔곡>을 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권호문이 <한거십팔곡>과 관련된 기록을 남긴 바는 없지만 나중에 경기체

가 <독락팔곡>에 부친 <독락팔곡병서>에 노래의 향유와 창작이 그 자신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 기록한 것이 있다.

마음의 득실을 잊고 그 뜻을 즐기며, 원헌(原憲)의 가난함을 달게 여기고 자

장(子張)이 벼슬 구한 데 침을 뱉으며, 희황의 북창에 누워서 높은 베개에서 화

서몽(華胥夢)을 즐기니 부귀가 어찌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위세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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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찌 내 뜻을 빼앗을 수 있으리오. 무릇 일상에서 희로애락(喜怒哀樂)이 일

어나고 우감비탄(憂憾悲歎)하는 일을 다 여기서 풀어 버릴 수 있다. 그렇게 하

고자 하지 않아도 저절로 찌꺼기와 때가 씻겨지고 사악함과 더러움이 없어지게

된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노래는 흔히 시름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이 노래

[독락팔곡] 역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不平] 데서 나왔다. 또 주문공이 말하

기를 “뜻한 바를 노래하여 성정을 기른다”고 했으니, 지극한 말이다. 마음이 불

평하여 이 노래가 있으니 이 노래를 불러 뜻을 펴고 성정(性情)을 기른다. 아!

송창(松窓)에서 부르는 몇 곡의 노래가 풍조월석의 동탕하는 정신에 조그만 도

움이 되지 않으리오.56)

그가 노래를 짓거나 부르는 것은 노래를 짓고 부르는 일을 통해 마음의 때

가 씻겨나가고, 악한 마음이 없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자의 말

을 인용하며 노래의 의미를 “뜻한 바를 노래하여 성정을 기르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니, 이황이 말한 온유돈후의 시교와 부합한다.

문제는 이황의 경우와 달리 그의 마음에는 시름, 즉 ‘불평(不平)’함이 있었다

는 점이다. 이는 그의 강호 은거가 처음부터 전적으로 완전히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그는 20대에 모친의 소망으로 상당 기간 동안 출사를 위해 과거에 힘썼으나

여러 차례 실패를 맛보았다. 20세 이후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그는 과거를 준

비하는 유생이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풍류객, 또 향약의 유사로서 향촌

을 지배하는 재지사족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띄고 있었다. 35세 모친상을 마치

고도 송암은 과거에 도전하였고, 고민의 시기를 거쳐 39세에 이르러 스승인 퇴

계에게 서신을 보내 과업을 포기하고 한거하겠다는 뜻을 아뢰었다.57) 47세에

집경전(集慶展) 참봉을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50세에 정탁이 내시교

관에 천거했으나 <독락팔곡>을 지어 보여주며 거절하였다. 53세에는 이조참판

56) “忘懷得失 以樂其志 甘原思之貧 而唾子張之祿 臥羲皇之北窓 酣華胥之高枕 富貴何能淫 威武

不能奪 凡日用喜怒哀樂之發 憂憾悲歡之事 一於此寬焉 査滓之滌 邪穢之蕩 不期而然 古人云

歌多出於憂思 此亦發於余心之不平 而朱文公曰 詠歌其所志 以養性情 至哉斯言 心之不平而有

是歌 歌之暢志而養其性 噫 松窓數般之曲 豈無少補於風朝月夕之動蕩精神乎” 權好文, <獨樂八

曲幷序>, 松巖集 續集 卷之六. (번역은 최재남, <독락팔곡>과 <한거십팔곡>의 정서적 연
관 ,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pp.321～322를 참조.)

57) 김광조, 송암 권호문의 시가문학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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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령이 6품관에 천거하려 하였으나 <한거록>을 지어 사양하였다.

물론 권호문 자신에게 은거지향의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30대 중

반까지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고 실패하기를 거듭했던 것은 출사에 대한 현

실적 필요나 희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출사가 얼마나 절실한 뜻이었

는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좌절하여 돌아온 강호라는 점에서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평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서사 한 수에 육곡이 세 번 중첩된 구조로 되어 있는 <한거십팔곡>의 2연

에서 7연까지, 즉 첫 번째 육곡은 강호 은거의 뜻을 세우기까지 겪었던 마음의

갈등을 노래하고 있다.58)

비록 못 일워두 林泉이 됴니라

無心 魚鳥 自閒閒 얏니

早晩애 世事 닛고 너 조려 노라 (제4연)

‘비록’이 표현하는 양보의 의미는 ‘임천’이 처음부터 유일무이한 선택이 아니

었음을 보여준다. ‘조만’의 여지, ‘조려 노라’의 미래형 어미는 아직도 완전

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2연에서 7연의 여섯 수에서 표현하고 있는 갈등에서 출사의 의미항

들은 ‘충효(忠孝)’, ‘공명(功名)’, ‘이룸’, ‘성주(聖主)’, ‘행도(行道)’와 같은 도리와

명분의 개념들로 표현된다. 이에 반해 은거와 관련된 의미항은 오직 ‘소락(所

樂)’, ‘지락(至樂)’으로 표현되고 있다. 비록 출사하고자 해도 쓰이지 못하였으

므로 뜻을 이루지 못해 좌절감을 겪고 있긴 하지만, 출사의 뜻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의무나 도리의 차원이고, 마음속 깊이 원하고 즐기는 바는 은거임을 알

수 있다. 갈등의 근원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선택하는 일이 떳떳하게 이

루어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도리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스스로 즐거워하는 바이기에 결국 ‘말리 말리  이 일 말기 어

58) <한거십팔곡>의 구조를 1연은 서사. 나머지를 6연씩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육가

를 효방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섯 연씩 나누어지는 구조를 상정하는 것이 자연스

럽다. <한거십팔곡>의 구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송지언, 한거십팔곡과 통과제의 , 고전
문학과교육 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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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제8연)’고 노래한다. 두 번째 육곡, 8연에서 13연까지의 여섯 수는 은거를

선택하는 마음의 노래이다. 여기에서 강호 은거에 대비되는 세상은 이제 ‘부귀

위기(富貴 危機)’, ‘궁달 부운(窮達 浮雲)’과 같이 부정적으로 표현된다. 강호 은

거는 단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즐기는 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明哲 君子는

이사 즐기니(제9연)’와 같이 군자가 택함직한 삶의 방식이 된다.

충효에 뜻을 두고 열심히 애를 쓰며 지낸 세월로부터 갈등 끝에 강호를 택

하여 마침내 초당에 누운 복잡한 심사는 처음부터 강호가 세상인 무심한 백구

는 알 리 없는 마음이다. 이에 돌아 돌아 마침내 강호에 돌아온 마음을 ‘靑山

이 碧溪 臨고 溪上애 烟村이라/ 草堂 心事를 白鷗들 제 알랴(제10연)’라고

읊었다.

날이 져물거 외야  닐 업서

松關을 닫고 月下애 누어시니

世上에 글 이 一毫末도 업다 (제13연)

고요한 강호의 저녁에 마음 또한 고요하다고 노래하였다.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고 밝은 달빛 아래 비추어 보니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터럭만큼도 없

다. 마침내 선택이 완결되었다. 어쩌면 ‘世上에 글 이 一毫末도 업다’는

표현의 강렬함에 오히려 미련과 망설임이 배어 나오는 듯도 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미련과 망설임이 정말 하나도 없는가의 여부라기보다는 이쯤에서 어떤

삶을 선언하는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 육곡, 14연에서 19연까지는 이미 은거를 선택한 자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노래이다. 이제 모든 것이 ‘일체청명(一體淸明)(제14연)’하게 다가오

며, 외부의 유혹에 크게 마음 쓰이지 않는다.

酒色 좃쟈 니 騷人의 일 아니고

富貴 求챠 니 디 아니 가

두어라 漁牧이 되오야 寂寞濱애 늘쟈 (제15연)

行藏有道니 리면 구테 구랴

山之南 水之北 병들고 늘근 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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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라셔 懷寶迷邦니 오라 말라 뇨 (제16연)

聖賢의 가신 길히 萬古애 가지라

隱커나 見커나 道ㅣ 얻디 다리

一道ㅣ오 다디 아니커니 아들 엇더리 (제17연)

세속의 삶이 주는 유혹은 적극적인 응대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저 ‘두어라,

漁牧이 되오야’로 답할 뿐이다. 뒤늦게 들어온 출사의 요청에도 논어의 ‘회기보

이미기방(懷其寶而迷其邦)59)’의 고사를 들어 답하고 있다. 양화가 공자에게 마

음에 훌륭한 보배를 품고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는가

를 질문하는 대목이다. 공자는 이에 대해 선선히 “내 장차 벼슬을 할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벼슬하지 않는 것은 벼슬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때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출사의 요청을 양화의 무도함에 비겼을 가능성이 많

아 보이지는 않으니, 오히려 나아가 벼슬하는 삶에 대하여 배척적이지 않고 원

칙적인 차원에서 답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다음 연에서 ‘은

(隱)커나 현(見)커나’ 도(道)는 결국 한 가지라고 노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두

번째 육곡에서 세속과의 대립각을 유지하던 모습과 구별된다.

그의 노래는 마음의 불평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고 궁구한 것

은 <도산십이곡>의 온유돈후한 세계였으니, 이를 효방한 결과가 도달한 지점

은 바로 고요한 마음이다.

漁磯예 비 개거 綠笞로 독글 사마

고기 혜이고 낙글 을 어이 리

歲月이 銀鉤ㅣ 되어 碧溪心에 겻다 (제18연)

江干애 누어셔 江水 보 든

逝者如斯니 百歲 멷근이료

十年前 塵世 一念이 어 녹듯다 (제19연)

그의 강호의 삶은 낚시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세월을 낚으며 때를 기다리는

59) “懷其寶而迷其邦 可謂仁乎” <陽貨>, 論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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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의 낚시와도 구별되는 이 낚시는 지나온 세월이 잠긴 깊디깊은 푸른 물

속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마음을 낚는 낚시이다. 저 물과 같이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며 십 년 간의 마음의 갈등이 얼음 녹듯 하는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것이다.

<한거십팔곡>은 갈등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직시하여 갈등의 과정을 모두

드러내 보임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마침내 자기 삶의 태도를 확정하고 자존

심을 지키는 노래이다. 자신의 삶의 근본 문제에 답하고 마음의 평정을 구한

다는 점에서 <도산십이곡>과 상통하는 일면이 있다. 권호문은 스승의 뜻을

따라 노래를 부름으로써 마음의 갈등을 씻어내고 원만한 결론을 얻어내어 조

화로운 정서에 도달함으로써 온유돈후의 시교를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권호문이 선택한 강호의 삶은 철저하게 논리화된 독선기신(獨善其身)의 삶과

는 다소 다르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독선(獨善)’이기보다는 ‘독락(獨樂)’이기

때문이다.

우수(迂叟)는 평소에 대부분의 시간을 독락당에서 독서를 했는데, 위로는 성

인을 스승삼고 아래로는 여러 어진 이를 벗하며, 인과 의의 근원을 엿보고 예와

악의 실마리를 찾았다. 만물의 형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부터 사방에 이르는

끝없는 외부 세계까지 사물의 이치가 온통 눈앞에 모였다. 가능한 것도 다 배우

지 못하는데 어찌 남에게 구하고 어찌 밖에서 기대하겠는가? 마음이 권태롭고

몸이 피곤하면 낚싯대를 드리워 고기를 잡고, 소매를 걷고 약초를 뜯으며, 도랑

을 터서 꽃에 물을 대고, 도끼 들고 대를 쪼개며, 대야의 물로 더위를 씻고, 산

에 올라 경치를 둘러보며, 이리저리 거닐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였다. 명월이

때맞춰 떠오르고 청풍이 저절로 불어오면 끌어당기는 것이 없이 가고 붙잡는

것이 없이 멈춘다. 귀도 눈도 폐도 장도 거두어 내 소유가 되니 홀로 마음대로

걸어 거칠 것이 없다. 모르겠도다! 하늘과 땅 사이에 또 어떤 즐거움이 있어 이

것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그런 까닭으로 이를 ‘독락(獨樂)’이라 명명한다.60)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이황이 추구한 온유돈후의 덕을 구현하고자 노력

함으로써 <도산십이곡>을 잘 배운 자의 노래를 만들어내었다. 설사 그에게 실

60) 사마광, <독락원기>. (최재남,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p.3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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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미련과 갈등이 남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노래를 통해 일단락 짓고 치유하

는 과정을 밟아 보았다는 것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에 어느 정도의 도

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육가의 양식을 가져와서 자신의 강호 은거의 삶에

대한 지향을 노래함에 있어, 이황과 달리 마음의 ‘불평’에서 출발하였고, 이황

과 달리 마음의 수양이 아닌 독락(獨樂)의 추구에 도달하였다.

<한거십팔곡>을 한 문학인의 문학 작품으로 평가한다면, 그 진실성이나 일

관성, 삶과의 일치 여부를 논하는 것이 한층 의미 있는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그를 <도산십이곡>에 대한 진지한 학습자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적어도 그는 <도산십이곡>을 마음을 다해 배우고 익혀 자신의 수

준과 상황에서 수용하고 시교를 달성하려 노력했던 학습자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3) <강호연군가>와 마땅한 도리의 추구

장경세(張經世, 1547～1615)는 <도산십이곡>을 적극적으로 감상, 향유하여

영향을 받았고, <도산십이곡>을 본받아 지었음을 표방하며 <강호연군가>를

창작하였다.

지난번 마침 월파헌에 이르렀다가 우연히 인본(印本)을 얻게 되었는데 앞서

말한 <도산육곡>이었다. 한 번 읊조릴 때마다 더욱 의미심장함을 깨닫게 되니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발이 춤을 추었다. 삼가 그 체를 본떠 족히 전후

육곡을 이루었으니, 하나는 애군우국의 정성을 부친 것이고 하나는 성현학문의

바름을 편 것이며, 끝에 그 뜻을 말하였다. 참람되고 죄를 피할 바가 없음을 잘

알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때때로 높은 소리로 읊게 하여 그 귀취(歸

趣)를 펴게 하면 오히려 음풍영월하고 유탕망반(流蕩忘返)하는 것보다 나았

다.61)

61) “頃者 適到月波軒 偶得印本 乃前所謂陶山六曲也 一番吟諷 益覺意味深長 自不知手舞而足蹈

也 謹效其體 足成前後六曲 一以寄愛君憂國之誠 一以發聖賢學問之正 末乃自言其志 極知僭踰

無所逃罪 然使童蒙小子 時時高詠 以發其歸趣 則猶勝於吟風詠月流蕩忘返者也” 張經世, <效退

溪先生陶山六曲作江湖戀君歌 自識>, 沙村集, 卷二. (번역은 이상원, 17세기 육가형 시조

연구: 장경세의 <강호연군가>와 이중경의 <어부별곡> , 한국언어문학 65집, 한국언어문학
회, 2008, pp.241～24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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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세는 ‘그 체를 본받아’ 지었다고 하였으니, <도산십이곡>을 본받아 자

신의 노래를 창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형식만을 본뜬 것이 아니라

전육곡은 애군우국의 정성을 노래하고, 후육곡은 성현학문의 정도를 노래하였

다고 하여 전육곡에서 뜻을 노래하고 후육곡에서 학문을 노래한 구조까지 따

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끝에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고 하여 약간의 구조

적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瑤空애  거 一張琴을 빗기 안고

欄干을 디혀 안자 古陽春을 온마리

엇더타 님향 시이 曲調마다 나니 (제1연)

紅塵의 연디 二十年이 어졔로다

綠楊芳草에 졀로 노힌 리 되어

時時히 고개 드러 님자 그려 우노라 (제2연)

시져리 하 슈샹이 을 둘듸 업다

喬木도 녜 고 世臣도 자시되

議論이 여긔져긔이 그 몰나 노라 (제3연)

엇그졔  가온대 廣寒殿의 올라 가이

님이 날 보시고 쟝 반겨 말시데

머근  다 노라 이 날 새 줄 모로다 (제4연)

漢文이 有道이 賈太傅 내 운노라

當時 事勢야 그리 偶然가

엇더타 긴 숨 긋 痛哭조차 던고 (제5연)

宋玉이 을 만나 므스 이리 슬프던고

寒霜 白鷺 하 긔운이라

이내의 몬져 근심은 봄을이 업서라 (제6연)

만물이 소생하는 생기발랄한 봄의 곡조인 양춘곡(陽春曲)을 연주하고 있는

배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님향 시’을 토로하는 것으로 노래의 시작을 삼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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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깊은 애군우국의 마음을 노래하려는 뜻을 짐작하게 한다. 이어지는 다섯

수의 노래는 ‘시름’의 내용이 단순치 않음을 느끼게 한다.

장경세는 39세에 생원으로 과거에 합격하고 43세에 관직에 나갔다. 56세에

전라도 금구 현령을 역임했으나 다음해 벼슬에서 물러났다. 광해정란으로 이이

첨 등이 실권을 장악하고 임해군과 선조의 총신을 죽이고 영창대군과 선조의

장인 김제남을 죽이는 등 옥사를 일으키고, 역적을 토벌한다고 사칭하며 사적

인 감정으로 생살폐치(生殺廢置)를 자행하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껴 벼슬길을

단념, 산야에 묻힐 것을 결심한 뒤 시속을 슬퍼하며 원유(遠遊)의 뜻을 읊은

<유선사(游仙詞)> 87절을 지어 결연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당대의 상황과 장경세의 삶의 족적을 감안한다면 그의 시름은 단

지 나라에 쓰임을 받고자 했지만 원하는 대로 뜻을 펼치지 못했다는 불우함에

대한 의식을 넘어, 왕도가 땅에 떨어진 데 대한 충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환로를 떠난 지 20년이 되어가 녹양방초에 절로 놓인 말과 같은 몸이

되었는데도 때때로 임을 생각하며 운다고 하였다. <도산십이곡>에서도 그랬듯

벼슬을 물러나 강호에 은거하면서 임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

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때때로 운다’는 데 있다.

그 까닭을 알 수 있는 것이 3연이다. ‘시져리 하 슈샹’하다고 하였다. ‘議論이

여긔져긔’다는 것으로 국론의 분열을 알 수 있다. 임금을 그리워하며 우는

마음은 시국에 대한 근심 때문이었던 것이다. 선조 사후 광해군 옹립에 성공한

대북파들이 여타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 전횡을 일삼던 시기였다. <강호연군

가> 창작은 계축옥사가 일어나기 바로 전해인 1612년에 이루어졌다.62) 그는

시국에 대한 근심으로 인해 임금께 아뢸 말씀이 밤을 새울 만큼 쌓여 있고, 가

태부나 송옥보다 더한층 깊은 한숨과 근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토로한다. 전한

문제 때 고관들의 시기로 좌천되었던 가의는 비록 버려졌으나 시대는 도가 있

었고, 굴원의 제자였던 송옥은 가을을 만나 슬퍼했으나 자신은 봄 가을도 없이

근심에 싸여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시국 상황에 대한 깊은 근심

이다.

연군을 노래한 전6곡의 어느 한 수에서도 화자가 있는 자리, 강호는 등장하

62) 이상원, 17세기 육가형 시조 연구 , 한국어문학 65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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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화자의 위치는 첫 수에서 ‘欄干을 디혀 안자(제1연)’로 단 한 번 지

정되고, ‘紅塵의 연디 二十年이 어졔로다(제2연)’라 하여 현재 ‘홍진’과 대

비되는 곳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더구나 강호의 삶을 추측하

게 하는 표현은 단 한 가지도 없다. 화자의 마음이 오로지 세상, 도가 어그러

진 세상을 걱정하는 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도산십이곡>은 ‘太平聖代에 병으로 늘거가뇌’라고 노래했지만, 장경세는 그

럴 수 없었던 것이다.

만일 혹시라도 불행하여 사이지고 떨어지는 바가 있어서, 아들이 아비에게

얻지 못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얻지 못하고 지어미가 지아비에게 얻지 못하고

형제가 서로 기뻐하지 못하고 붕우가 서로 얻지 못하면, 애통하고 상도(傷悼)하

여 능히 스스로 마음에 편안해하지 못하고서 자차(咨嗟)하고 탄식함에 드러내

게 되는 것 또한 인정이 반드시 이르는 바요 천리가 마땅히 그러한 바이다. 만

일 돌아보고 생각함이 없이 이에 이르기를 “저는 저요, 나는 나다.”하면서 괄연

(恝然)히 할 따름이라면, 이는 지극히 가까운 이가 바뀌어 길가는 사람이 됨이

니, 사람의 도는 사라진 것이다. 어찌 성정이겠는가?63)

앞서 살폈던 유성룡의 <시교설>의 내용이다. 사람의 인정으로서 마땅히 슬

퍼하고 원망할 바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이다. 시대가

태평하지 않고 인륜이 어그러져 애통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편안

하게 유유자적하며 강호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만이 온유돈후이고 시교를 실

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시교의 관점에서라면 여섯 수에 걸쳐 화자가 하고 있는 일은 오직 감

정의 토로인데, ‘시름(1연)-울음(2연)-방황(3연)-호소(4연)-통곡(5연)-근심(6연)’

으로 요약되는 시상의 전개가 다소 부정적 감정이 넘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연에서 12연의 후육곡은 저자가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성현학문의 정도

63) “如或不幸而有所間隔 子不得於父 臣不得於君 婦不得於夫 兄弟不相悅 朋友不相得 則其所以

哀痛傷悼 不能自安於心 而發之咨嗟歎息者 其亦人情之所必至 而天理之所當然 若無顧念 而乃

曰 彼爲彼 我爲我 恝然而已 則是至親化爲路人 而人道息矣 豈人之性情乎” 柳成龍, <詩敎說>,

西厓先生文集 卷十五. (원문을 논문 21쪽 각주 45)에서 볼 수 있으나, 뒤의 내용을 좀 더

인용했으므로 따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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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道)’를 노래한 것이다. 끝부분은 자신의 뜻을 부쳤다고 하였으므로, 실제 노

래를 보면 네 개의 연이 학문을 노래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자의 학

문에 대한 경외(제7연)-주돈이와 정호의 학문에 대한 찬미(제8연)-주자의 정통

성(제9연)-양명학에 대한 비판(제10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술릐예 바리

업이 갈길 몰나 노라(제10연)’라 하여 궁리(窮理)와 정심(正心)을 아울러야

하는 학문에서 궁리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정심만을 강조하는 양명학은 수레에

바퀴 하나가 없는 것과 같으니 갈 길을 알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도산십이곡>에서 개인의 덕을 기르는 심성의 수양과 천하에 도를 실현하

는 치국의 길이 다르지 않음을 노래하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근본이 되

는 것으로 후육곡에서 학문을 노래하였음을 상기한다면, <강호연군가>의 구조

를 이해할 수 있다.

장경세는 자신이 근심하는 시대의 문제가 북인들의 잘못된 학문에서 비롯된

다고 보았던 것이다. 17세기 초반에 성리학의 한계를 인식한 당대의 지식인들

은 양명학을 비롯하여 노장과 불교 등 다양한 사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광해군 하의 북인 정권들이 남명 조식의 영향을 받아 양명학에 관심을

갖고 사회 변혁을 주도하였다.64)

장경세가 작품 후반부에 대해 ‘성현학문의 바름을 편 것’이라고 말한 것은

‘존주척륙의 뜻’을 숨기고 미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성리

학이라는 학문의 정도를 걸을 때만이 천하에 도를 펼치게 할 수 있다고 보았

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丈夫의 몸이되여 飢寒을 둘리것가

一山風月애 즐거옴미 이 업다

늬마다 浮雲富貴을 올 줄리 이시랴 (제11연)

得君行道 君子의 디로듸

時節 곳 어긔면 考槃을 즐겨늬

疏淡 松風山月이사 나인가 노라 (제12연)

64) 이상원, 앞의 논문, p.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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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뜻을 부쳤다고 말한 두 수이다. ‘일산풍월(一山風月)애 즐거옴이 

이 업다’는 고백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미 그의 시름과 근심이 얼마나

깊고 큰지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두 연에서 고백하는 강호의 즐거움은 다만

‘시절(時節) 곳 어긔어’진 학자가 취할 만한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제시되었을

뿐인 듯하다.

장경세에게 있어 강호는 무엇인가? 강호는 처음부터 그의 지향이 아니었고,

그의 자(字)가 겸선(兼善)이었던 것처럼 오직 나아가 겸선할 것을 원했다. 그

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시대는 어지럽고 도는 땅에 떨어졌으니, 나아가

치세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근심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곳이다.

처지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경세에게 있어 여전히 <도산십이곡>의 이

념은 유효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하면서 진심으로 감동받고 그것을 본받으려

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어지러운 세상을 근심하고, 학문을 바로잡는 것으

로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노래를 불렀다. 시교가 다만 한 개인의 심성만을

온유돈후하게 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내에는 천하를 바르게 다스려지

게 하는 것이 시교의 목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장경세가 시도했던 것은 세교

(世敎)를 실현하기 위해 마땅한 도리가 펼쳐지기를 희구하는 노래였던 것이다.

(4) <어부별곡>과 평온함의 회복 추구

<어부별곡>은 수헌 이중경(李重慶, 1599～1678)의 연시조로, 80년대 초반에

발굴 소개되어 알려졌다.65) <어부별곡>은 이중경이 <도산십이곡>의 양식을

본받아 지은 노래이다. <어부별곡>은 <도산십이곡>의 전후 6곡을 절반씩 취

하여 각각 3곡씩 전체 6수의 노래를 지은 것으로, 노래할 것을 염두에 두었으

며 학식이 없는 초동급부나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

<도산십이곡>을 연상케 하는 취지를 표방하였다.

그런데 <오대어부가자서(梧臺漁父歌自序)>를 보면 이전에 이중경이 <도산

십이곡>을 열심히 익히고 마음 깊이 즐기다가 문제 상황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65) 장인진, 새로 발굴된 李重慶의 梧臺漁父歌 , 도서관학 10집, 한국도서관학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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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오대에 있을 때, 항상 고깃배에 올라 푸른 물결 위를 떠다니고, 이내 낀

물가를 들락날락하면서 노를 두드리며 흥겹게 노래를 부르니 즐거움이 어떠했

으랴! 이에 <도산십이곡>과 <어부사>를 취하여 노래를 부르니, 족히 선현이

산수에 득의하여 그 진락을 즐긴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즐길 만한 사람이 아니면서도 그 가사를 노래한다는 것은 혹여 참월

(僭越)하거나 우천(愚賤)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산수의 아름다움은 비록 같

다 하더라도 노래를 하는 뜻에 다름이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 시어를 엮는

사이에도 도학의 대관(大關)이 있음이 이것이다. 다만 산수의 즐거움으로 말하

여도 미치지 못함이 있는데, 하물며 그 말을 외우고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

임에랴! 그런즉 내가 <도산십이곡>을 노래하는 것은 단지 마음에 스스로 부끄

러울 뿐만이 아니라 장차 학식 있는 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진실로 두려워

해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입을 조심하여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노 젓는 저녁에도 침묵하

였는데 흥이 일어날 때는 가슴이 답답하여 마침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에

그 체를 본받고 그 악곡을 모방하여 스스로 <오대어부가 구곡>과 <어부사 오

장>을 지었다. 그리고 <어부별곡 전삼장>과 <어부별곡 후삼장>을 나란히 하

여 6장을 지었으니, <도산전육곡>과 <도산후육곡>이 합해져 12곡이 되는 것

을 덜어서 각각 그 절반을 취한 것이다. 우리말이 알기 쉬운 것을 이용해 단가

의 율성에 맞추었으니 노래하는 자나 듣는 자가 비록 어옹이나 초부, 비복이나

어린아이라도 모두 환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였다.66)

다른 사람들과 같이 처음에 이중경은 <도산십이곡>을 노래하면서 선현의

뜻을 느끼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그는 <도산십이곡>의 뜻을 자신

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즐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태로

단지 노래만 부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아예 노래를 부르지 않

66) “余在梧臺 常登漁艇 浮游乎碧波之上 出沒乎煙霞之渚 扣枻興歌 爲樂如何 於是取陶山漁父詞

而歌之 亦足以見先賢之得意於山水而樂其眞樂也 然而匪其人而歌其詞 無或僭越乎遇賤乎 又以

山水之美雖同 而詠歌之志有異者 奚焉 其措語之間 有道學之大關 是也 直以山水之樂而言之 有

不可企及 况誦其言而 不知其意者乎 然則余之歌陶山曲者 非特自愧於心 將以獲罪於有識者 誠

亦可惧也已 自是戒於口 而絶其響 黙然乎搖櫓之夕 臺鬱乎興來之際 遂不獲已 則師其體而倣其

曲 乃自製九曲五章 而其前後三章並六章 則省其六曲之合爲十二者 而各取其半也 用以俚語之易

知 諧於短歌之律聲 使其歌者聽者 雖在漁翁樵夫婢僕童稚 皆可得以曉解” 李重慶, 梧臺漁父歌

自序 , 雜卉園集 (번역은 박이정, 이중경의 노래에 대한 인식 및 시가 창작의 양상과 그

의미 , 한국시가연구 22집, 한국시가학회, 2007을 참조. 이하 이중경의 글에 대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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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어부별곡>을 짓게 된 계기는 이처럼 자신

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없어 침묵하다가 가슴

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어부별곡>의 창작 동기와 취지를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

안타깝다! 내 일찍이 집이 가난하여 노모를 모실 방법이 없는 까닭에 오곡 사

이에 어장을 설치하여 몸소 고기를 잡아 돌아와서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한 지

가 거의 오륙 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자연의 즐거움이 내

게 멀다고 여기지 아니하여 왕래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른바 고깃배라는

것도 배만한 나무 구유통에 불과하여 두 명의 아이가 깊은 못에서 그물을 드리

울 정도의 것일 뿐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취하여 몸을 실으면 문득 넓고도

넓은 것이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모는 기상이 있는 듯하였고, 뱃전을 두드리

며 노래를 불러 일흥을 도왔으니 이것이 어찌 부질없는 즐거움만 되었겠는가?

큰 은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모친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채마밭의 푸성귀

와 들판의 나물은 진수성찬을 대신할 만하여 내 마음으로는 장차 백년의 즐거

움을 기약하고자 하였다.

지금 불효스럽게도 모친을 잃고 나니 여태까지의 개울물 소리와 고운 산색이

모두 눈물 어린 시야에 들어오는구나. 내가 어찌 다시 이 즐거움을 즐기고 이

노래를 부르겠는가? 그러나 노래하여 그 슬픔을 펴는 것은 고인이 얘기한 바이

고, 이 또한 슬픈 마음을 펴는 것인즉 곡(哭)이다. 노래라는 것은 불행하여도 있

게 되는 것이니, 어찌 이 노래를 즐기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다만 내 말을 길게

하고 내 뜻을 말한 것일 뿐이다. 아아 나는 이미 노년이니 그 얼마나 나의 즐거

움을 즐기고 내 노래를 노래할 수 있으랴! 오직 세상의 일을 벗어나 그윽하게

구름 낀 골짜기에 깃들어 산채 캐고 고기 잡으며 여생을 마칠 뿐일 것을. 만일

이 노래를 듣고 내 뜻을 아는 자 있다면 한갓 어부의 일만을 운운했다고는 말하

지 않으리라.67)

67) “噫 余嘗家貧無以爲養老之計 遂置漁庄於梧谷之間 躬漁以歸 爲供滋味者 殆五六載 而箇中山

水之樂 不余以遠 則因又往來之不惰焉 其所謂漁艇者 不過此腹之木槽 而受兩童之排網於深潭而

已 然有時取而載之 使有浩浩乎如慿虛之氣像 扣舷而歌之資逸興 奚尙奚足以爲徒樂哉 銀鮮玉尺
歸悅親心 園蔬野蔌 可代以珍羞 將期以百年之樂于吾情矣 乃今不孝降禍風樹遽感 向來川聲山色

摠入抆涕之地 余安更樂此樂而歌是歌乎 然而歌而舒其哀 古人所說 而是亦悲心所發 則其哭也

歌者 不幸而有之耳 夫豈曰樂此歌者邪 只足以長吾言而言吾志也已 嗟嗟余已老年 其幾何樂吾樂

而歌吾歌乎 唯可以擺脫塵累 冥栖雲壑 采山釣水以終餘年耳 如有聽是歌而知吾意者 不徒曰 漁

父事也云爾.” 李重慶, <梧臺漁父歌自序>, 雜卉園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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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십이곡>을 노래부르면서 그 즐거움에 공명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던 까닭은 아마도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었던 듯하다. 이 글

로 미루어 보건대 어머니와 함께 한 강호에서의 그의 삶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으로, 어머니를 봉양하는 소박한 살림을 사는 것에 다름 아니었던 듯하다.

靑山은 언제 나며 綠水은 언제 난고

前萬古 後萬古 져 나히 언매언고

내 몸도 此中에 놀아 를글 주리 업세라 (<어부사오장>제3연)

功名도 내 몰래라 富貴도 내 몰래라

虛浪 人生이 世事도 내 몰래라

아마도 이 江山 아니면 내 몸 둘  업세라 (<어부사오장>제4연)

실제 이와 같은 마음은 그가 스스로 지은 <오대어부가구곡>과 <어부사 오장>

에 잘 표현되어 있다.68) <어부사오장(漁父詞五章)>에 표현된 그의 강호는 어머니

가 돌아가시기 전의 강호에서의 삶을 표현한 듯이 보인다. ‘전만고(前萬古) 후만

고(後萬古)’의 긴 시간 동안, 오로지 다른 세상과의 대비나 비교도 필요하지 않은

이 세계에 영원히 속해 있는 화자의 모습은 강호라는 공간이 그에게 있어 다른

무엇과의 대비나 선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삶의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강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강호는

세상 전체였다. 왜 강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질문 또한 필요

하지 않았다. 벼슬 경력이 없는 17세기 재지사족으로서의 이중경의 강호는 출

사에 대비되는 은거가 아닌 세계 전체였다. 공명과 부귀는 화자가 알지 못하는

범주의 삶이다. 세상사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다른 가치에 대한 비교도 고

려도 필요하지 않는 순진무구한 행복, 의심하지 않는 자의 완전한 행복이다.

이 강호가 깨어졌을 때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닥친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강

호 자연은 오직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되었고, 상처 입은 그의 마음은

68) 박이정은 이중경의 <오대어부가구곡>, <어부가 오장>, 그리고 <어부별곡 전후삼장>이 각

각 노래에 대한 그의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작품이라고 보았다. 본 논문과 초점은 다르지

만 이들 노래가 이중경의 세계 인식, 미의식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보는 점에서 일면 상통하

는 논의이다. 박이정, 이중경의 노래에 대한 인식 및 시가 창작의 양상과 그 의미 , 한국시
가연구 22집, 한국시가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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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향유하던 선현의 노래조차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만들었다. 더 이상 자연

을 즐길 수 없는 자로서 <도산십이곡>의 세계에 완전한 동의를 보낼 수 없음

을 진정성 있게 고백하였다. 이중경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노래의 의미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였다. 그는 “노래하

여 그 슬픔을 펴는 것은 고인이 얘기한 바이고, 이 또한 슬픈 마음을 펴는 것

인즉 곡(哭)이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노래는 불행할 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시교의 중요한 면모이다. 즉 조화롭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심성

을 가다듬는 것도 시교이나, 시는 ‘가이원(可而怨)’이라 하였으니, 사람의 천륜

으로 하여 슬퍼함이 마땅한 일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또한 올바른 일이고, 그

렇게 하여 원망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풀어내는 것은 시를 통해 바른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이니, 역시 온유돈후함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다.

아이고 애올샤 아이고 셜올셰고

罔極 天地예 내 혼자 사라 이셔

녜 잇던 魚菜 보니 내 안 둘  없세라 (<어부별곡> 제1연)

처엄의 못 각여 詩書을 일삼도다

中間의 妄녕되여 名利 라도다

物外예 風月江山이 내 분인가 노라 (<어부별곡> 제2연)

이런들 뉘 올타 며 져러 뉘 외다 료

올거나 외거나 나도 내 일 모노라

世上이 是非 마라 漁父ㅣ 무슴 그리 (<어부별곡> 제3연)

첫 연은 그가 처한 상황을 보여 준다. <도산십이곡>의 체를 그대로 본받았

다고 진술하고 있는 <어부별곡 전후삼장>은 <도산십이곡>의 전후육곡을 반

으로 줄여 각각 전후 3장으로 하는 육곡의 형식을 취하여 여섯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연시조의 양식을 그대로 본받고 있다.

<어부별곡>은 모친이 돌아가신 후 시묘 살이를 마친 후에 지은 것으로 추

정된다.69) 그의 강호의 완전함은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소박

한 즐거움이 떠받치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슬픔 앞에서 강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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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를 잃었다. 그의 세계가 완전했을 때 의심 없이 함께 나누던 선현과의

즐거움은 사라졌다. 이제 그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나에게 강호

는 무엇인가? 나는 왜 강호에 사는가?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물외의 풍월강산을 내 분인가 하고 받아들인 내막을

노래한 것이 2연이다. 그가 받아들인 강호의 삶은 ‘물외(物外)의 어부(漁父)’로

서의 삶이다. 도학적 삶과 구별되는 강호의 삶이다. <도산십이곡>에서 표방하

고 있는 심성 수양의 공간으로서의 강호와는 성격이 다른 강호를 천명하였다.

<어부사오장>에서 노래한 것 같은 순진무구하고 탈속적인 강호의 삶이다.

經綸을 내 아더냐 濟世리 업슬런냐

太平 時世 얼메나 머런고

匹夫의 爲國忠心을 내여 뵐  업세라 (<어부별곡> 제4연)

강호의 삶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출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이 돌아봄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읽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자신의 분이 아니고 능력도 없거니와 태평성

대도 아니어서 위국충심을 내 보일 곳도 없는 상황이었음을 담담히 노래한 것

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시에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마음과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련한 아쉬움이 비치는 듯도 하다. 자신의 위국충정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삶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데 대한 마음일 것이다.70)

내 나히 만커니나 머리도 셰거니나

소년시 은  아니 늘건노라

日日에 兒戱 이 윗 줄을 모다 (<어부별곡> 제5연)

蒼山은 놉고 놉고 流水 길고 길고

山高 水長니 긔 아니 죠소냐

山水間 一閑人되여 허믈 업시 사노라 (<어부별곡> 제6연)

69) 이형대, 어부형상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 인식,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70) 사대부의 정체성 자체가 고민하고 눈앞의 현실을 개탄하며 유가적 이상을 찾아 끝없이 방황하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의 자리에서 우군애국의 정이 표출되는 것

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수 있다.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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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별곡>에서 노래하고 있는 소년시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강호에서의

삶을 표현한 것이 왜 ‘아희(兒戱)’인가? 행복이 깨어진 강호에 마주한 후 강호

의 삶이라는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짚어 왔다. 그 과정을 거쳐 마

주한 강호 앞에서 그는 소년의 마음이 된다. 어머니와 함께 한 그 시절의 마음

인가? 어머니 없는 강호에서 어머니 앞에서 하던 ‘아희’를 하는 마음은 무엇인

가? 결국 그가 발견한 강호의 의미는, 어머니를 대체하는, 어머니와 동일시되

는 강호인 듯하다.

슬픔으로 인해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던 강산에서 변치 않은 강산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의 치유를 얻는다. ‘아이고 애올샤 아이고 셜올셰고’로 시작한

노래가 ‘긔 아니 죠소냐’로 맺어질 수 있는 계기이다.

이중경의 <어부별곡>은 내용상 <도산십이곡>보다 <속문산육가>와 더 닮

았다는 평가는71)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지만 핵심을 비껴간다. <어부별곡>은

자기 처지를 슬퍼하고 호소하는 데 그치는 노래가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를

직시하고 극복하여 마음의 평온을 얻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황이 추구했던

온유돈후의 시교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부별곡>은 <도산십이곡>의 육가 양식을 본받아, 강호의 삶이 슬픔으로

가득하게 된 실존의 문제를 대면하고 다시금 자신을 품어주는 강호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평온한 즐거움을 회복하였다.

<도산십이곡>은 이황의 인격과 삶과 학문, 마음의 지향과 작품의 지평이 일

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호 지향과 학문하는 삶에 대한 노래가 사림들에

게 강력한 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산십이곡>은 강호에

사는 삶이 갖는 의미를 개인적 성향의 층위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학문적 관점

과 성리학자로서의 논리, 신하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도리, 자신의 삶을

펼쳐 나가는 한 개인이 추구할 만한 가치와 같은 여러 차원에서 펼쳐 보인다.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공적 자아이자 큰 스승이다.

<도산십이곡>을 감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학습자에 해당하는 후대의

문인들은 <도산십이곡>의 감상과 그것을 본받은 자신의 시가 창작을 통해 시

교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들은 <도산십이곡>을 감상하면서 깊은 감동

71) 이상원, 앞의 논문, pp.260～261.



- 102 -

이나 지극한 즐거움을 맛보았고, 마음의 더러움이 씻겨나가는 체험을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훌륭한 문학 작품이 주는 이와 같은 감정 정화의 경험은 동서

양을 막론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학의 효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슬

픔과 좌절을 깊이 체험함으로써 정화를 경험한다는 서구적 관점의 카타르시스

와 달리 조화롭게 고양된 인간 정서의 실체를 경험함으로써 감정 정화의 경험

을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도산십이곡>의 진지한 학습자인 후대 문인들이 성취한 시교 중 <한거십팔

곡>과 <오대별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산십이곡>을 본받아 자신의

노래를 짓는 과정에서 마음에 존재하던 갈등이나 괴로움을 가다듬고 평정의

상태에 도달하거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과정을 경험하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이 나라에 쓰임을 얻지 못해서이든 개인적인 아픔에 의해서이든

시를 통해 그것을 표현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조화로운 정

서에 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과 아픔

을 극복하거나 조절하여 성정의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은 일면 치유

의 경험이기도 하고72), 일면 성장의 경험이기도 하다.

<도산십이곡>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지만, <도산십이곡>을 본받고자 하였던

<강호연군가>의 경우에도 공적 자아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제시하려는

화자를 만날 수 있다. <강호연군가>는 도로써 다스려지지 않는 어지러운 시국

을 염려하는 신하의 마음을 노래함으로써 세상과 정치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

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근본이 학문을 바로

세우는 것이므로 주자학이 학문의 정통임을 노래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2. <고산구곡가> 창작과 수용의 시교 구현

<고산구곡가>를 둘러싼 시교 구현의 양상 또한 <고산구곡가>의 창작을 통

72) 김상진, 송암 권호문의 <한거십팔곡>과 문학치료 , 한국시가연구 22집, 한국시가학회,
2007에서는 <한거십팔곡>을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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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떻게 시교를 실현하고 있는지의 국면과 <고산구곡가>를 후대 문인들이

수용하면서 어떻게 시교를 구현해 갔는지의 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절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이가 <무이도가>를 어떻게 향유하고 수용하

였는지를 통해 <고산구곡가>에서 <무이도가>의 무엇을 어떻게 계승하고자

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고산구곡가> 작품 자체의 분석을

통해 이 작품이 담아내고자 한 가치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후대의 문인들이

<고산구곡가>를 어떻게 향유하였는지, 또 <고산구곡가>를 수용하여 자신의

시가를 창작함으로써 시교의 어떤 양상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살피고자

한다.

1) 성현에 대한 존경과 구곡가 양식의 계승

이이는 성리학자들의 스승인 주자의 삶과 학문을 집약적으로 표상한다고 간

주되었던 <무이도가(武夷櫂歌)>를 본받아 <고산구곡가>를 지었다. 자연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학문하는 삶의 관계를 확인하고, <무이도가>를

그림과 함께 향유하는 태도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고산구곡가>가 <무이도

가>의 무엇을 어떻게 효방하였는지 밝히고자 한다.

(1) 전범적 삶의 미적 구현으로서의 구곡가 계승

<고산구곡가>의 창작이 <무이도가>를 전범으로 삼아 이루어졌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73) 주자는 54세 되던 해인 1183년 4월에 숭안현 남쪽의 무이산

36봉과 37암 사이를 돌며 흐르는 시내를 따라 구곡을 이루고 있는 무이구곡에

무이정사를 짓고 살면서 <무이정사잡영병서(武夷精舍雜詠竝序)>를 쓰고 <무

이정사잡영(武夷精舍雜詠)> 12수를 지어 무이정사와 주변의 풍광 등을 읊었

73) <고산구곡가>와 <무이도가>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연구사는 많이 축적된 편이다. 특히 이

민홍은 조선 사림파의 <무이도가> 수용의 양상과 <고산구곡가>가 <무이도가>를 수용하고

변용한 모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민홍, 증보 사림파문학의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0,

pp.73～217; 이민홍,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개정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pp.25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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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인해 후대의 유학자들이 정사를 짓고 <무이정사잡영>의 차운시를

지었는데, 특히 55세 때 무이구곡의 승경을 읊은 <무이도가>는 조선의 성리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무이도가>는 중국에서보다 조선에서 훨씬

주목받았으며, 비평, 차운시의 창작 등 활발한 감상과 재생산 활동이 이루어

졌다.

고려말 <무이도가>가 전해진 후74) 조선의 숱한 성리학자들이 구곡을 경영

하고 정사를 짓고는 무이구곡도를 감상하며 무이구곡을 와유(臥遊)하였고 차

운시를 짓는 등 주자의 정신과 삶의 실제를 본받고자 하였다. 특히 16세기 사

림에 이르러 주자의 삶과 학문을 숭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무이도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관련 창작 활동은 더욱 풍성해졌다.

무인 6년 은병정사를 지었다. 수양산 한 가닥이 서쪽으로 뻗어 나와 선적봉이

되고 선적봉 서쪽 수십 리에 진암산이 있다. 이 두 산 사이에서 물이 나와 사십

리를 흐르면서 아홉 번 꺾어져 바다로 들어가는데, 꺾어진 곳마다 못을 이루어

그 깊이가 배를 띄울 만하다. 이곳이 우연히 무이구곡과 서로 유사한 까닭으로

예전부터 구곡이라고 부르는데, 고산 석담이 또 마침 제5곡에 있고, 또 석봉이

그 앞에서 읍하는 것 같다. 선생이 그 사이에다 정사를 짓고 무이 대은병의 뜻

을 취하여 은병이라 편액하고 주자를 추앙하는 뜻을 부쳤다. 정사는 청계산 동

쪽에 있다. 선생은 고산구곡가를 지어 무이도가에 비의하였다.75) 이때부터 원근

의 학자들이 더욱 많이 찾아왔다.76)

74) 김문기에 따르면 고려말 원천석의 운곡시사(耘谷詩史)에 “의연구곡무이중(依然九曲武夷中)”

이라는 시구가 있다는 점, 개성에서 출토된 고려 때의 그릇 둘레에 주자의 <무이도가(武夷

櫂歌)> ‘제구곡(第九曲)’의 시가 쓰여져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고려 말엽에는 <무이구곡

도>와 <무이도가>가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

양상 , 국어교육연구 23집, 국어교육학회, 1991, p.9.
75) 최재남은 “의무이도가(擬武夷棹歌)”를 “무이도가를 본떴다”가 아닌 “무이도가에 비긴 것이

다”로 번역하면서, 이이가 정언묘선 형자집에 수록한 <무이도가>의 성취를 넘어서는 원자
집 수준의 노래를 창작하려 한 것이므로 “본떴다”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필자

또한 이이가 <무이도가>를 그대로 본뜬 것이 아니라, 나름의 시적 성취를 하였다고 보므로

역시 “비의하였다”라는 번역을 따른다.

76) “戊寅六年先生四十三歲 作隱屏精舍 首陽山一支 西走爲仙迹峯 峯之西數十里 有眞巖山 有水

出兩山閒 流四十里九折而入海 每折有潭 深可運舟 偶與武夷九曲相符 故舊名九曲 而高山石潭

又適在第五曲 且有石峯拱揖於其前 先生築精舍於其間 取武夷大隱屏之義 扁之曰隱屏 以寓宗仰

考亭之意 精舍在聽溪堂之東 先生作高山九曲歌 以擬武夷棹歌 自是遠近學者益進” 李珥, <年

譜>, 栗谷全書 卷三十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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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따르면 이이가 거처한 ‘은병정사’의 이름은 주자가 은거한 무이구곡

의 대은병과 소은병에서 취한 것이다. 해주 석담의 자연경을 굳이 ‘고산구곡’이

라 명칭한 것도 주자의 무이구곡을 의식한 것이다. 연보에 따르면 이이는 주자

사(朱子祠)를 자신의 은병정사의 북쪽에 세우려고 계획했었다고 한다. 주자사

에 정암과 퇴계 두 선생을 배향하고 조약(條約)을 만들어서 학도를 훈칙하여

학문에 뜻을 둔 자는 사서(士庶)를 막론하고 모두 입적을 허락하되 과거 공부

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다고 한다.77)

주자에 대한 흠모는 조선 사대부의 보편적 지향이었고, 무이구곡은 조선 사

대부들의 유토피아적 미의 실현 공간이었다.78) 수많은 서원들이 무이구곡을

연상시키는 경관이 있는 곳에 세워졌다.79) 특히 이황의 구곡 경영 이후 수많

은 사림들이 각자의 구곡을 마련하며 무이구곡의 이미지와 의미를 확장하고

재생산하였다.

이이의 고산구곡 경영 또한 무이구곡의 영향 아래 아름다운 산과 물의 경관

을 ‘구곡’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즐기는 문화적 전통에 속해 있다. <고산구곡

가>는 그 구곡에서의 삶을 노래하며 첫 수에서 ‘학주자’를 표방하였다.

高山 九曲潭을 사이 모로더니

誅茅卜居니 벗님 다 오신다

어즈버 武夷를 想像고 學朱子를 리라 (제1연)

‘武夷를 想像고 學朱子를 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고산구곡가>가

도학을 표방하거나 학문적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이가

<고산구곡가>를 지으면서 주되게 본받아 구현하고자 한 것은 주자의 철학이

77) 李珥, <年譜>, 栗谷全書 卷三十四, 한국학중앙연구원편, 율곡학연구총서 자료편6, 사단
법인율곡학회, 2007, pp.246～247.

78) 민주식, 조선시대 지식인의 미적 유토피아: ‘무이구곡’의 예술적 표현을 중심으로 , 미학
26집, 한국미학회, 2009.

79) 신두환은 사림파의 이른바 ‘성리미학’이 우리 문학사에 큰 줄기를 이루었으며, 이는 조선 서

원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하는데 조선의 서원에는 ‘무이(武夷)’라는 두 글자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었고, 주자의 ‘무이구곡’을 연상한 산수가 아니면 서원의 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였

다. 신두환, 조선사인의 <무이도가> 비평 양상과 그 문예미학 , 대동한문학 27집, 대동한
문학회, 2007,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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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문이 구현된 무이구곡에서의 주자의 삶이다.

<고산구곡가>는 학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노래하지 않는다. ‘武夷를 想像

고 學朱子를 리라’라는 첫 연의 종장을 제외하면 학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는 부분은 거의 없다.80) 그러나 고산구곡에서 자연을 즐기는 방식 자체가 ‘학

주자’의 내용이며 그것이 곧 학문하는 길이다. 이이의 고산구곡은 결국 주자의

무이구곡의 삶을 재현하고 학문하는 삶을 즐기는 장이었다.

이이에게 있어서는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

다. 이이의 철학은 이황과 구별되는 지점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다. 그는 이황

의 ‘이발론(理發論)’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리가 스스로 발할 수

는 없으며, 오직 ‘기발이승(氣發理乘)’만이 가능하다는 기발이승일도론(氣發理

乘一途論)을 펼쳤다. 그런 그이기 때문에 문학에 대해서도 특별히 ‘인정에 곡

진하고 사물에 두루 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리(理)가 발하면 기(氣)가 따른다는 이황의 견지에서 본다면 이치가 구현되

어 있는 순연한 상태를 그려 보이는 것이 긴요한 일이 될 터이고, 기가 발하는

것이 세상 만물이고 리가 그에 숨어들어 있다는 이이의 견지에서 볼 때는 천

변만화하는 세상 만물의 모습에서 이치를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터이다. 이것이 이이가 자연을 보는 방식이다. 자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또

한 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천지간에 있는 모든 사물은 각기 리가 있다. 위로 일월성신으로부터 아래로

초목산천에 이르기까지, 미세하게는 조박외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체가 깃들

인 것이며, 지극한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록 아침저녁으

로 보면서도 그 이치를 모른다면 안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가 금강에 가서

그저 풍광만 보고 산수의 취의를 깊이 파악하지 못한다면 백성이 날마다 사용

하면서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홍장과 같은 이는 가히 산수의 깊은 취의를

안다고 이를 만하다. 하나 단지 산수의 취의를 알 뿐 ‘도체’를 보지 못한다면 산

수를 아는 것이 귀할 것도 없으니 홍장의 앎이 어찌 여기에 그치겠는가?81)

80) 6연의 종장에 ‘이中에 講學도 려니와 咏月吟風 리라’라 하여 講學이 등장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강학도 하려니와’와 같이 양보의 의미를 표현하여 영월음풍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81)“天壤之閒 物各有理 上自日月星辰 下至草木山川 微至糟粕煨燼 皆道體所寓 無非至敎 而人雖

朝夕寓目 不知厥理 則與不見何異哉 士之遊金剛者 亦目見而已 不能深知山水之趣 則與百姓日

用而不知者 無別矣 若洪丈可謂深知山水之趣者乎 雖然 但知山水之趣 而不知道體 則亦無貴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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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풍광만을 보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연을 보는 것이다. 그보

다 나은 단계가 산수의 취의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산수의 취의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산수의 ‘도체’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자연

에서 도체를 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도에 나아가

게 하기 때문일 터이다. 아마도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라고 하였을

때, 무이구곡에서 보여준 주자의 삶이 바로 자연에서 도체를 발견하는 것과 관

련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천지만물은 기의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포착될 수밖에 없지만, 만물에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동안에 그 안에 내재한 도체를 간파할 수 있고, 대상의 도체를

자아의 마음에 완전하게 비추어낼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즐거움

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즐거움이 표현될 때 도가 드러난 문학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아! 외물을 즐거워할 만한 것은 모두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군자의 즐거워

하는 것은 안에 있고 밖에 있지 않으므로 저 솟은 봉우리와 흐르는 물 등은 다

나에게 관계가 없는 것인데, 옛 성현이 오히려 이를 즐거워한 것은 무슨 까닭일

까. 대개 내외를 나누어서 둘로 보는 것은 참다운 즐거움을 아는 이가 아니다.

천리는 본래 내외의 간격이 없는 것인데, 저 안이 있고 밖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인욕이 개재하였기 때문이다. 진실로 인욕의 개재가 없다면 바로 호연자득할 터

이니, 어디를 간들 즐겁지 않겠는가. 옛적에 증석이 기수에 목욕하겠다고 하자

부자가 감탄하며 깊이 허여하였는데, 이는 증석이 인욕이 없는 곳에 천리가 유

행하는 묘리를 보았기 때문이다.82)

이 글은 자연과 자아의 진정한 만남에 대해 말해 준다. 이이는 증점의 고사

를 인용하여 자연과 자아가 일치되는 상태, 그리하여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보여준다. 진정한 즐거움의 근원은 ‘천리가 유행한 묘리를 깨치는’

知山水矣 洪丈之知 豈止於此乎” 李珥, <洪恥齋遊楓嶽錄跋>, 栗谷全書 卷三十.
82) “嗚呼 外物之可樂者 皆非眞樂也 君子之所樂 在內而不在外 則彼之峙且流者 無與於我 而古之

聖賢 尙有樂之者 其故何耶 蓋分內外而二之者 非知眞樂者也 必也一內外無彼此者 其知眞樂乎

天理本無內外之閒 彼有內有外 必有人欲閒之也 苟無人欲之 閒則浩然自得 焉往而不樂哉 昔者

晳有浴沂之談 夫子嘆息而深許之 以晳也見夫人欲盡處 天理流行之妙故也” 李珥, <松崖記>, 
栗谷全書 卷三十.



- 108 -

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과 일치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인욕을 버

릴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83) 인욕이 없는 상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서 천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적인 관점과 욕심에서 벗어나, 인간

의 정이 지나치거나 왜곡되지 않고 그 순선함이 구현된 상태이다. 즉 도의 실

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유학자들이 학문과 마음 수

양의 궁극적 목표로 삼은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자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곧 도를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연의 즐거움을 즐거워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인간적 관점과 욕망을 버

리고 도를 받아들여 자연의 도와 인간 의식이 합일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

의 본성을 회복하고 도가 구현된 세상을 추구하는 것, 삼라만상에 도가 발현된

모습 자체와 자연스레 합일되는 마음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은 유가의 학문하

는 목적이다.

이런 점에서 <고산구곡가>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즐기는 내용은 학문적 의

미에 있어서도 ‘학주자’의 내용이며, ‘강학’을 통해 동학과 제자들이 함께 추구

한 학문의 내용과 별개가 아니었던 것이다. 자연에 구현되어 있는 천리의 묘를

발견하고 즐기고 그에 하나가 되는 체험은 자기 수양과 학문의 길이었으며, 이

러한 즐거움이 깊이를 더해가 최고의 충만감을 느끼는 경지는 ‘지어지선(止於

至善)’의 상태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이다.

(2) 구곡도를 통한 성현의 삶의 공간 체험

구체적으로 이이가 <무이도가>를 어떻게 감상하고 향유하였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이가 속해 있던 16세기 사림 집단에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향유되었는지, 그러한 향유의 과정에서 어떤 감흥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

록들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림들은 주자의 <무이도가>를 주자의 삶과 결합하여

83) 조세형은 율곡에게는 즐거움의 진위가 산수에 달려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인욕이 개입

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견해가 그의 철학과 관련된다고 분석하였다. 조

세형, 율곡 이이의 문학사상과 16세기 문학의 한 국면 ,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 49집,
한국어교육학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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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탄하며 감상하였다. 이 때문에 주자의 학문과 삶의 공간인 무이구곡 자체도

관심과 경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무이도가> 못지않게 주자의 은거 공간

인 무이구곡을 그린 <무이구곡도>를 구하거나 그려 감상하였다. 조선의 선비

들에게 주자의 <무이구곡도>는 그 자체가 경외의 대상이었으니, 주희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서는 <무이도가>와 <무이구곡도>가 수용되고 널리 유행하

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84)

그림을 그려 달라는 요청도 들어 주실 수 있겠는지요? 당초에는 소상팔경(瀟

湘八景), 관동팔경(關東八景) 등의 풍경화(風景畫)를 얻고자 하였으나, 마침

<무이구곡도>를 보니, 이는 예사로운 풍경의 비유가 아니어서 감상하는 흥취

가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열 폭으로 나누어 작은 병

풍을 만들었으면 하니, 9곡을 나누어 폭마다 1곡의 풍경을 그리고, 주 부자(朱

夫子)의 <구곡시(九曲詩)> 칠언(七言) 십절(十絶)을 각 폭 밑에 1절씩 써넣되,

첫 폭에는 2절을 써넣으며, 맨 앞폭에는 주 부자의 초상(肖像)을 그리고 또 <자

찬명(自贊銘)>까지 써넣으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형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사이에 많은 조화(造化)를 부려 더할 수 없이 아름답게 그려 주시면 매우 고맙

겠습니다. <구곡도>는 무이지(武夷志) 안에 실려 있고, 초상은 연보(年譜)
에 실려 있으므로 이 두 책을 아울러 보냅니다.85)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이구곡도>를 보고는 이 그림을 <무이도가>와 함께

병풍으로 만들어 곁에 두고 감상하기 위해 그림을 청하고 있다. ‘예사로운 풍

경의 비유가 아니어서 감상하는 흥취가 좋다.’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감상하는

흥취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에게 이전부터 <구곡도(九曲圖)>가 있었는데, 이는 이 선생이 발문을 쓰신

것으로 이정존(李靜存; 이담(李湛))이 소장한 중국본의 모사품이다. 이 그림을

대하면 정말이지 이른바 시야에 가득 들어온 구름이며 안개가 정묘의 극치를

84) 윤진영, 조선시대 구곡도의 수용과 전개 , 미술사학연구 217집, 한국미술사학회, 1998,
pp.61～62.

85)“畫請亦可能副耶 初欲得瀟湘，關東等景 適得武夷九曲圖 此非等閑風景之比 賞玩興感 似無踰

此 茲願分作十帖小屛 分曲以畫 而夫子九曲詩 有七言十絶 各帖之下 容寫一絶 初帖則容寫兩絶

又初帖則寫夫子眞像 且寫自贊 則似甚佳絶 未知兄意如何 其間多用造化 要使盡美 幸甚幸甚 九

曲圖 在於武夷志中 眞像 在於年譜 兩冊並奉” 宋浚吉, <與李士深>, 同春堂先生文集 卷十.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한국고전DB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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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여 마치 귓전에 소리까지 들리는 듯 황홀하다. 또 중국본 책자 속에서 무이

산의 총도(總圖)와 서원도(書院圖)를 발견하였는데, 지난번 화산(花山)[안동(安

東)의 딴 이름]에 있을 때 우연히 화가를 만나 이것까지 아울러 무이지에 본
떠 그려 넣게 하고 거기에 이 선생의 발문을 첨부하였다.

한가로울 때마다 가끔 한 번씩 열람하고 있노라면 내 몸이 외진 조선 땅, 그

것도 400여 년 뒤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까맣게 잊곤 한다. 그러니 400년 전 그

당시 매일 주 선생을 모시고 도를 강론하면서 무이구곡에서 노래 부르며 생활

하던 사람들은 그 기상과 흥미가 과연 어떠하였겠는가. 그것을 느끼며 상상하던

끝에 이 그림의 전말을 기록한다.86)

수많은 사림들이 탐독했던 무이지를 지은 정구의 글이다. 그가 무이구곡의

그림을 보면서 가장 경탄하고 황홀감을 느낀 것은 ‘그 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

은’ 생생함 때문이다. <무이도가>를 언어로 읊으면서 상상하고 느끼는 정감에

비해 시각적으로 경관을 보는 느낌의 구체성이 주는 실감에 감동하고 있다. 이

러한 생생함은 당시 주자를 모시고 실제 무이구곡에서 강론하던 학자들은 어

떤 상황,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상상해 보게 해 준다는 것이다.

무이산(武夷山)은 기묘하고 수려하며 깨끗하여 그 자체로 이미 천하에 으뜸

가는 명산인 데다 또 우리 주 부자(朱夫子)가 전념하여 도학을 닦던 곳이다. 그

리하여 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노(魯)나라의 수사(洙泗)와 태산(泰山)처럼 우

러러보게 하니, 실로 이 우주에 다시 있을 수 없는 지역이다. 나는 이 나라 동국

에서 후세에 태어난 나머지 주 부자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직접 배우지 못하

였고 또 무이산 구곡(九曲)의 하류에서 갓끈을 씻어 볼 길이 없으니, 어찌 너무

도 불행하지 않은가. 그러나 지난날에는 〈무이도(武夷圖)〉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루만지며 우러러 상상하는 마음을 부쳤는데, 요즘 또 무이지라고 하는 책

여섯 권을 얻어 책장을 넘기며 그 내용을 읊조리노라니 내 정신이 마치 은병봉

(隱屛峯)과 철적정(鐵笛亭) 사이에 맴돌며 주 부자가 끼친 도덕의 향기에 젖어

드는 것 같아 순전히 불행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87)

86) “余舊有九曲圖 卽李先生題跋李靜存所藏唐本之摹寫者也 信乎所謂滿目雲烟 精妙曲盡 怳若耳

邊之有聞矣 又於唐本冊子中 得總圖與書院圖 頃在花山 偶値畫手 竝令模入志中 係以李先生跋

文 每於閑中時一翫閱 不覺此身之落在東偏 四百有餘年之下 不知當日日侍講道而歌詠周旋於其

間者 其氣像意味 又復何如也邪 感想之餘 因竊識焉” 鄭逑, <書武夷志附退溪李先生跋李仲久家

藏武夷九曲圖後>, 寒岡先生文集 卷九.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한국고전종합DB

를 참조.)

87)“武夷爲山 奇秀淸麗 固已甲於天下矣 而又得託爲吾未夫子道學藏修之所 使萬代之下 仰之若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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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가 무이지에 붙인 발문이다. 공자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직접 배우

지 못하고, 무이산 구곡에 직접 가보지 못하는 것을 한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러한 아쉬움을 달래 주고, 마치 무이구곡에 직접 가 있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추구하기 위해 그들은 <무이구곡도>를 그리고 감상했던 것이다.

이러한 느낌은 마치 불화나 중세의 기독교 성화를 볼 때 당대의 독실한 신

자들이 느꼈음직한 것과 동일한 색채라고 할 수 있다. <무이구곡도> 안에는

뜻 높은 옛 현인들을 표현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조선의 학자들은 이 그

림속의 옛 사람들과 더불어 그림 속 산수에 머물며 도학적 정신 수양을 구했

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이구곡도>와 같은 구곡도의 산수화는 다분히 종교

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88)

선학이나 성현의 유거지를 그린 그림들은 대개 후학들이 이들을 기리기 위

해 제작하였던 기념화로서 초상적 기능도 들어 있다. 존숭하는 이를 기억하고

대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상(像) 외에 성현이 살았던 소거(所居)를 그리고 간

직하는 것이다.89)

<무이구곡도>의 의미는 주자의 삶과 사상을 기리며 <무이도가>의 시상을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경관이 사라지고

도식화된 형태의 <무이구곡도>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그림과 함께 작품화하여 감상했던 <무이도가>의 감상 목적 중 하나

는, 시가 표현하고 있는 경관을 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주자의 목소

리를 직접 듣고, 주자의 시선으로 경물을 바라보는 경험을 함께 해 보고자 하

는 것이었다.

2) 시교를 위한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이는 <무이도가(武夷棹歌)>의 정신을 본받아 학문하는 삶의 궁극적 모습

泗泰山然 誠爲宇宙間不可更有之地也 吾生偏晩 旣不得塸衣函丈之下 亦無由濯纓九曲之下流 豈
不甚不幸哉 舊有武夷圖 嘗竊摩挲 以寓其瞻想之懷 近又得所謂武夷志六卷者 披閱吟誦 不覺此

身周旋於隱屛鐵笛之間 仰襲道德之餘芬 亦不可謂全不幸也” 鄭逑, <武夷志跋>, 寒岡先生文集
 卷十.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

88)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돌베개, 2007, p.149～151.
89) 조규희, 조선 유학의 도통 의식과 구곡도 , 역사와경계 61집, 부산경남사학회, 200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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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연을 즐기는 데서 발견하였으며, <무이구곡도>와 함께 <무이도가>를 향

유함으로써 주자의 시선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체험하여 그 관점을 공감하고

공유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제 <고산구곡가>의 작품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이 작품이 구현하고자 한

시교의 양상이 어떠한지 밝히고자 한다. 먼저, <고산구곡가>가 학문하는 삶의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고산구곡가>의 구조와

그 구조를 통해 노래하고 있는 정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 노래의 성격을 규

명하고자 한다.

(1) 열린 학문 공간으로서의 구곡의 형상화

武夷山上有仙靈 무이산 꼭대기에 신선의 영혼 있어

山下寒流曲曲淸 산 아래 신선한 물 골골이 맑다네

欲識箇中奇絶處 그 중에 기이한 절경 알고자 하니

櫂歌閑聽兩三聲 뱃노래 두세 가락 한가로이 들리네90) (제1수)

<무이도가> 첫 수이다. <무이도가>의 공간은 미지의 공간이다. 그곳은 신

령이 사는 곳으로, 그 ‘기이한 절경을 알고자’ 하여 조심스레 탐색을 시작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이후 일곡에서 구곡에 이르기까지 한 굽이씩 나아갈 때

마다 조심스레 탐색하고 발견하는 듯한 느낌이 유지된다. 이와 같은 느낌은 실

제 무이구곡의 산세가 험하고 계곡도 강 수준의 크기이며 물살이 험난하여 9

곡 전체를 발로 걸으며 산수 감상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아니며, 특별한

유람을 통해 전체 감상이 가능한 규모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연스

러운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진 탐사와 유람의 조건 아래서 감상

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91)

90) <무이도가(武夷棹歌)>의 번역은 신두환, 앞의 논문을 참조.

91) 손오규는 2003년 무이산 답사를 통해 무이구곡의 실제 경관을 보고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무이구곡의 실경을 보면, 무이정사 주변은 5곡의 계류와 만대루, 갱의대 등의 지리적 조건으

로 말미암아 주변으로부터 분리된 탈속의 독립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9곡 전체의 모습

은 직접 체험적으로 단번에 확인할 수가 없다. 즉 구곡계 전체는 무이정사의 실제적인 현실

공간으로서의 체험적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손오규, <무이도가>와 <도산십이곡>의 비교

연구 , 한국문학논총 38집, 한국문학회, 2004,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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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도가>에 묘사된 구곡은 산이나 봉우리로 겹겹이 둘러싸이거나 안개,

구름 등으로 덮여 있다.

一曲溪邊上釣船 일곡 시냇가 낚싯배에 오르니

幔亭峯影蘸晴川 만정봉 그림자 맑은 시내에 잠기네

虹橋一斷無消息 무지개다리 한번 끊어진 뒤 소식 없으니

萬壑千巖鎖翠煙 만학천봉이 푸른 안개 속에 싸여 있네 (제2수)

二曲亭亭玉女峯 이곡에 우뚝 솟은 옥녀봉

揷花臨水爲誰容 꽃 꽂고 물에 비춰 누굴 위해 단장하나

道人不復荒臺夢 도인은 다시 양대의 꿈을 꾸지 않고

興入前山翠幾重 흥이 나서 앞산으로 들어가니 푸르름 몇 겹인가 (제3수)

五曲山高雲氣深 오곡은 산 높고 구름 기운 깊어

長時烟雨暗平林 언제나 안개비에 평림이 어둡구나

林間有客無人識 숲속에 있는 객을 아는 사람 없고

疑乃聲中萬古心 뱃사공 어와 소리에 만고심이 어렸도다 (제6수)

八曲風烟勢欲開 팔곡의 바람에 안개가 걷히려 하고

鼓樓巖下水縈洄 고루암 아래 강물이 휘감아 흐르네

莫言此處無佳景 이곳에 좋은 경치 없다고 말하지 마오

自是遊人不上來 이로 인해 유람객 올라오지 않으리니 (제9수)

1곡의 시냇가에서 바라본 무이산은 전설 속의 무지개다리가 끊어진 채로 수

많은 골짜기와 봉우리들이 푸른 연기에 싸여 있는 모습이다. 신비롭고 접근하

기 어려운, 그 비의를 다 알 수 없는 곳이다. 전체 시상의 구조로 볼 때 일곡

에서 구곡으로 차례로 다니며 구곡의 절경을 감상하고 있지만, 2곡의 길은 3곡

으로 이어 펼쳐지지 않는다. 산으로 들어가는 앞길에는 ‘몇 겹의 푸른’ 산이 첩

첩이 둘러 있다. 5곡은 정사가 있는 곳으로, 가장 친근한 주자의 생활공간이다.

그런데 이 또한 ‘산 높고 구름 기운 깊은’ 곳으로 묘사되며, ‘언제나 안개비에

평림이 어둡다’고 하여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어슴푸레한 이미지로 제시된

다. 8곡은 물이 왼쪽으로 벼랑을 꺾어 도는 곳으로, 좌우의 산과 바위 때문에

시야가 앞쪽으로만 열리는 곳이다.92) 그런데 여기서 바라본 광경 또한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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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를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막 안개가 걷히려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완연

한 광경이 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4곡과 5곡의 배경이 밤인 것으로 보아 이틀에 걸쳐 답사한 것으로 짐작되는

무이구곡은 ‘바깥 공간’과 절연되어 있다. 무이구곡의 기슭인 1곡에서 시작해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며 9곡을 향해 들어가는 일정이며, 한 공간에서는 오직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관만을 노래하였다. 단 한 번 7곡에서 은병봉과

선장암을 ‘돌아다 본다’는 표현이 나올 뿐이다. 오직 내부만을 향한 이러한 시

선을 견지하다 마침내 9곡에서 ‘시야가 활연히 트이’며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

九曲將窮眼豁然 구곡에 다다르니 시야가 활연히 트여

桑麻雨露見平川 상마에 맺힌 이슬 평천을 바라보네

漁郞更覓桃源路 어부는 달리 도원의 길을 찾지만

除是人間別有天 이곳이 바로 인간 세상 별천지인 것을 (제10수)

여기서 발견된 세상은 바깥의 인간세상과는 별개의, ‘무릉도원’에 비견되는

‘인간세상 별천지’이다.

<무이도가>에 비해 <고산구곡가>의 공간은 생활공간이며 외부로 열려 있

다. 9곡에 해당하는 각각의 공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시간과 계절을 짚어

말할 수 있는, 익숙한 기지(旣知)의 공간이다.

一曲은 어드오 冠岩에  비췬다

平蕪에  거드니 遠山이 그림이로다

松間에 綠罇을 노코 벗오양 보노라 (제2연)

‘고산구곡’의 1곡에서 이이의 시선은 무이의 1곡과 달리 외부로 향해 있다.

그 안의 생활공간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 계곡물에 꽃을 띄워 구곡의 바깥

으로 흘려보내면서 바깥과의 소통을 시도하기도 한다.

92) 위의 논문,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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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曲은 어드오 花岩에 春晩커다

碧波에 곳츨 워 野外로 보내노라

사람이 勝地을 모로니 알게 들 엇더리 (제3연)

<무이도가>에서 화자는 그 외부에서 한 구비 한 구비 구곡을 탐색해 들어

가며, 깊숙이 들어갈수록 외부와 절연되어 마침내 별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고산구곡가>에서 화자는 구곡의 안에 살며 밖을 바라보고 외부

를 사유한다.

고산구곡은 생활공간이다. 전편을 통해 펼쳐지는 아침, 낮, 저녁, 밤의 시간

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순환은 하루, 혹은 일 년에 걸쳐 이곳에서

보내는 일상의 순환을 암시한다.

五曲은 어드오 隱屛이 보기 죠

水邊 精舍는 瀟灑도 이 업다

이中에 講學도 려니와 咏月吟風 리라 (제6연)

六曲은 어드오 釣峽에 물이 넙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옥 즐기고

黃昏에 낙를 메고 帶月歸를 노라 (제7연)

七曲은 어드오 楓岩에 秋色 됴타

淸霜이 엷게 치니 絶壁이 錦繡ㅣ로다

寒岩에 혼자 안자셔 집을 잇고 잇노라 (제8연)

<고산구곡가>의 문면에 정사가 직접 등장하며, 그곳은 강학하고 영월음풍하

는 공간이다. 또 구곡의 안에 집이 있어 종일 낚시를 즐긴 후 달을 띠고 돌아

가기도 하고, 가을이 드는 풍암에 앉아 그 아름다운 풍광에 침잠하여 집을 잊

기도 한다.

<무이도가>에도 띠집이 등장하지만, 사립문이 종일 닫혀 있어 사람이 드나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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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曲蒼屛遶碧灣 육곡의 창병봉 푸른 물굽이를 돌고

茅茨終日掩柴關 띠집은 종일토록 사립문이 닫혀 있네

客來倚櫂巖花落 나그네 노에 의지하니 바위에서 꽃이 떨어지고

猿鳥不驚春意閑 원숭이와 새들도 놀라지 않으니 봄뜻이 한가롭네 (제7수)

집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은 ‘객’이며, 화자는 객을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

보고 있어 객이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설사 화자 자신을 객으

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띠집 외부의 인물임을

암시하였다. 이 ‘띠집’은 생활공간으로서의 띠집이라기보다는 무이구곡의 6곡을

신비한 은자의 공간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상징물로서의 띠집에 불과하다.

무이구곡의 안으로 들어가면 인간세계가 아닌 별세계가 펼쳐지고, 고산구곡

에 들어가면 눈 속에 묻힌 기암괴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을 것

이다. 고산구곡의 세계는 평범한 인물들의 세계와 간극이 적은 세계이다.

<무이도가>와 <고산구곡가>는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적 측면에서도 뚜렷한

성격의 차이를 보인다. <무이도가>는 시간이 멈춰진 느낌이 든다. <무이도

가>에서 시간 관련 표현은 네 번 등장한다.

三曲君看架壑船 삼곡에서 그대가 본 가학선

不知停櫂幾何年 상앗대 놓은 지 몇 년이나 되었을까

桑田海水今如計 뽕밭이 바닷물 되는 것이 이와 같으니

泡沫風燈敢自憐 물거품 같고 바람 앞 등불 같음이 스스로 가련하네

(제4수)

四曲東西兩石巖 사곡은 동서의 두 바위

巖花垂露碧㲯毿 바위 꽃 이슬 띠고 이끼 푸르네

金鷄叫罷無人見 금계가 울었다 하나 본 사람 없고

月滿空山水滿潭 달빛은 빈산에 가득하고 물은 못에 가득하네 (제5수)

五曲山高雲氣深 오곡은 산 높고 구름 기운 깊어

長時烟雨暗平林 언제나 안개비에 평림이 어둡구나

林間有客無人識 숲속에 있는 객을 아는 사람 없고

疑乃聲中萬古心 뱃사공 어와 소리에 만고심이 어렸도다

(제6수)

六曲蒼屛遶碧灣 육곡의 창병봉 푸른 물굽이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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茅茨終日掩柴關 띠집은 종일토록 사립문이 닫혀 있네

客來倚櫂巖花落 나그네 노에 의지하니 바위에서 꽃이 떨어지고

猿鳥不驚春意閑 원숭이와 새들도 놀라지 않으니 봄뜻이 한가롭네

(제7수)

제4수에 등장하는 시간 표현은 시간을 규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몇 년이나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정확히 말한다면 3천 년 이상의 장구한 시간이 흘

렀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수사적 의문이다. 이 연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은 ‘뽕

밭이 바닷물 되는’ 만큼의 오랜 시간, 영원이다.

제5수에는 이 시에서 유일한 시간 표지인 ‘달’이 등장한다. 달은 시간적 배경

을 밤으로 지정해 주지만 시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는 없다. 금계가 울

었다는 전설 속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병치되면서 오히려 빈산에 가득한 달

빛은 정적이고 고요한 시간의 정지를 암시하는 듯하다.

6수에 등장하는 시간은 ‘장시(長時)’ 즉 오랜 시간이다. 시간의 경과를 의미

한다기보다는 항상 안개비에 어둑한 곳으로 평림을 인상지우는 역할을 하는

시간 표지이다. 7수의 ‘종일’ 또한 어느 특정한 날의 종일이 아닌, ‘언제나’, ‘항

상’의 의미를 담아낸다.

결국 <무이도가>에 사용된 시간의 표현들은 모두가 특정한 시점이나 시간

의 흐름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의 정지, 혹은 시간과 무관하게 언제나

그러함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구체적 시간 표지로 표현되지 않는 <무이도가>의 시간은 전설 속의 시간이

다. 무이산에 전해 내려오는 여러 종류의 전설들을 떠올리고, 그 오래된 자취

를 찾을 수 없음을 확인하며 전설 속 시간과 현재가 공존하되 동시에 두 가지

시간이 함께 존재하지는 않는 신비한 공간으로서의 무이산을 형상화한다. ‘무

지개다리 한번 끊어진 뒤 소식이 없고’, ‘금계가 울었다 하나 본 사람 없’다는

것으로 전설 속 시간과 현재의 시간은 연속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결국 신비

한 전설의 세계는 공간화 하여 9곡의 별천지를 펼쳐낸다. 무이산의 공간은 이

로써 두 개의 영속적 시간 사이의 정지된 시간에 펼쳐지는 인간 세상 아닌 이

상향이 된다. <무이도가>에서 느껴지는 도가적인 탈속의 분위기는 이러한 인

간적이지 않은 시간에서 비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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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고산구곡가>의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다. <고산구곡가>는 아침-

낮-저녁-밤으로 이어지는 하루 시간의 순환과 봄-여름-가을-겨울로 이어지는

사계의 순환을 배경으로 삼아 완전한 세계를 묘사한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시․공간 안에 사람의 모습 또한 달리 존재한다. 무이구

곡은 아무도 없는 공간인 것처럼 느껴진다. 의미를 지정하고 표현하는 인물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인물 관련 표현은 ‘도인은 다시 양대몽을 꿈꾸지 않고’

나 ‘금계가 울었다 하나 본 사람 없고’, ‘숲속에 객이 있어도 아는 사람 없고’와

같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만 등장한다. 오

직 먼 옛날의 전설과 이 전설을 떠올리며 구곡을 탐색하는 화자의 고적한 만

남이 있을 뿐이다. 전설을 본 사람도, 여기 있는 객을 아는 사람도 없다. 어디

선가 뱃노래가 들려와 사람의 기척을 느낄 수 있지만, 누구의 노래인지 알 수

없다. ‘숲속에 객이 있어도 아는 사람 없’으므로, 혹 인적이 있다 해도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또한 <무이도가>의 화자는 행위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고 항상 화자 자신인

듯 남인듯 모호하게 존재한다.

道人不復荒臺夢 도인은 다시 양대의 꿈을 꾸지 않고

興入前山翠幾重 흥이 나서 앞산으로 들어가니 푸르름 몇 겹인가 (제3수)

여기서 흥취에 젖어 앞산으로 들어가는 도인은 화자 자신으로 느껴진다.

六曲蒼屛遶碧灣 육곡의 창병봉 푸른 물굽이를 돌고

茅茨終日掩柴關 띠집은 종일토록 사립문이 닫혀 있네

客來倚櫂巖花落 나그네 노에 의지하니 바위에서 꽃이 떨어지고

猿鳥不驚春意閑 원숭이와 새들도 놀라지 않으니 봄뜻이 한가롭네

(제7수)

그러나 여기서는 띠집에 사는 인물이 화자 자신인지, 혹은 은자의 띠집을 바

라보며 한가로운 봄뜻을 느끼고 있는 나그네가 화자 자신인지, 아니면 둘 모두

화자의 관찰 대상일 뿐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모호성은 이 시 안에 등장

하는 인물들의 현실성을 제거하고 그들의 행위를 무색무취하게 만드는 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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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이들의 행위는 다만 구곡으로 ‘올라가는’ 것 외에는 구체적이거나 현재

적이지 않다.

<고산구곡가>의 화자는 3곡에서 9곡까지 홀로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단절

의 느낌은 없다.

高山 九曲潭을 사이 모로더니

誅茅卜居니 벗님 다 오신다

어즈버 武夷를 想像고 學朱子를 리라 (제1연)

이미 노래의 서두에서 고산 구곡담에 자신이 띠집을 지으니 ‘벗님네’들이 다

오신다고 하여 지향을 함께하는 벗들이 찾아오는 흥성스러운 공간을 묘사하였

기 때문이다. 제1연에서 작자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분명한 지향을 표명하며

세운 삶의 자리에 벗님네들이 다 오신다고 하였다. 제1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세 가지는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마련된 특별한 공간의 확인, 그 안에서 추구

하고자 하는 삶의 내용,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향해 나아오고 있는 벗들의 존

재이다.

一曲은 어드오 冠岩에  비췬다

平蕪에  거드니 遠山이 그림이로다

松間에 綠罇을 노코 벗오양 보노라 (제2연)

2연은 관암의 아침이다. 햇살에 안개가 걷히면서 먼 곳까지 산의 모습이 그

림처럼 드러난다. 9곡의 입구인 관암에서 화자는 ‘송간(松間)에 녹준(綠罇)을

노코 벗오양’을 보고 있다.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산구곡의 입구로 들

어서는 사람들은 뜻을 함께하고 학문을 함께하는 벗들이다. 무이를 상상하게

하는 고산구곡의 삶의 중핵을 이루는 존재가 이들이다. 그야말로 “벗이 먼 곳

으로부터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有朋自遠方來 不亦樂乎]”의 장면이

다.

이처럼 고산구곡에 아침이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은병정

사를 향해 들어오는 선비들의 행렬은 관념적인 상상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앞

서 살핀 율곡 연보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은병정사에 원근 학자들이 많이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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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왔음을 알 수 있다.93) 고산구곡은 실제로 원근 학자들과 삶의 지향을 공유

하고 학문을 논하는 자리였다.

二曲은 어드오 花岩에 春晩커다

碧波에 곳츨 워 野外로 보내노라

사람이 勝地을 모로니 알게 들 엇더리 (제3연)

제3연은 화암의 봄이다. 이곳에서 푸른 물결에 꽃잎을 띄워 고산구곡의 밖을

향해 흘려보낸다. ‘碧波에 곳츨 워 野外로 보내’면서 ‘사람이 勝地을 모로니

알게’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냈다. <고산구곡가>에 등장하는 화자 이외의 인

물은 2연의 ‘벗’과 3연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 10연의 ‘遊人’이 있는데, 이 중

에서 고산구곡의 삶과 가장 멀리 있는 인물이 3연의 ‘사람’이다. 2연의 ‘벗’은

고산구곡의 삶을 이해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인물이고, 10연의 ‘유인’은 멋진 풍

광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지만 눈 속에 묻힌 기암괴석을 꿰뚫어 보지

못해서 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연의 ‘사람’은 현재로서는 고산구곡에

서 화자가 추구하는 ‘학주자’의 삶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이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타인이다. 이들에게 꽃을 띄워 승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동일한 지향을 공유하는 벗들만이 아니라 그 외의 만민과 뜻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다.

<고산구곡가>의 4연에서 8연까지는 화자 이외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성격상 취병은 고립된 공간이 아니다. 근처에 선비의 집이 있고, 농사를 짓는

인가가 있어94) 2, 3연의 ‘벗’이나 ‘사람’이 가까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언제

든 벗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벗들과 함께 누리던 자연을 누리고 있

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 제4연이다.

四曲은 어드오 松崖에  넘거다

潭心 岩影은 온갖 빗치 겨셰라

林泉이 깁도록 됴흐니 興을 계워 노라 (제5연)

93) “精舍在聽溪堂之東 先生作高山九曲歌 以擬武夷棹歌 自是遠近學者益進” <栗谷先生年譜>, 
栗谷全書 卷三十四.

94) 崔岦, <高山九曲潭記>, 簡易集. 卷九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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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연은 저물녘의 송애이다. 송애는 그 아래 여러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바

위인 선암이 있다. 지인들과 함께 가서 즐기곤 했던 곳이기도 하고, 작자를 따

라 들어와 살고 있는 선비의 집이 가까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95) 역시 5연에

서 읊고 있는 장면 안에는 벗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4연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고립의 느낌은 받기 어렵다.

<고산구곡가>는 <무이도가>에 비해 인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뜻을 함께하는 벗을 기다려 함께 즐기려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뜻

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곡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조차 자신의 삶과

구곡의 진수를 전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표현되어 있다. 벗과 사람에 대한 관

심, 차별, 공유의 욕구가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화자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도 두 시가는 사뭇

성격이 다르다. 화자의 행위 여부가 무엇보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이도가>에는 2수의 ‘일곡 시냇가에서 낚싯배에 오르니’와 3수의 ‘흥이 나서

앞산으로 들어가니’ 외에 화자의 행위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모든 장소에서

다만 정적으로 먼 옛적의 전설을 떠올리고 현재의 풍광을 감상하는 것 외에

움직임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행위가 없는 것은 시간의 정지와 무관하지 않으

며, 무이구곡의 영원성과 비현실성을 강조한다.

<고산구곡가>는 <무이도가>와 달리 1곡에서 9곡까지의 특수한 공간과 그

공간에서 화자가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고산구곡가>에서

화자의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가 쓰이지 않는 연은 4, 5연과 10연이다. 그러나

5연 ‘興을 계워 노라’는 ‘흥겹다’라는 형용사를 동사적으로 사용하여 마치 행

위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화자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4연에는 산조의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동적인 느낌을 부여하였다.

이이는 <무이도가>의 아름다움과 주자 삶의 의미를 본받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구곡을 경영했다는 점에서 <무이도가>를 현실화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무이도가>의 전설적이고 신비한 폐쇄적인 공간을 현실적이고 삶과 학문을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꾸어내고 이를 <고산구곡가>로 노래했다는 점

에서 또한 <무이도가>의 공간을 현실화하였다.

95) 崔岦,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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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의 즐거움과 교육적 열정의 노래

<고산구곡가>는 익히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아침-낮-저녁-밤으로 이어지

는 하루 시간의 순환과 봄-여름-가을-겨울로 이어지는 사계의 순환을 배경으

로 삼고 있다.

하

루

2연 平蕪에  거드니 遠山이 그림이로다 아침

3연 碧波에 곳츨 워 野外로 보내노라
낮

4연 綠樹에 山鳥 下上其音 적에

5연 四曲은 어드오 松崖에  넘거다
저물녘

7연 黃昏에 낙를 메고 帶月歸를 노라

9연 八曲은 어드오 琴灘에 이 다 밤

2연에서 9연에 이르기까지 <고산구곡가>의 시간적 배경은 아침에서 밤에

이르는 하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3연에서 10연까지에 걸

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분명한 계절 표지를 보여 주며 일 년에 걸친 사계의

경과가 표현되어 있다.

일

년

3연 二曲은 어드오 花岩에 春晩커다 봄

4연 盤松이 바을 바드니 녀름 景이 업셰라 여름

8연
七曲은 어드오 楓岩에 秋色 됴타

淸霜이 엷게 치니 絶壁이 錦繡ㅣ로다
가을

10연
九曲은 어드오 文山에 歲暮커다

奇岩怪石이 눈속에 무쳐셰라
겨울

이와 같은 시간적 배경의 흐름 속에서 <고산구곡가>는 무궁한 즐거움이 이

어지는 완전한 세계를 묘사할 수 있다. <고산구곡가>에서 묘사하는 자연의 아

름다움과 그 안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언제까지나 파괴되지 않고 그 안에서 순

환하며 끝없이 이어질 것임을 은연중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고산구곡가>의 이러한 순환적 시간 구성은 계절감을 반영하고 있는 ‘화암’,

‘취병’, ‘풍암’과 같은 구곡의 명칭에서부터 의도되어 있다. 이러한 사계 구성은

<무이도가>와 함께 향유된 <무이구곡도>를 위시한 산수화 병풍의 사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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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다. 처음부터 구곡도로 시각화될 공간으로서 기획되었던 것이다.96)

<고산구곡가>는 시․공간적 배경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차원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내용의 사실적 차원에서 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高山 九曲潭을 사이 모로더니

誅茅卜居니 벗님 다 오신다

어즈버 武夷를 想像고 學朱子를 리라 (제1연)

一曲은 어드오 冠岩에  비췬다

平蕪에  거드니 遠山이 그림이로다

松間에 綠罇을 노코 벗오양 보노라 (제2연)

二曲은 어드오 花岩에 春晩커다

碧波에 곳츨 워 野外로 보내노라

사람이 勝地을 모로니 알게 들 엇더리 (제3연)

제2연에서 화자는 햇살이 비쳐 드는 관암을 바라보며 소나무 숲 사이에 앉

아 벗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때의 벗들은 1연에서 ‘벗님 다 오

신다’고 하며 함께 ‘學朱子를 리라’고 다짐하던 그 학문의 벗이다. 3연에서는

자연 속에서 학주자하는 삶을 찾아오는 벗 이외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기도 한다.

제3곡은 취병(翠屛)이니, 화암에서 3, 4리 정도의 거리에 있다. 기이한 바윗돌

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마치 푸른 병풍처럼 둥글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

을 붙인 것이다. 그 앞에 자그마한 들판이 펼쳐져서 산골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들판 가운데에 일산(日傘)처럼 서 있는 반송(盤松) 한 그루 밑에는 수백

인이 앉을 만한 자리가 있다. 취병 북쪽에는 사인(士人) 안씨(安氏)의 집이 있다.

제4곡은 송애(松崖)이니, 취병에서 3, 4리쯤 떨어져 있다. 1천 척(尺) 높이의

96) 사시팔경도를 위시한 산수화 병풍은 사계구성이 공식화되어 있다. 현도원의 <고산구곡도>,

남기석의 <고산구곡도>, 조세걸의 <운곡구곡도> 등을 통하여 구곡가와 구곡도의 긴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 , 국어교육연구 23-1집, 국어
교육학회, 1991,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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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벽(石壁) 위에 송림(松林)이 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못 중앙에 배가 반쯤 드러난 모양의 바위가 솟아 있어서 선암(船巖)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위에 여덟 명 정도는 앉을 수가 있다. 사인(士人) 박씨(朴氏)네 집

이 이 선암을 마주 대하고 있는데, 그는 율곡 공을 따라서 이 골짜기로 들어온

사람이다.97)

이이의 고산구곡에 대한 위의 기록을 보면 ‘취병’과 ‘송애’는 모두 여러 사람

이 둘러앉을 만한 넉넉한 공간이다. 특히 취병은 큰 소나무 한 그루 아래 수백

명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여 고산구곡을 찾아 들어온 ‘벗들’이 함

께 앉아 학문을 논할 수 있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송애 또한 여덟 명 정도는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풍류를 즐길 수도 있는 자리이다. 특히 이이를 따라 구

곡 골짜기로 들어온 선비가 이곳 앞에 집터를 잡고 정착하였다는 내용으로 보

면 이곳에서 두 사람이 경치를 즐기며 고담준론을 함께하였을 광경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취병과 송애를 노래한 <고산구곡가>의 문면에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성격상 이곳은 고독한 공간이 아니다. 취병과 송애

를 노래한 4연과 5연의 시간적 배경이 낮에서 해거름으로 향하는 시간대이니

타인과 함께 하기 적절하다. 노래의 문면에 드러난 흥취 또한 지속적으로 고조

되고 있다.

五曲은 어드오 隱屛이 보기 죠

水邊 精舍는 瀟灑도 이 업다

이中에 講學도 려니와 咏月吟風 리라 (제6연)

벗들과 함께 나누는 학주자의 삶의 모습은 6연의 ‘은병정사’ 장면에서 극대

화된다. 역시 노래의 문면에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은병정사’라는 장소의 성격

자체가 ‘강학(講學)’하는 장소이니 함께 학문하는 이들의 존재가 이미 전제되어

97) “第三曲爲翠屛 自花巖三四里許 巖逾多奇而翠圍如屛狀故名屛 前小野 洞中人農焉 野中有盤松

一蓋 下可坐數百人 屛北 士人安氏家焉 第四曲爲松崖 自翠屛三四里許 石壁千尺 其上松林翳日

故名 潭心有石如半露船形者 名曰船巖 上可坐八人 士人朴氏對而家焉 蓋從公入洞也” 崔岦,

<高山九曲潭記>, 簡易集 卷九. (번역은 최립, 간이집, 민족문화추진회, 2001, pp.414～417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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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관암에서 맞이하던 벗들이 향하던 최종 목적지가 은병정사임을 생각한다

면 이곳은 여러 곳에서 찾아온 선비들이 함께 모이는 ‘학주자(學朱子)’의 산실

이다.

六曲은 어드오 釣峽에 물이 넙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옥 즐기고

黃昏에 낙를 메고 帶月歸를 노라 (제7연)

七曲은 어드오 楓岩에 秋色 됴타

淸霜이 엷게 치니 絶壁이 錦繡ㅣ로다

寒岩에 혼자 안자셔 집을 잇고 잇노라 (제8연)

八曲은 어드오 琴灘에 이 다

玉軫金徽로 數三曲을 노는말이

古調를 알이 업스니 혼 즐겨 노라 (제9연)

시간적 배경이 밤으로 바뀌는 7연부터 화자 ‘나’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8연의

화자는 ‘寒岩에 혼자 안자셔 집을 잇고 잇’다. 9연에는 ‘玉軫金徽로 數三曲을

노’닐면서 ‘혼 즐겨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등장한다. 6, 7, 8곡에 해당하는 조

협, 풍암, 금탄에서 화자는 밤 시간을 홀로 지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다. 벗들과 함께하는 공락

(共樂)에서 자연과 내가 마주하는 공락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즐거움을 널리

함께하는 것에서 즐거움의 깊이를 더해가는 모습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산구곡가>에서 무엇이 즐거움을 유발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

천(林泉)이 깊도록 좋아서’ 흥겨워하고(5연), 고기와 함께 즐거워하며(7연), ‘한

암(寒岩)에 혼자 앉아서’ 집에 돌아가는 것조차 잊기도 하고(8연), 달 밝은 금

탄(琴灘) 물가에 앉아 ‘옥진금휘(玉軫金徽)로 수삼곡(數三曲)을 노’니 즐겁다

하였다(9연). 모두 아름다운 자연과 교감하는 즐거움이다. 이이는 자연에서 느

끼는 즐거움에 대해 <팔현회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날에 춘광이 호탕하고 온 누리가 변화하였다. 햇순이 유연히 움직이고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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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토막나무가 꽃다움을 토해내는 것은 초목의 낙이요, 긴긴 해가 따스한 기운

을 싣고 맑은 공기가 소리를 재촉하여 그 아름다운 소리가 오르내리는 것은 새

들의 낙이며, 이끼 낀 석양길에 술병을 들고 방초를 밟으며 거니는 것은 유인의

낙이었다. 우리의 무리는 우러러 우주를 살피고 만물을 굽어보면서 만물의 낙을

같이 즐기고 만물의 걱정을 같이 걱정해 주었다. 혹은 나무에 의지해 즐거운 마

음을 드높이기도 하고 혹은 만취하도록 자작하기도 하면서 우리 생애의 휴식을

감탄하며 방탕하지 않아야 하는 경계를 생각하였다.98)

초목과 새들에게 모두 그들 나름의 즐거움이 있으며, ‘우리 무리’는 이 만물

의 즐거움을 같이 즐기는 즐거움을 누렸다고 하였다. 만물의 즐거움을 같이 즐

기고 만물의 걱정을 같이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고산구곡을 누리는 화자의 마

음이다.

<고산구곡가> 4연의 “三曲은 어드오 翠屛에 닙 퍼졋다 / 綠樹에 山鳥

下上其音 적에”와 같은 구절은 나무가 마음껏 무성한 잎을 드리우고 새들

이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며 자유로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묘사하여 윗글에서

말하는 초목의 즐거움이나 새들의 즐거움을 연상하게 한다. 7연의 “六曲은 어

드오 釣峽에 물이 넙다 / 나와 고기와 뉘야 더옥 즐기고 / 黃昏에 낙를

메고 帶月歸를 노라”에 이르면 자연의 스스로 즐김을 즐거워하는 모습의 극

치를 볼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모습 자체가 즐거움의 원인이면

서 즐거움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다.

낚싯대를 드리우는 것은 고기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는 놀이이다. 가을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 풍암에 앉아 있는 8연에서는 자연과 함께 느끼는 흥취

의 여운을 띠고 돌아오는 ‘대월귀(帶月歸)’를 넘어서 아예 돌아감을 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과의 일체감이 한층 깊어지는 모습이다. ‘금탄(琴灘)’은

‘여울물 소리가 그지없이 청랑(淸朗)하여 거문고 소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99)

붙여진 이름이다. 9연은 여울의 흐르는 소리와 좋은 거문고 연주 소리가 일체

가 되어 화합하는 장면이다. 이미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즐거움을 누리며 돌

98) “春光浩蕩 萬境盎然 新條弄柔 舊查吐芳者 草木之樂也 遲日載陽 淑氣催聲 下上其音者 禽鳥

之樂也 夕陽苔路 携壺踏靑者 遊人之樂也 若吾輩則仰觀宇宙 俯察品彙 樂以萬物之樂 憂以萬物

之憂 或倚樹高歡 或自酌至醉 感吾生之休 服無荒之戒” 李珥, <八賢會記>, 栗谷全書 拾遺
卷三.

99)“若琴灘者 灘聲泠然 象琴之響節故名” 崔岦,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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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곳조차 잊은 속에, 자연과 일치된 소리로 음율을 연주하니 더할 나위 없

는 충만함이 느껴진다. ‘古調를 알이 업스니 혼 즐겨 노라’의 ‘혼’에 결핍

감이나 고독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이다. 여기서 ‘혼’ 즐김은 동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기인된 ‘독락(獨樂)’이 아니다. 내외가 온전히 소통하는 극치감의

현장에 더 이상 외적인 무엇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존재 전체로 오롯

하게 맛보는 충만한 즐거움이다.

천지만물은 기의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포착될 수밖에 없지만, 만물에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동안에 그 안에 내재한 도체를 간파할 수 있고, 대상의 도체를

자아의 마음에 완전하게 비추어낼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즐거움

이 가능하다. 이러한 흥감이 표현될 때 도가 드러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자연과 일체되어 공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명의 상태는 고

전적 관점에서 서정의 핵심으로, 슈타이거가 말한 ‘주체와 객체의 간격 부재에

대한 명칭일 수 있으며, 서정적 상호 융화에 대한 명칭일 수 있는’ ‘회감

(Erinnerung)’100)과 거의 일치하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구적 서정의 주객관계와 이이가 추구하는 물아의 관계는 다소 차

이가 있다. 이와 같은 공명의 상태는 이이가 추구한 공락의 실현이며, 이를 통

해 자연의 이치에 방통하고 산수의 ‘도체’에 도달하는 것이고, 성정의 올바름에

도달하는 길이다.

시가 비록 배우는 사람이 섬길 바는 아니지만 또한 성정을 읊조리는 까닭에

맑고 화합함을 펼쳐 가슴속의 찌꺼기를 씻어내게 되어 곧 또한 살피고 반성하

는 데 도움이 된다. 어찌 새기고 그리고 수놓고 꾸미며, 뜻을 옮겨 마음을 넓히

는 것으로 마련하겠는가. 이 선집을 보는 사람은 이것을 새길지어다.101)

함께 즐거워하는 공락의 폭과 홀로 즐기는 독락의 깊이를 갖춘 즐거움, 자기

수양의 학문을 통해 자연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느끼는 그 즐거움을 노래하고

100) Steiger, Emil, Grundbegriffe der poetik, Zürich:Atlantis, 1956, 이유영․오현일 공역, 시
학의 근본개념, 삼중당, 1978, pp.82～96.

101) “詩雖非學者能事 亦所以吟詠性情 宣暢淸和 以滌胸中之滓穢 則亦存省之一助 豈爲雕繪繡藻

移情蕩心而設哉 覽此集者 其念在玆”, 李珥, <精言妙選序>, 栗谷全書 卷十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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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타인과의 관계

1연 벗님 다 오신다
벗들이 찾아옴

2연 冠岩 벗오양 보노라

3연 花岩 碧波에 곳츨 워 野外로 보내노라

벗들과의 同樂
4연 翠屛 ․

5연 松崖 ․

6연 水邊精舍 이中에 講學도 려니와 咏月吟風 리라

7연 釣峽 나와 고기와 뉘야 더옥 즐기고

자연과의 共樂8연 楓岩 寒岩에 혼자 안자셔 집을 잇고 잇노라

9연 琴灘 古調를 알이 업스니 혼 즐겨 노라

10연 文山 遊人은 오지 아니고 볼 것 업다 더라 벗들을 고대함

있는 것이 <고산구곡가>이다.

이와 같은 즐거움의 극치를 맞본 후 10연에서 화자는 다시금 눈 속에 묻힌

기암괴석의 존재를 함께 즐길 사람들의 존재를 고대하게 된다.

정리해 보면, 벗들과 함께 학문을 나누고, 이어 홀로 자연과 함께하며 학문

과 수양의 깊이를 더한 후 또 다시 이를 함께 나눌 벗을 갈구하게 되는 구조

이다. 더 높아진 정신적 경지를 다시금 학문을 함께 하는 벗이나 제자들과 나

누고자 하는 1연으로의 되돌이가 예상되는 정서적 순환의 구조이다.

자연과 대면하며 일체가 되고, 거대하고 본질적인 도(道) 안에서 합일감을

느끼는 것은 본질적으로 ‘혼’일 수밖에 없는 고양의 체험이지만, 이것이 고독

이 아닌 이유는 공간적으로는 구곡의 자연과, 시간적으로는 ‘고조(古調)’로 표

현되는 옛 사람의 경지와 공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신적 고양의

체험은 필연적으로 더욱 더 심화된 경험에 대한 추구를 요구하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체험의 전파에 대한 열정을 낳는다. <고산구곡가>에서 보여주는 즐거

움의 확충과 전파에 대한 욕망이, 그러한 정신 활동이 본질상 순환의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학문과 교육의 정신적 구조와 일치한다.102) 더 높은 정

102) 장상호는 ‘상구(上求)’와 ‘하화(下化)’라는 용어를 사용해 학문의 추구와 교육에 대한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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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차원에 도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서로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둘 사이에 완전한 대화가 가능하지도 않다. 이미 서로 다른 세계에 속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의 수양을 통해 물의 도체에 이르고,

물과 내가 일체감을 느끼는 학문적 체험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그러나 이러

한 체험이 주는 감격은 ‘눈 속에 묻힌 기암괴석’의 존재를 유인들에게 알리고,

화암의 승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과 같은 강한 교육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이 때문에 벗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감격이 무엇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래는 다시 첫수로 이어진다. ‘奇岩怪石이 눈속에 무쳐셰라’로 스

스로 경험한 최상의 즐거움이 묻혀 있는 고산구곡의 강호를 칭송하면서, ‘遊人

은 오지 아니고 볼 것 업다 더라’로 지극한 즐거움의 공유를 안타깝게 다

시금 소원하는 것이다. 이 마음은 고산구곡으로 강학을 위해 찾아오는 벗들을

바라보는 마음, 승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냇물에 꽃을 띄워 보내

는 마음으로 다시 이어진다. <고산구곡가>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의 성격상, 이

러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과 이러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삶은 하나

일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 욕구는 순환할 수밖에 없다.

<고산구곡가>가 본질적으로 마음의 수양을 삶의 중핵으로 삼는 사림의 삶

을 노래한 것이고 보면, 그것이 학문과 교육의 열정의 순환을 표현하게 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

학문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속의 부나 명예, 지위를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질

서에 속하는 일로, 인간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일이다. 학문을 닦는

가운데 학자는 마치 나선형의 계단을 오르듯 끊임없이 단계별로 위를 향해 심

화․확장하며 발전하는데, 이 단계들을 밟아 나감에 따라 내적인 변화의 단계

들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학문의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좀 더

윗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되며, 동시에 자신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후학들을 이러한 경험의 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교육적 열정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학문이라는 내적 충만과 기쁨, 성장의 만족감을 유일한

을 설명하였다. 장상호에 의하면 학문은 세속과 구별되는 일종의 수도계의 활동으로, 상구

(上求)와 하화(下化)의 열정에 의해 교육되고 계승․발전되는 세계이다. 장상호, 학문과 교

육 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장상호, 학문과 교육 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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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으로 삼는 세계의 일원으로서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열정이다. 또한 이

러한 열정은 학문의 매 단계에서 동일한 구조로 영원히 회귀하는 성격을 가진

다.103)

요컨대, <고산구곡가>는 시간적 순환의 배경의 구조와 함께 벗들과의 동락

을 통한 즐거움의 확장과 자연과의 공락을 통한 즐거움의 확충이라는 내용적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 둘의 결합으로 추상적 차원에서 학자이자 교육

자로서 학문적 열정과 교육에 대한 열정의 순환을 노래한 작품이다.

<고산구곡가>는 학주자를 주제로 표방했으나 학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서의 즐거움만을 노

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이는 이 노래를 통해 즐거움의 본질과 즐거움

의 내용, 성격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온전히 표현함으로써 ‘즐거움’이라는 키워

드를 통해 학문하는 삶의 성격과 본질을 완전하게 드러낸다.

3) <고산구곡가> 수용과 교화의 시교

후대의 문인들이 <고산구곡가>를 향유하는 양상은 <도산십이곡>의 경우와

는 다소 다르다. <고산구곡가>를 노래 불렀다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기록은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고산구곡가>를 노래하거나 시조로 구

곡가를 지어 부르는 일은 드물었다고 하더라도, 구곡가의 향유로 간주할 수 있

는 문화적 현상은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이 절에서는 <고산구곡가>의 세계에 공명하는 향유의 행위들이 어떻게 전

개되었으며 그것이 시교의 실현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구곡 경영과 구곡의 삶 실현

이이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언어와 장르를 바꾸어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

였다. <고산구곡가>는 발상과 근원을 주자에 빚지고 있지만 이이 자신의 개성

103) 장상호, 1997,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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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곡가이다. 그러나 <무이도가>는 완전한 전범이었고, <고산구곡가>는

주자의 삶이 담긴 <무이도가>를 향유한 하나의 사례가 되었을 뿐이다. <고산

구곡가>를 향유하고 전승한 후대의 문인들은 <고산구곡가>가 전유한 우리말

노래의 양식 자체를 중시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고산구곡가>는 주자

의 삶과 학문을 기리고 본받는 행위의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했다.

율곡 선생의 <고산구곡가>는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어서 나라 안에 유행할

수는 있어도 천하에 유행할 수는 없었다. 우재 선생이 이것을 병으로 여겨 중국

의 글로 번역한즉 전아하다. 또한 압운을 얻지 못한 것은 끝내 흠이라 할 수 있

으나 다만 노래한 바의 뜻이 진실로 주부자의 <무이도가>와 더불어 서로 표리

를 이룬즉 이 때문에 그것을 덮을 수는 없다. 우옹이 이미 이 노래를 번역하였

고 또한 붕우 문인으로 하여금 번갈아 <도가>에 차운하게 하니 그 말이 문체가

있고 그 행함이 가히 고원하다 하겠다. 현종․숙종 연간에 유학을 숭상하고 문

을 우대함에 힘입어 그 사우(師友)가 성하고 도가 밝아지니 곧 이 기록으로 또

한 알 수 있다. 이에 가만히 마음에 새겨 두고 잊지 않았다.104)

김평묵은 <고산구곡가>가 우리말로 창작된 것이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송시열 또한 어느 정도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

된다. 그 때문에 한역시를 짓고 <무이도가>에 화운하여 시를 지어 함께 구곡

도에 넣도록 했을 것이다. <고산구곡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선판 <무이도

가>의 반열에 올리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고산구곡가>의 가치는 그것이 국문시가였거나 좋은 노래였다는 데 있었다

기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노래하였다는 데 있었다. 이 때문에 <고산구곡가>의

영향은 노래의 연행과 감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다른 양상으로 표현되었다. 많

은 사림들은 <고산구곡가>를 부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구곡을 경영하

였다. 경치 좋은 계곡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만의 구곡으로 만들어 정자를 짓고

가꾸어 은거하며 즐겼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경영하는 구곡을 읊은 구

104) “栗谷先生高山九曲歌 以土音發之 可行於國中 不可行於天下 尤齋先生病其然 譯之以中國之

文則雅矣 又不得押韻 終是可欠也 第所歌之意 實與朱夫子武夷櫂歌相表裏 則不可以此而盖之也

尤翁旣譯此歌 又令朋友門人 迭次櫂歌 其言有文而其行可遠 顯肅之間 賴朝廷崇儒右文 其師友

之盛 道術之明 卽是錄亦可想見矣 仍竊伏念” 金平黙, <書栗谷李先生高山九曲歌帖後>, 重菴
先生文集 卷四十四. (이상원, 19세기말 화서학파의 고산구곡가 수용과 그 의미 , 시조학논
총 27집, 한국시조학회, 2007에서 재인용. 번역은 일부 달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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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가를 창작하였는데, 거의 <무이도가>를 차운한 한시 구곡가를 지었다.

율곡 이전에도 구곡 경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곡 경영은 주자가 모델이

었기 때문이다. 소요당 박하담(朴河淡, 1479～1560)은 두 차례의 사화를 겪은

후 물러나 은거할 뜻을 굳히고 운문산 아래 입암(立巖)의 눌연(訥淵) 위에 소

요당(逍遙堂)을 지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운문산 구곡을 경영하였고,

1536년에 이곳을 노래한 <운문구곡가(雲門九曲歌)>를 지었다. 이황은 구곡 경

영의 뚜렷한 기록이 없고 구곡가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지은 시에 ‘석

담곡(石潭曲)’, ‘천사곡(川沙曲)’, ‘단사곡(丹砂曲)’ 등의 명칭이 보여 구곡을 경

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율곡을 기점으로 구곡의 경영과 구곡가의 창작은 눈에 띄게 활발해졌지만,

율곡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지 않았던 영남의 사림들에게서도 구곡 경영은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05) 한강 정구(鄭逑, 1543～1620)는 22세에 과거 응

시를 위해 상경했지만 명종의 외척인 윤원형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

있어 과거에 뜻을 접고 31세 이후 몇 차례 조정의 부름이 있어도 나아가지 않

았다. 창평산 선영 곁에 한강정사를 세워 거처하며 학문에만 정진하여 퇴계학

을 계승하였다. 그는 고향인 성주군 수륜면의 봉비암으로부터 금릉군 증산면의

용추까지의 승경을 무흘구곡으로 삼고 무흘정사를 지었다. 이곳에서 읊은 <무

흘구곡가(武屹九曲歌)>가 있다.

이후 이중경이 오대정사를 짓고 오대구곡을 경영하며 <오대구곡가>와 <오

대사 오장>, <어부별곡>을 지었다. 효령대군의 후손으로 76세 가선대부 호조

참의에 이르고 청백리에 이름을 올린 병와 이형상 (李衡祥, 1653～1733)은 말

년에 성고구곡을 경영하면서 <성고구곡가(城皐九曲歌)>를 지었다. 훈수 정만

양 (鄭萬陽, 1644～1730)의 <횡계구곡가(橫溪九曲歌)>, 경암 이한응(李漢膺,

1778～1864)의 <춘양구곡가(春陽九曲歌)>, 응와 이원조(李源祚, 1792～1871)의

<포천구곡가(布川九曲歌)>가 있고, 문경에서 석문구곡을 경영했던 근품재 채

헌(蔡憲, 1715～1795)이 남긴 <석문구곡가(石門九曲歌)>는 가사체로 된 최초의

구곡가이다.

105)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문기의 다음 논문을 참조.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 , 국어교육연구 23집, 국어교육학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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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의 뒤를 잇는 기호학파의 구곡 경영은 17세기 후반기의 송시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이의 문인이었던 김장생의 문하에 있던 우암 송시열은 충북 괴산

에 암서재(巖棲齋)를 짓고 화양구곡을 경영하였다. 송시열은 당대의 문인들을

규합하여 <고산구곡시>를 집단 창작하고 고산구곡도를 제작하였는데, 자신의

화양구곡을 읊은 시는 창작하지 않았다. 나중에 권섭이 송시열이 노닐던 화양

구곡을 읊어 <화양구곡가(華陽九曲歌)>를 지었다.

운곡 김수증(金壽增, 1624～1701)은 송시열이 제안하고 권상하가 주도한 <고

산구곡시> 제작에 참여한 문인이다. 김수증은 강원도 춘천부 사탄(史呑)에서

용수정사를 짓고 곡운구곡을 경영하였다. 정사를 지은 지 10여 년 만에 그는

아들, 조카, 외손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서수와 1곡시에 이어 <곡운구곡

가(谷雲九曲歌)>를 한 수씩 지어 완성하게 하였다. <곡운구곡가>는 가문 구성

원의 결속을 다지고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옥소 권섭(權燮, 1671～1759)은 송시열의 화양구곡을 읊은 <화양구곡가>와

함께 백부 권상하가 경영했던 황강구곡을 읊은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 자

신의 화지구곡을 읊은 <화지구곡가(花枝九曲歌)>를 지어 남겼다. 이 중 <황강

구곡가>는 서수와 구곡을 읊은 아홉 수의 시조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고산구

곡가>의 양식 자체를 따르고 있어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성재 유중교(柳重敎, 1832～1893)가 가평군 화악산 아래에 경영했던 옥

계구곡에서 <옥계구곡가(玉溪九曲歌)>를 지었다. 이 곡은 단형 가사체로, <옥

계조>라는 이름으로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후산 이도복(李道復, 1862～1938)

은 나라가 망하자 진안 마이산 골짜기로 들어가 이산정사를 짓고 은거하였는

데, 여기서 가사 <이산구곡가(駬山九曲歌)>를 지었다.106)

구곡을 경영했던 문인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구곡을 경영하지 않았던 이들도

대거 참여했던 것은 <무이도가>에 대한 차운시를 남기는 일이었다. 이러한 차

운시는 <무이도가>나 <무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무이구곡의 경치를 상상

적하여 체험하고 그것을 관념적으로 즐기는 의미를 가졌다. 눈으로 보지도 않

106) 19세기의 구곡가, 특히 가사 구곡가에 이루면 개인적 유흥적 취미와 탐승의 흥취를 담아내

는 시가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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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치를 묘사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은 단지 언어 창

작물로서의 문학이라고 보았을 때는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일이다. 진실성도

사실성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작시는 주자의 삶이나 학

문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통합적으로 인식되고 향유되었으므로 이와 같

은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송시열이 앞서의 편지에서 기획했던 바와 같이 <무이도가>에 화

운하여 <고산구곡가>에 대한 화시(和詩)를 쓰는 일도 있었고, 송시열이 <고산

구곡가>를 한역하거나 권섭, 채헌 등이 자신의 국문 구곡시를 한역하는 시를

쓰기도 했다. 한시여야 한다는 김평묵의 생각은 당대 문인들의 일반적인 견해

였을 것이다.

(2) 구곡도 향유와 인물의 위상 확립

<고산구곡가>의 후대 향유의 모습은 <도산십이곡>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고산구곡가>를 부르거나 들었다는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아 그 문하에 있던

문인들에게조차 얼마나 노래로 향유되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107)

또 한 가지 일이 있네. 석담(石潭)이 매몰되어감은 진정 차마 말 못할 일이네.

예부터 있었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가 책상에 간직되었던 것을 어제 김계달

(金季達; 김창직)을 인해서 서울과 동교(東郊)에 보냈네. 이는 노선생께서 지으

신 것을 김남창(金南窓; 김현성)이 쓴 것이네. 본을 떠서 판본을 만들려고 하는

데, 이어서 구곡도(九曲圖)를 그 아래 그려 붙이고, 또 무이구곡시(武夷九曲詩)

의 운(韻)자를 가지고 각 곡 마다에 시를 지어서 써넣는다면 훌륭한 일이 원만

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네. 이미 여러 노성(老成)한 이들께 자세히 말하였네.

무이구곡시의 첫수 운자는 내가 망녕되이 책임지기로 하고 그 아래 아홉 수의

운자는 곡운(谷雲 김수증) 형제와 중화(仲和) 외에 부탁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

는지, 역시 중화와 상의하여 회답해 주기 바라네. 지금의 영상(領相)은 어떻겠는

가?108)

107) 이상원은 <고산구곡첩>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고산구곡가>를 수용했던 17세기 말∼18

세기 초 노론계 문인들도 가창의 필요에서 <고산구곡가>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들은 노래 자체보다 노래가 갖는 상징적 의미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이상원, 조선후기

<고산구곡가> 수용양상과 그 의미 , 고전문학연구 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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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이 1688년 제자 권상하에게 보낸 편지이다. 왜란과 호란의 병화 속에

석담구곡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고산구곡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 편지를 쓸 때 송시열은 <고산구곡가>를 책상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이 <고산구곡가>를 몇몇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하였다.

구곡가는 지금 정자의 가는 길에 부치니 다행히 한번 살펴보신다면 선생의

의취와 산수의 빼어난 경개를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109)

위 글은 권상하에게 편지를 쓰기 며칠 전에 김수항에게 보낸 편지이다. ‘한

번 살펴보신다면 선생의 의취와 산수의 빼어난 경개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

는 말로 미루어 보건대 송시열은 김수항이 이전에 <고산구곡가>를 접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몰되어 간다는 것은 이

이 자체가 아니라 이이가 지은 <고산구곡가>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건대 <고산구곡가>는 노래로 부르기보다 읽히거나 기록, 보관되었

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110)

이제 송시열이 제안하는 일은 <무이구곡도>를 그려 감상하듯 석담의 풍광

을 구곡도로 그려 남기자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고산구곡가>는 물론이고 화

운시를 함께 남기고자 하였다.

영조대왕께서 일찍이 관찰사에게 명하시어 석담서원을 그려 올리게 하셨고,

108)“且有一事 石潭埋沒 誠不忍言矣 舊有高山九曲歌藏在篋笥 昨因金季達 呈送於京裏及東郊矣

此乃老先生所作而金南窓筆也 欲摸勒爲板本 仍爲九曲圖付其下 而且用武夷九曲詩韻 題於各曲

之上 則可全勝事一圓焉 已詳告于諸老矣 武夷首韻 則愚也妄執其咎 其下九韻 谷雲天倫及仲和

外 誰可託者 亦與仲和商議見示也 今領如何” 宋時烈, <與權致道>, 宋子大全 卷八十九. (번
역은 송시열, 송자대전, 민족문화추진회, 1984, pp.257～258을 참조. 송자대전의 경우는

모두 같음.)

109) “九曲歌 今附正字行 幸一觀覽 則可以想見先生意趣及山水勝槩矣”, 宋時烈, <答金久之>, 宋
子大全 卷五十六.

110) 고정희는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에 대해 가창과 음영이라는 향유 방식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각각의 언어적 특징을 대화와 독백, 구어와 문어, 직설과 묘사로 분석하였다. 고

정희,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언어적 차이와 시가사적 의의 , 국어국문학 141
집, 국어국문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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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에 이르러서도 또한 명하시어 이 구곡을 그려 올리게 하셨다. 이에 사

대부들이 왕왕 모사하여 병풍첩으로 만들어 집에 보장(寶藏)하였다. 대개 숭정

(崇禎)111) 이래 천지가 번복되고 만국이 망하였으나, 동한(東韓) 한 구역이 오히

려 황조의 옛 문장과 낙건112)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음은, 음이 쌓인 아

래에서 양의 덕이 밝게 드러나는 것과 같음이 있으니 이 같은 일이 그렇게 한

힘이다. 오호라, 세월이 얼마나 지났다고 학문에 힘쓰고 도를 강론하던 집, 바람

쐬고 목욕하고 읊조리며 돌아가던 땅이 완전히 잡초가 무성하여 금수가 이르게

되었도다. 벗 이문중이 이 첩을 기록하여 보내오니 오래도록 탄식하다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뜨거워져 이에 왼쪽에 기록한다.113)

창작물로서의 <고산구곡가>의 매력보다는 강호에 은거하며 학문을 닦았던

주자의 삶을 본받아 조선의 주자라 할 수 있을 모습을 보였던 고산구곡에서의

이이의 삶이 더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의 문학은 이러한 삶을 담아내 보여주

는 상징물로서 기능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는 사례이다.

고산구곡은 조선의 무이구곡으로 인정받았고, 이 때문에 영조와 정조 또한

구곡도를 그려 바치라 명하여 곁에 두고 감상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정조의

경우는 이 명을 내리기 전에 성학집요(聖學輯要)에 감동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석담서원(石潭書院) 및 유거(幽居)를 그림으로 그려 올리도록 명하였는데,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인하여 감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114)

대개 구곡도의 감상은 <고산구곡가>라는 시가의 성취에 대한 감동보다는

이이의 삶과 학문에 대한 경의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서

원을 중심으로 한 <도산도>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그려진 <고산구곡도>는

111) 숭정(崇禎)은 명나라 의종의 호이므로, ‘숭정 이래’라 함은 명나라가 망한 후를 말한다.

112) 程朱學派. 程顥․程頤 형제가 낙양 사람이며 朱子가 복건성 사람이므로 함께 일컬어 낙건

이라 한다.

113) “我英宗大王 嘗命道臣 畫進石潭書院 至正宗大王 又命畫進此九曲 於是 士大夫往往模寫爲屛

帖 寶藏於家 盖崇禎以來 天地翻覆 萬國蔑貞 而東韓一區 猶能保守皇朝舊章 洛建成訓 有如積

陰之下 陽德昭著者 此等事爲之力也 嗚呼 曾日月之幾何 藏修講道之宮 風浴詠歸之地 鞠爲茂草

而禽獸至矣 李友文仲 錄寄是帖 歎息久之 不覺膓熱 仍識于左方” 金平黙, <書栗谷李先生高山

九曲歌帖後>, 重菴先生文集 卷四十四. (이상원,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14) 국조보감 제64권 영조조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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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은거지이자 학문의 산실이라는 점과 함께 그 구곡의 경치 자체를 미적

으로 즐기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송시열이 계획했

던 구곡도는 <고산구곡가>를 함께 수록하였으나, 전해지고 있는 여러 구곡도

의 양상을 본다면 구곡도가 반드시 <고산구곡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문시가로서의 <고산구곡가>보다 높은 학문과 경륜을 자랑하는 선비의 은거

지인 석담구곡을 그린 <구곡도>가 더 경외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

다.115) <고산구곡도>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주자의 무이구곡을 그린 <무

이구곡도>를 감상하던 전통 안에 들어 있는 것이었다.

17세기 조선의 구곡도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구곡도의 대상이 중국의 무

이구곡에서 조선의 특정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17세기 성리학자들은 자

신의 현실 공간 속에서 구곡을 설정, 경영하면서 그곳의 실경을 구곡도로 그려

감상함으로써 구곡도의 새로운 변모를 유도하였다. 이로부터 미술사적으로는

구곡도가 관념적 산수화에서 벗어나 실경산수화, 진경산수화로 변모하는 움직

임을 보이게 된다.116)

앞 절에서 검토했던 구곡 경영자들 대개가 자신의 구곡가를 지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화공으로 하여금 자신의 구곡을 그리게 하였다. 17세기의 <곡운구

곡도>, <화양구곡도>, <황강구곡도>가 있다.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화양구

곡도>와 <황강구곡도>는 구곡가가 그랬듯이 권섭이 주선하여 그리도록 하였

다 한다. 18세기에는 정선이 그린 <석담도>나 정조의 명으로 그려진 <석담구

곡도>가 있으며, 19세기 이후에도 <고산구곡도>가 그려졌다.

그 중 1803년작인 <고산구곡시화병>은 송시열에 의해 시도되었던 <고산구

곡시>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 계획에 의해 제작되었다. 순조 때의 인물인 현부

행(玄溥行)의 발의로 김홍도를 비롯한 화원과 문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문신들이 시를 써 모아 병풍으로 꾸몄다. 글씨를 쓰고 차운시를 남긴 사람들이

이이의 학통을 계승한 이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송시열이

기획했던 <고산구곡시> 제작이 서인 노론계 인사들이 학문적 정치적 입지를

115) 권정은은 도산과 고산에 대한 동경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회화 쪽이었다고 지적하였

다. 권정은, 도산과 고산의 예술적 계보와 향유:시가와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 비교문학
43집, 한국비교문학회, 2007.

116) 조규희, 조선 유학의 도통 의식과 구곡도 , 역사와경계 61집, 부산경남사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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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히 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도맥의 시각화 작업이었던 점과 상통한다.117)

<고산구곡가>는 이와 같이 노래로서, 문학으로서만 향유되었던 것이 아니라

경관으로 확장되고 그림으로 그려져 통합적인 방식으로 향유되었으며, 그러한

향유 행위가 삶의 맥락에서 매우 적극적인 문화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3) <황강구곡가>와 학문 정통성 정립의 노력

조선 사림에게 있어 주자의 <무이도가>는 입도차제의 도학가로 이해하든

인물흥기의 산수시로 이해하든118) 도통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문학의 원형과

도 같은 숭고한 작품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고산구곡가>는 주자의 <무이도

가>를 본받아 지음을 문면에 내세우면서 시조 양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주자의 도통을 조선에서 이어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시가로 여겨질

수 있었다.

옥소 권섭(權燮, 1671～1759)의 <황강구곡가>는 주자로부터 이이로 이어진

학문과 문학의 맥을 보여주려는 의식을 가지고 창작되었다. <황강구곡가>는

권섭이 82세 무렵에 창작한 것으로 보이는, <고산구곡가>의 양식을 이어받은

총 10수의 연시조이다. <황강구곡가>는 <무이도가>와 <고산구곡가>를 포함

하여 <고산구곡도설> 등 주자에서 이이,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성리학통의

계보를 따라 구곡가와 구곡도 관련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있는 옥소장계 안
에 들어 있다.

권섭은 노론 명문가의 자제로, 그의 집안은 친가와 외가, 처가가 모두 벌열

가문이다. 송시열의 학문을 계승한 거유(巨儒) 권상하가 백부이며, 숙부 권상

유는 이조판서를, 외조부 이세백은 좌의정, 외숙 이의현은 영의정을 지냈다. 장

인 이세필은 이조판서, 처형 이태좌는 좌의정을 지냈다. 송시열의 증손녀를 큰

며느리로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자신은 소년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18번이나 응시했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다. 19세에 송시열이 사사되었고, 50대 초반에는 신임사화로

117) 조규희, 앞의 논문.

118) 주자의 <무이도가>에 대한 사림의 두 갈래 해석과 수용에 대해서는 이민홍, 사림파의 주

자시 수용 , (증보)사림파 문학의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0, pp.9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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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 권상하의 관작이 추탈되었으며 권상유, 이의현 등이 삭직되거나 문외출송

된 데다, 장남 권진성이 옥새 위조 사건으로 사사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었던 것이다. 권섭은 장남이 죽은 다음 해에 황강으로 이주

하였다.119)

권섭이 이 어려운 지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과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는 노력을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곡가 관련 문학 활동

이다. 그는 <황강구곡가>를 비롯한 일련의 문학적 노력을 통해 구곡가를 중심

으로 주자-이이-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는 도통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하였던

것이다.120)

<황강구곡가>는 권섭의 백부 권상하의 구곡을 읊은 시가이다. <황강구곡

가>는 형식적으로 <고산구곡가>와 유사하다. 총가 1연을 포함하여 1곡에서 9

곡까지를 읊은 아홉 수로 구성된 열 수의 연시조이며, 2연에서 10연까지가 모

두 ‘일곡은 어드메오’ ‘이곡은 어드메오’와 같이 동일한 형태의 초장 전반부를

가지고 있다.

하이 뫼흘 여러 地界도 을시고

千秋 水月이 分 밧긔 아셰라

아마도 石潭 巴谷을 다시 볼 여라 (제1연)

초장에서 ‘석담 파곡을 다시 볼 여라’라고 읊음으로써 이이와 송시열을

다시 보는 것과 같은 곳으로 황강을 규정한다. <고산구곡가>가 첫 연에서 ‘어

즈버 武夷를 想像고 學朱子를 리라’라 노래하며 주자를 계승함을 천명한

것과 같이 권섭은 첫 연의 종장을 통해 황강구곡을 이이와 송시열의 학문과

삶을 계승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상(想像)’해야 하는 무이구곡에 비

하면 ‘다시 볼 듯’한 석담과 파곡은 훨씬 가까이 느껴진다.

一曲은 어드메오 花岩이 奇異샤

119) 권섭의 생애는 박이정, 18세기 예술사 및 사상사의 흐름과 권섭의 <황강구곡가> , 관악
어문연구 27집,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2002를 참조.

120) 이상원, <도통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의 정치적 배경 , 한민족어문학 43집, 한민족어
문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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仙源의 깊은물이 十里의 長湖로다

엇더타 一陳帆風이 갈아라 가니 (제2연)

二曲은 어드메오 花岩도 됴흘시고

千峰이 合沓 限업슨 烟花로다

어셔 犬吠鷄鳴이 골골이 들니니 (제3연)

三曲은 어드메오 潢江이 여긔로다

洋洋 絃誦이 舊齊를 니어시니

至今의 秋月亭江이 어제론 여라 (제4연)

돛배에 바람을 받으며 화암을 바라보고 물을 따라 계곡을 들어가는 모습이

다. 아름다운 풍광을 눈에 보일 듯 귀에 들릴 듯 묘사하며 도달한 곳은 한수재

가 있는 황강이다. 삼곡의 한수재에 이르러 권섭은 ‘至今의 秋月 亭江이 어제

론 여라’고 읊었다. 지금 이곳의 경치를 보니 마치 ‘어제와 같다’는 것이다.

보통 ‘마치 어제와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도 少年行樂이 어제론

듯여라’에서와 같이 옛날의 일이지만 바로 어제 일인 것처럼 생생하거나 가

깝게 여겨진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이다. 그런데 ‘至今의 秋月 亭江이 어제론

여라’는 방향을 바꾸어, 지금의 한수재에서 바라보는 황강에서 어제의 그

모습을 떠올린다는 말이다. 한역시에서 이 구절은 ‘月色秋江愛可憐’으로, 다만

달빛이 비치는 강에 대한 정서를 나타낸다. 한역시에 표현되지 않은 이러한

‘어제론 듯여라’는 시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정서 표현이다.

長風이 건듯 부러 浮雲을 헤쳐 내니

華表 千年에  빗치 어제론 듯

뭇노라 丁令威 어듸 가뇨 너 알가 노라 (효종)

달빛이 어제와 같다고 하였다. 이 시조의 한역가를 보면 중장 부분을 ‘華表

千年後 月色明如書’라 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달빛이 책에서 읽은 옛날

어느 시점의 그것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시조에서 나타나는 ‘어제론 듯여라’는 오늘 내 눈 앞의 사태를 보면서 과

거의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게 되거나, 현재의 정경을 보면서 책에서 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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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의미 있는 장면을 떠올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때 대체로

현재의 장면에 불려오는 과거인 ‘어제’는 매우 이상적이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

지는 장면이어야 한다. 현재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으로부터 과거의 그 이

상적이고 중요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을 느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

다.121)

四曲은 어드메오 일흠도 홀난샤

灘聲과 岳危이 一壑을 흔드

그 아래 김히자 龍이 櫂歌聲이 거다 (제5연)

현재 눈앞의 한수재에서 학문에 몰두하는 선비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을 길

러낸 스승인 권상하의 강학하던 과거 ‘그때’를 발견한 권섭은, 다음 사곡의 황

공탄에서 권상하의 ‘그때’의 연원이 되는 주자의 무이구곡을 불러온다.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과거와의 중첩이다.

황강의 사곡인 황공탄(皇恐灘)은 중국 강서성 감강의 황공탄과 이름이 같다.

그리고 감강의 발원지는 바로 무이산이다.122) 무이산에서 발원하여 황공탄에

이르는 강의 흐름과 주자에서 발원하여 이이와 송시열을 거쳐 권상하에 이르

는 도맥의 흐름이 함께 연상된다. 골짜기를 흔드는 물소리에 깨어나는 물속 깊

이 잠들었던 용의 이미지는 권상하와 주자를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五曲은 어드메오 이 어인 權소ㅣ런고

일흠이 偶然가 化翁이 기린가

이 中의 左右村落의 살아 볼가 노라 (제6연)

나아가 오곡에서 주자의 무이구곡과 중첩된 이 과거는 마침내 화옹이 예비

했던 태초의 어느 시점으로까지 가 닿게 된다. 이로써 현재 이 자리에 불러내

어진 권상하의 삶과 학문의 세계는 그 이전 주자의 세계, 그 이전 태초의 시원

121) 송지언은 시조에 나타난 ‘어제런 듯하여라’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 중 ‘선현 유적’과 같이

서사 표상이자 구체적 표상에 관련된 어제 같음의 표현은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상

적인 가치를 생생하게 목격하는 감격의 표현이라고 분석하였다. 송지언, ‘어제런 듯하여라’

시조와 시간 경험의 교육 , 고전문학과교육 2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122) 이상원, 앞의 논문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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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닿으면서 최상의 권위와 신비감을 획득하게 된다.

황강구곡의 중심인 5곡에 이르기까지 뱃길을 따라 올라가며 공간적으로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과거의 도맥의 시원에 이르는 이동을 하고 있다. 현재와

과거의 시공간이 중첩된 이곳에서부터는 뱃길을 따라 이동하며 황강구곡을 바

라보고 감회에 잠기는 것은 권섭 자신이자 동시에 백부 권상하이기도 하다.

七曲은 어드메오 芙蓉壁이 奇絶샤

百尺 天梯의 鶴唳를 듯올듯

夕陽의 泛泛孤舟로 오락가락 다 (제8연)

칠곡의 부용벽 아래에서 ‘夕陽의 泛泛孤舟로 오락가락 (제8연)’는 것은 과

거 살아생전 자신과 함께 뱃놀이를 즐기곤 하던 권상하의 모습이기도 하고, 현

재 배를 타고 황강구곡을 돌아보며 감회에 잠기는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속

세와 절연된 몽롱한 공간에서 현재와 과거가 완전하게 맞물리며 동시적으로

경험되는 모습이다.

八曲은 어드메오 陵江洞이 고 깁희

琹書 四十年의 네 어인 손이러니

아마도 一室 雙亭의 못내 즐겨 하노라 (제9연)

九曲은 어드메오 一閣이 그 뉘러니

釣臺 丹筆이 古今의 風致로다

져기 져 別有洞天이 千萬世가 노라 (제10연)

팔곡의 능강동은 권상하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권섭이 백부를 기리며 말

년을 보내고자 했던 곳이다. 구곡 구담봉 역시 권상하와의 추억이 많은 곳으

로, 권섭이 자신의 유택을 마련한 곳이기도 하다. 이제 현재 이곳에 남겨진 내

가 과거의 권상하를 기리고 즐기면서 ‘別有洞天이 千萬世’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연에서 노래하고 있는 구곡은 구담으로, 권섭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곳이다. 그는 구담 맞은편에 정자를 짓고 그 뒷머리에 자신의 묏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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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마련했다가 나중에 그곳에 묻혔다.

종장의 ‘별유동천(別有洞天)’은 <무이도가> 마지막 연의 ‘除是人間別有天[이

곳이 바로 인간 세상 별천지인 것을]’을 연상케 한다. 그가 죽어 묻혀서도 바

라보고자 했던, ‘저기 저’ 바라다 보이는 구담, 그 ‘별유동천’에서 ‘천만세’ 전의

‘별유천’, 무이구곡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무이구곡의 재현이다. 무이구곡은 구

담이 있는 이곳 황강구곡에서 다시 발견되고, 주자의 학통은 권상하와 권섭 자

신에게까지 이어진다.

요컨대, <황강구곡가>는 그 취지에 걸맞게 황강구곡에 들어가는 공간적 이

동과 권상하와 함께했던 그 예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시간적 이동이 맞물리

면서 이곳에서 ‘그때’를 보고, ‘그때’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현재적으

로 실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권상하의 과거는 그 큰 과거, 정당성과

필연성을 부여해 주는 더 큰 과거들과 중첩되어 있다. 다시 과거 속에서 권상

하와 함께 노니는 나와 현재의 나가 겹쳐지며 현재로 돌아오면 그때의 그분을

그리고 추억하는 현재가 된다. 구곡의 현재적이고 독특한 모습이나 변화상을

포착하는 일이 긴요하지 않다. 단지 그 대상이 권상하와의 관련 하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말하는 일만이 중요하다.

그야말로 ‘물로써 물을 보는[以物觀物]’ 자세가 아니라, ‘물(物)을 통해서 보

는’ 태도이다. 물보다 말하고자 하는 관념이 우선한다. 권섭이 초점을 두는 대

상은 자연물로서의 황강구곡이 아니다. 그의 대상은 자신의 내부 관념, 혹은

권상하라는 인물이다. 그 인물의 의미조차 탐구의 대상이기보다는 이미 그 의

미가 결정되어 있다. <황강구곡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자신이 표

현할 내용을 확신하고 있는 주체이다. 이런 점에서 <황강구곡가>는 <무이도

가>와 <고산구곡가>의 세계에 대한 확신에 차 있고 그 세계를 재생하고 확인

하는 데 관심이 있다.

더구나 이러한 도통의 확인 작업은 단지 기울어진 집안을 세우는 의미만 있

었던 것이 아니라 호락논쟁을 중심으로 한 학파간의 학문적․정치적 갈등 속

에서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정통의 입장으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였으므로, 권

섭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학문을 세워 세상을 바르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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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통(道統)’이란 ‘유학의 참정신이 전해 내려온 큰 흐름’을 뜻한다.123) 한 인물

이 백성을 위한 공이 있으면 사에 모셔 향사하고, 나라를 위한 공이 있으면 종

묘에 모셔 향사하며, 학문과 도를 위한 공이 있으면 문묘에 모셔 향사하는 것이

유교 사회에 통용되던 제사의 원칙이었다. 문묘에 배향되기 위해서는 앞 세대

학문의 참 정신을 이어 다음 세대를 열어 주는 ‘학문적 공’이 있거나, 관직에 나

아가 도덕 정치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했던 ‘사업의 공’이 있거나, 아니면

도덕과 절의를 몸으로 실천하여 후세에 ‘도덕적 전범’이 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평가되는 지식인들은 세상을 떠난 후에 유림의 공론과 조

정의 논의를 거쳐 문묘에 배향됨으로써 ‘도통’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학문적 공과 사업의 공을 모두 이룬 권근조차도 절의를 지키

지 않아 도덕적 순수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문묘에 배향되지 못

하고 오히려 정몽주가 도통을 인정받았고, 이후 사림정치 시기에도 도덕과 학

문의 기준을 중시하였다. 이황은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를 문묘에 배향하고자

선조에게 진언하기도 하였다. 사림은 이들을 문묘에 종사함으로써 사화의 격랑

속에서 뒤집어쓴 누명을 벗겨주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사회를 도덕적 원칙에

따라 바로잡고자 하였다. 문묘 종사 운동은 한편으로는 도학적 인재를 양성하

고 도덕적 기풍을 바로 세우기 위한 문화․교육 운동의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림의 공론에 의한 도덕 정치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하였다.124)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당론이 나뉘고 도통에 권력의 입김이 개입하기 시작

하면서 노론 집권기에 이르면 노론에 의해 도통이 독점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권섭이 이이에서 송시열, 권상하로 이어지는 도통을 공인받고

자 하는 것 또한 정치적이고 가문과 학맥, 붕당의 이익과 권력의 문제가 얽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볼 때 도통의 문제는 누가 진

정한 학문을 이어받아 구현하였는가의 문제이므로, 이를 밝혀 노래하려는 것은

세상에 학문의 바른 정도가 어떻게 전해졌으며, 누구에 의해 어떤 삶으로 구현

되었는지 밝혀 보이는 의미가 있으므로, 시교의 이념에 부합하는 성격의 노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3) 이하 도통에 대한 설명은 이승환, 도통: 유학의 참 정신을 잇는 계보 ,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 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참조.
124) 위의 논문, pp.46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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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구곡가>는 주자의 <무이도가>를 효방하여 시조화함으로써 공맹의 도

를 잇는 주자의 학통을 계승하는 도통을 명시하는 효과를 낳았다. <고산구곡

가> 향유 활동 자체가 그러한 도통을 확인하고 과시하는 목적을 갖기도 하였

다. 무이구곡이나 고산구곡을 그리는 그림의 제작과 감상에 참여하는 것 자체

가 자신들의 학문적 계보나 정통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기도 하였다.125) 송시

열이 시도했던 <고산구곡도> 제작이 특히 그러한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림을 통해 정신의 계통을 시각적으로 표방하고 선언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던 것이다.

<고산구곡가>를 본받아 지은 <황강구곡가>는 아예 이와 같은 도통의 확인

과 천명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노래이다.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공감하기 어

려운 면도 있지만, 당대의 성리학적 지식인의 입장에서 학문의 바른 길을 펴

보이고, 학문의 정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되새겨 확인하는 일은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일과 동일한 무게를 갖는 일이었을 것이다. 바른 학문을 추구하는

것 또한 시가 추구할 핵심적 가치였기 때문에, 이 또한 사회적 차원의 시교를

위해 긴요한 일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125) 조규희, 조선중기 지식인들의 회화관 , 유교문화연구 18집, 성균관대학교유교문화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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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詩敎 전통의 가치 구현을 위한 문학교육

지금까지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창작과 향유를 둘러싼 문학 활

동들을 시교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

가>를 창작하고 향유한 제반 활동들은 일종의 문학 교육과 학습의 활동이었음

이 분명하다.

중세 사대부들이 문학의 무엇을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떻게 가르치고 배웠는

지 탐구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이와 같은 배

경 속에서 생산되고 향유되었던 작품들의 실상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

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작품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적합한 교육의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중세의 문학교육 자체를 참조하여 오늘날

의 문학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4장에서는 두 개의 절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시교를 위한 시가교육의 내용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은 범주와 속성, 목적상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물론

고전이든 현대이든 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어느 시대를 살

았든 인간이 느끼고 표현하는 삶과 정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편성을

강조하는 고전시가 교육은 유의미하다. 그러나 무조건 이 둘을 묶어 보편적인

문학으로서 교육하고자 한다면 결국 어느 한 쪽의 특징에 초점을 둔 관점이나

이론을 통해 다른 하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게 된다. 그런데 실제

로 고전문학을 분석하고 이해 감상하는 틀의 상당 부분은 근대 이후의 문학으

로부터 유래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1) 이렇게 될 때 고전문학이 가지고

1) 조희정, 심화 과목으로서의 고전 교육과정 개정 방향 , 문학교육학 20집, 한국문학교육학
회, 2006. 이 논문에서 조희정은 특히 ‘문학’으로 한정될 수 없는 ‘고전’이 현대문학에 견인되

면서 ‘고전문학’으로 축소되어 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조희정의 견해에 동의하되, 이 논문

에서는 특히 고전 중에서 16세기 이후 사림들에 의해 향유되고 창작된 육가계 시가와 구곡

가계 시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전문학, 또는 고전시가에 대한 논의로 초점화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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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유한 성격, 현대의 사회나 문학과 다르면서 가치 있는 부분들이 교육의

상황에서 간과될 위험이 생겨난다.

고전시가가 보여주는 세계는 오늘날의 학습자가 경험하는 세계와 너무나 다

른 모습이고, 고전시가는 현대의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문학이 아니다. 이것이

고전시가 교육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적 이유이고, 동시에 고전시가 교육

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본질적 이유이다. 고전시가는 오늘날의 학습자가 가지

고 있는 것과 다른 미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다른 양식으로

향유되었다. 그 때문에 쉽게 공감하고 파악하기 어렵지만, 바로 그 다른 점이

학습자의 관점을 확장하게 해 주어 자아를 폭넓게 만들고, 오늘날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들을 조망하고 해석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전교육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현대의 학습자가 고전이 가

지고 있는 이 ‘차이’를 인식하고 운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는 주장은 타

당하다.2) 이 절에서는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중심으로 한 시가들

의 세계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이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차이의

핵심인 ‘시교’에 도달하기 위하여 무엇을 이해하고 경험해야 할 것인지 고찰하

고자 한다.3)

1)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가치 이해

시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문학으로서의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깊고 넓게 하여 이 두 작품이 추구하고 표현하는 이념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는 이황과 이이 개인의 구체적인 삶에 뿌리

를 두고 있는 노래이며, 진정성 있는 개인의 지향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

러나 동시에 이 노래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표현하고 있는 뜻과 정서는 당대

2) 조희정은 이러한 능력을 ‘고전 리터러시’로 개념화하였다. 조희정, 고전 리터러시 교육을 위

한 새로운 구도 , 국어교육학연구 21집, 국어교육학회, 2004; 조희정, 고전 리터러시의 ‘고
전성’ 연구 , 국어생활과국어문화 137집, 한국어교육학회, 2005 참조.

3) 김대행은 문학교육의 내용을 지식, 경험, 수행, 태도의 네 범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이 중

지식과 경험의 범주에 해당하는 교육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p.69～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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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자로서 마땅히 추구하고 지녀야 하는 공인된 가치와 뜻과 정서였다. 이

들의 노래는 그들이 16세기 조선의 성리학자이자 당대 명망 있는 스승으로서

의 공적 자아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향유하고 본받

고자 했던 문인들은 이러한 성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에 이 노래

들에 깊이 감동하고 스스로도 유사한 노래들을 생산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면 달라진 현실적 기반과 조건 아래 놓이게

된 문인들은 더 이상 <도산십이곡>이나 <고산구곡가>의 정서적 충일감을 반

복 생산하기 어렵게 된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

의 세계를 존중하고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

평을 해소하고 불화를 치유하거나, 그들이 처한 현실적 위기 상황을 문학적으

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런 이유로 그들의 작품들은 동일하게

시교를 지향하면서도 변화된 내용과 정서를 보여준다.

오늘날 시교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또한 당대의 가치나 지향을 있는 그대

로 계승하여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시교가 시가교육에서 인격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취지와 가치를 살린

다고 하더라도 이황이나 이이가 추구한 강호의 이념을 반복 생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에 표현된 당대의 가치들을 이해하고

이것이 가지는 당대적 의미로부터 현재적 의미를 발견한다면, 오히려 현대 학

습자가 위치한 삶의 좌표를 확인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 강호의 삶과 여가의 의미 이해

시교는 개인의 인품을 성장시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바른

품성을 지니고 자신의 자리에서 바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올바

르게 안정되는 세교에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시교의 달성은 먼저 시에 올바른 내용이 담김으로써 가능하다.

<도산십이곡>이 강호에 살고자 하는 뜻과 학문을 노래한 것은 이것이 제자

들에게 들려주고 부르게 할 만한 가장 교육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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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황이 살고자 한 강호자연은 세상과 절연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구

별되는 장소이고, 그가 추구하는 삶은 세상에서 추구하고 실천하는 도리의 연

장이면서 자연의 질서 그 자체이다.4) 그리하여 자연에서 도의 모습을 발견하

고, 자신의 심성과 삶을 도에 일치시키기 위해 학문에 몰입하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하였다.

<도산십이곡>은 ‘도심(道心)의 형상’으로서의 강호를 표현한다.5) 그러나 개

인이 경험하고 느끼는 구체적인 강호, 자연스러운 정의 발로로서 그 안에 깃들

기를 소망하는 강호와 별개로 존재하는 그런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강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심은 눈앞에 펼쳐진 강호의 모습에서 발견된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이황은 기질적으로 관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삶보다는 자연에 묻혀 학문하

는 삶을 원하였고, 그의 성향과 사고, 정서와 지향이 자연스레 합치되는 방향

이 바로 강호에서 사는 삶이었다. 이황이 <도산십이곡>에서 노래한바 자연으

로 돌아가 하고자 하는 일이란 다름 아닌 학문이다.

자연과 학문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자연은 학문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공

간이다. 벼슬살이와 현실적 책임을 떨쳐 내고 한가롭게 학문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황이 반복적으로 벼슬을 마다하면서 집요하게 사임하려

했던 것도 바로 ‘여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의미를 가진다.

즉 진정한 삶의 의미는 노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여가는 더 효율적인

노동을 위한 시간이다. 그러나 서양의 고대에 ‘여가’의 의미는 물질적 생산과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양

에서 여가, 즉 ‘leisure’의 어원은 라틴어의 ‘licere’로 ‘일이나 사역으로부터 면

제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로, 노예적 노동에서 면제된 자유민의 생활을 의

미하는 말이었다. 당시는 일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여가 중심의 사회였다고 할

4) 김성룡은 이황에게 있어 자연은 본디 저절로 그러한 모습을 지닌 것으로, 스스로 완전하고

유기적이며 그 자체로 적절한 존재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자연에서 조화로운 총체성을 발견

하고 자연의 목적적 전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이황 사유의 본체라는 것이다. 김성룡, 심성론

의 전개와 도문일치의 문학사상 , 고전문학교육 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5) 이민홍,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3, pp.17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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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서양에서 ‘여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고대 그리스의 경우 여가의 본뜻은

‘문화’에 가까운 것이었다. 여가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schole’는 영어 ‘school’

의 어원이기도 하다. 여가는 인간의 본질 가운데 하나로 예술과 학문, 철학적

성찰까지 아우르는 개념이기도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여가란 노

동의 강제성에서 해방되는 시간이며 활동을 통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였다.6)

피퍼(J. Pieper)에 의하면 고대 서양인들에게 있어 여가는 첫째, 침묵과 내적

평온으로 특징지어지는 마음의 수용적 자세를 말한다. 다음으로 여가는, 관조

적 축하 행위 또는 그 양식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때 축하하는 행위란, ‘우

주의 기본적인 의미를 긍정하고, 우주와 자신이 하나임을 믿고, 자신이 우주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비활동의 태도로서의 여가는 무노

력(無努力)의 상태이지만 노동보다 위계적으로 상위의 것이다.7)

즉 일에서 해방되어 여가를 누린다는 것은 정신적 자유를 얻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기 성장을 위한 본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school’이라는 말이 ‘schole’를 어원으로 하는 것은 여가

가 학문의 기본 조건이자 전제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청소년들을 노동으로부

터 해방시켜 사회적 일에서 격리된 공간에 모아 두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school’이다.

이황이나 이이가 자연에서 한거한 의미 또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8) 이

황은 벼슬을 떠나 한거하려 하였는데, 한가롭게 거처한다는 의미인 ‘한거(閑

居)’는 여가를 즐기는 상태와 의미상 유사하다.9) 여러 기록들을 통해 엿볼 수

6) 이정학, 여가의 본질적 의미에 관한 철학적 탐구 , 한국체육과학회지 14집, 한국체육과학
회, 2005, pp.4～6.

7) 김안중, 교사의 미덕으로서의 여가 , 교육이론7․8-1집, 서울대학교교육학과, 1994, pp.18
4～187.

8) 홍원식은 이황의 여가 활동이 시 짓기, 음악 즐기기, 산유람, 뱃놀이, 음주 등의 풍류 놀이 등

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 모든 활동이 마음 공부의 연속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공부하는

것과 잘 구분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홍원식, 퇴계의 여가 생활, 그의 한거와 마음 공부 , 
한국학논집 32집, 계명대학교한국한연구소, 2005.

9) 유약우는 ‘閒’을 ‘leisure’로 번역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閒’이란 말을 여기서 시험

삼아 ‘leisure’로 옮기고 있는데, 이 말은 가끔 ‘idleness’로도 또한 번역된다. 그러나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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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거의 내용들은 자연 속을 거닐거나 배를 타며 낚시를 하고, 풍류를 즐

기며 시를 읊는 등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황이 청량산을 다녀와 남긴 시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멧놀이를 하여 봐도 무에를 얻었던고

밭농사에 비한다면 가을이 있는 듯이

아늑한 옛 서재에 이제야 돌아와서

고요히 앉았으니 향로 연기 피어오르네

이 몸이 오히려 멧사람 같으니

티끌 세상 그 시름은 조금도 없으리라.10)

산놀이를 통해 얻은 것은 ‘티끌세상 시름이 조금도 없는’ 경지이다. 이 시에

서는 평정한 마음을 얻은 사람을 ‘산 사람’이라 칭하였다. 산놀이를 통해 이런

경지에 이르렀으니 산놀이는 마음을 수양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

은 산에서 돌아와 서재에 앉아서야 자신을 ‘산 사람’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

다. 서재는 학문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는 공간이다. 그에게 있어 산놀이와 글

읽기는 동일한 활동의 다른 얼굴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시에서 이황은 직접적

으로 산 유람이 글 읽기와 같다고 하였다.

글 읽기와 산놀이가 비슷하다 하지마는

이제 보니 산놀이가 글 읽기와 같도다

공력이 다할 때에는 으레히 내려오고

얕고 깊음 아는 것도 모두 이에 있더구나

열 구름 앉아 보아 기묘함을 알았었고

근원지에 이르러선 비롯됨을 깨달았다네

마루턱 찾을 것을 그대들에 기대하니

늙어서 전진 못하는 이 몸 내 깊이 부끄러워라.11)

사용될 때 그것은 나쁜 함축을 끼고 있는 게 아니라 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질 수 있는데, 현실적인 관심과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가지고 그 자신과 자연이

함께 평화스러운 상태일 수가 있다. 아마 ‘평화 속에 있음(being in peace)’이 더 적절한 번역

이 될 것이다.” 劉若愚, The Art of Chinese Poetry, 이장우 역, 중국시학, 명문당, 1994,
p.102.

10) “遊山何所得 如農自有秋 歸來舊書室 靜對香烟浮 猶堪作山人 幸無塵世憂” 李滉, <還家>, 退
溪全書 卷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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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놀이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나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글읽기

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통찰이다. ‘노력을 다할 때 아래서부터 올라가고, 얕고

깊은 것을 아는 것은 자기에게 달렸다’는 것을 비롯하여 산에 오르는 일에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내용들은 학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생의 진리들

에 대해 유비 관계에 있다. 등산하면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든가 힘겨운 노력과 인내 끝에 정상에 오르는 시원함을

알게 되는 것 등을 통해 인생살이의 면모들에 대한 유비적 깨달음을 얻게 되

는 것이다. 이 글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후반부이다. ‘열구름 앉아 보아 기묘함

을 알고 근원지에 이르러 비롯됨을 깨닫는’ 것은 산에서 자연의 풍광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산에 올라 즐기되 자연의 이면에

숨겨진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의 구현체로서의 자연을 즐기는 것이다.

한 철학자는 21세기 사회가 이미 근대적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Leistungs-

gesellschaft)’로 변모했다고 지적한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성과주체

(Leistungssubjekt)’이다. 현대인은 자신과 세계를 긍정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으며 쉴 새 없이 자신을 가동하여 성과를 위해 스스로를 소진한다.12) 이 사

회에서 현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깊은

심심함’이다.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여가, 혹은 이황과 이

이의 한거와 동일한 성격의 활동이다.

이황과 이이가 시교를 통해 키우고자 했던 인간상이 고대 서양인들이 추구

했던 인간상이나, 혹은 현대인이 현대사회의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안적으

로 추구할 수 있는 인간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고전시가의 세계와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답습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전시가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과정

과 그것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는 과정, 그것에 우리의 삶과 사회를 조회하는

과정을 거칠 때 가능하다. 텍스트의 해석은 주체의 자기 해석을 통해 완성되

며, 텍스트 해석의 태도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성찰

적 태도라는 지적은 타당하다.13) <도산십이곡>이 지향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

11) “讀書人說遊山似 今見遊山似讀書 工力盡時元自下 淺深得處摠由渠 坐看雲起因知妙 行到源頭

始覺初 絶頂高尋勉公等 老衰中輟愧深余” 李滉, <讀書如遊山>, 退溪全書 卷三.
12) 한병철, Müdigkeitsgesellschaft, 김태완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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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하는 것은 이황이 강호에서 한 것과 같이 현대 사회와 현대인의 삶을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통해 가능하다.

(2) 구곡의 삶과 즐거움의 의미 이해

<고산구곡가>는 학자적 삶의 모습과 학문의 즐거움을 미적으로 형상화하였

다. 유가에서 자연에서의 즐거움이라는 정서는 매우 철학적인 깊이를 가진다.

자연에서 이치를 발견하는 것이 자연을 바로 보는 것, 혹은 자연을 제대로 누

리는 것이다. 자연을 누리는 것과 학문을 하는 것, 그리고 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긴밀하게 관련된 모습을 증점의 고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너희들이 평소에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하는데, 만일 혹시라도 너

희들을 알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로가 경솔히 대답하였다. “천승의 제후

국이 대국 사이에서 속박을 받아 침공이 가해지고 따라서 기근이 들거든 제가

다스리면 3년에 이르러 백성들을 용맹하게 하고 또 의리로 향할 줄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부자께서 빙그레 웃으셨다.…(중략)…점이 대답하였다. “늦봄에

봄옷이 이미 이루어지면 관을 쓴 어른 5, 6명과 동자 6, 7인과 함께 기수에서 목

욕하고 무에서 바람 쐬고서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부자께서 “아!”하고 감

탄하시며 “나는 점을 허여한다.”하셨다.14)

상식적으로 보기에 자로의 답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유학의 목표를

구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공자가 증점에게 공감한 것은 무슨 까닭인

가? 왜 증점의 답이 공자의 문하에서 학문을 하여 그 뜻을 펼치게 되었을 때

13) 삶의 문제를 조회하고 현대적인 의미를 찾기 위한 고전시가 이해 교육은 지식 교육의 차원

으로만 접근해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작품을 대면하는 태도의 문제에서 비롯하는 것이기도

하고, 작품의 정서적 체험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는 현재 문학 영역의 정의 교육으로 설정되어 있는 태도의 내용을 작품 외적인 차원에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고전시가 작품에 대해 어떤 심정과 태도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가 본

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p.144～147.

14) “居則曰 不吾知也 如或知爾 則何以哉 子路率爾而對曰 千乘之國 攝乎大國之間 加之以師旅

因之以饑饉 由也爲之 比及三年 可使有勇 且知方也 夫子哂之…(中略)…曰 莫春者 春服旣成 冠

者五六人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嘆曰 吾與點也.” <先進>, 論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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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 되는가?

공자의 제자들을 알아주는 치세라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삶은 유유자적하며

자연의 도와 세상의 도가 일치함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일치감 속에서 흥겨워하

는 것이 마땅하다. 마치 <도산십이곡>에서 “煙霞로 집을 삼고 風月로 벗을 사

마 / 太平聖代에 병으로 늘거가뇌 / 이즁에 라 일은 허믈이나 업고쟈”라며

태평성대인 세상에서 강호에 한거하며 학문을 하고자 하는 바람을 노래한 것

을 연상하게 된다.

주자는 이에 대해 증점이 ‘인욕이 다한 곳에 천리가 유행’함을 얻었다고 설

명한다.15)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아의 밖에 구현되어 펼쳐진 자연의 도리에

합일하여 유유하고 충만한 상태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자연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더라도 유가에서는 일찍부터 즐거움이 매우 의미

심장한 술어로 사용되어 왔다.16) 공자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하여 말

하면서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먼 지방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17)라 하여 배움의 즐거움과 배움에 대한 뜻을 함

께하는 동료들과 만나는 즐거움을 상찬하였다. 공자가 제자 안연을 칭찬하면서

도 그의 즐거워함을 들었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다, 안회(顔回)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

박의 음료로 누추한 시골에 있는 것을 딴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

데, 안회(顔回)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어질다, 안회(顔回)여!”18)

안회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누추하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

는 것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겁게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15) 주자는 증점의 대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고 있다. “曾點之學 蓋有以見夫人欲盡處

天理流行 隨處充滿 無少欠闕. 故其動靜之際 從容如此. 而其言志 則又不過卽其所居之位 樂其

日用之常 初無舍己爲人之意 而其胸次悠然 直與天地萬物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 隱然自見於言

外 視三子規規於事爲之末者 其氣象不侔矣.”

16) 사마다 겐지는 “중국 사상에는 기독교에 보이는 ‘고뇌의 찬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국 사상이 서양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즐거움’을 들었다. 島田虔次, 김석근․이근우 역, 주
자학과 양명학, 까치, 1986.

17) “學而時習之 不亦說乎 有朋而自遠訪來 不亦樂乎” <學而>, 論語.
18) “子曰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飮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回也” <雍也>, 論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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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난함을 잊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즉 안연이 즐거워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학문이다. 정이천은

안회의 즐거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안자는 거친 음식을 먹고 표주박 물을 마시면서 누추한 곳에 기거했지만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다. 거친 음식과 표주박 물, 누추한 잠자리가 어찌 즐기기

에 충분하겠는가? 아마도 별도로 즐기는 바가 있어 그 괴로움을 견뎌냈을 것이

다.19)

공자가 ‘어질다’고 하면서 ‘인(仁)’으로서 안회를 칭찬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별도로 즐기는 바’가 인을 추구하는 일, 즉 배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의 구현이 바로 학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곳에서 이천은 공부하는 즐거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발분하면 먹는 것을 잊기에 이르고 스스로 즐김에 그 근심을 잊을 수 있으며 늙

음이 장차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배움을 좋아함이 독실한 것이다. 성인은

일찍이 스스로 성인이라 한 적 없고 오직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했을 따름이다.20)

배움을 좋아하여 온갖 근심을 잊고 심지어 먹는 것을 잊기에 이른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도산십이곡> ‘언학’의 마지막 연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학문의 길을 다짐하고 가면서 실천해야 하는 일상의 항목들은 어리석은 자도

다 따를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게을러지지 않고 언제나 바

른 태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학문의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쉽기도 하

고 어렵기도 한 이 길 가운데에 서서 몰입하여 시간이 가는지 세월이 흐르는

지조차 모르는 심적 상태는 정이천이 말한 온갖 삶의 고생과 불편함, 자신의

늙음조차 잊을 만한 몰입이며, 그러한 몰입 가운데서 누리는 즐거움이다.

이황의 즐거움은 학문에 몰두하는 즐거움이며, 이이의 즐거움 또한 자연에서

이치를 발견하는 학문의 즐거움으로, 안회의 즐거움과 동질의 즐거움이다. <도

19) “顔子 簞瓢陋巷不改樂 簞瓢陋巷何足樂 蓋別有所樂以勝之耳” 程顥․程頤, 河南程氏外書 卷八.
20) “發憤至於忘食 自樂能忘其憂 老將至而不知 好學之篤耳 聖人未嘗自居於聖也 惟自謂好學耳”

程顥, 程頤, 河南程氏經說 卷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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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십이곡>이나 <고산구곡가>는 그것이 지향하는 학문하는 삶과 그 안에서

누리는 긍정적 정서를 노래함으로써 유가적 철학이 제시하는 공공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한 즐거움이 개인적 수양과 사회적 교화의 원천이

된다.

2) 인품에 대한 흠모를 바탕으로 한 감상 경험

<도산십이곡>이 후대 문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교육력을 발휘했던 데는

작품의 문학적 성취도 중요하게 작용했겠으나, 사림의 큰 스승이었던 이황의

인품이 발휘했던 감화력이 무엇보다 큰 동력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고산구곡가>는 그 창작 자체가 주자의 삶과 학문을 사모하고 본받으려는 데

서 비롯하였다. <고산구곡가>가 다시 그 후대 문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데는

이이 자신의 인격과 학문의 성취에 대한 후학들의 인정이 작용하였다. 사림들

은 주자를 이어받은 이이의 삶과 학문에 공감하면서 자신들 역시 주자의 삶과

학문을 본받아 체험하고자 하였다.

현대의 학습자들이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대할 때 느끼게 되는

거리와 차이에 대한 감각에는 언어적인 차이에서부터 문학 형식과 표현된 주

제에 이르기까지 현재와 다른 수많은 요소들이 관여한다. 그러나 <도산십이

곡>과 <고산구곡가>를 하나 하나 주해하고 그 내용과 형식, 주제와 사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메울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니, 이것

이 바로 이황과 이이라는 큰 스승의 인품을 흠모하는 마음이다.

이 차이를 최대한 극복하고 배움의 대상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시교에 도달하는 교육 내용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성현의 인품을 바탕으로 한 작품 향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는 교육적 지향을

가지고 창작된 시가로서, 후대의 문인들에 의해 향유되고 계승되면서 그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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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교육력을 발휘했던 시가이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두 시가들은 그것이 지향하는 바를 깊이 있고 짜임새 있는 언어로 표현해

냄으로써 이와 같은 역사적 현상을 이끌어내는 힘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가 영향을 미쳤던 당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두 시가의 교육력이 단지 언어적인 구조물로서의 탁월

함에서만 기원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

가>를 수용하고 계승하여 육가계 시가나 구곡가계 시가를 창작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이황이나 이이의 문인이거나 그 학맥을 이어받은

후대 학자들이다.

이황의 <도산십이곡>은 여러 글을 통해서 스스로 토로한 바 있고 <도산십

이곡>의 첫 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은 이황의 심성과 취향이 그의 이

념이나 학문적 관점과 행복하게 합치하여 문학적 성취에 도달한 작품이다.

<도산십이곡>은 정합적이고 치밀하게 조직된 논리적인 짜임과 구조를 가진

노래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가는 바를 자연스럽게 노래한 서정시이기도 하

다.21) 즉 <도산십이곡>은 수많은 학자들의 스승으로 우뚝 섰던 한 시대의 석

학이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격을 드러낸 노래였던 것이다.

계획적인 건축을 시도한 유기적인 노래였든 그렇지 않든, <도산십이곡>은

조화롭고 온유한 정서로의 귀결을 표현해낸 온유돈후한 노래이다. 이황은 언제

나 정의 규범화를 낙관하였으므로22), 자연스럽게 정을 토로하는 노래였더라도

이처럼 온유돈후한 실상을 갖추게 된 것은 그의 인품과 철학이 노래에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산십이곡>이 향유자로 하여금 ‘탕척비린(蕩滌鄙吝) 감발융통

(感發融通)’의 효용을 경험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노래 자체가 표현하

21) 김석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육곡은 자연스레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파문을 노출하

면서 원하던 강호에 돌아온 안도의 마음에서 시작해 위무와 격려에 이르는 서정으로 읽을

수 있고, 후육곡은 돌아와서 맞이하게 된 삶에 대한 찬탄에서 시작해 확신과 결의를 표현하

는 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석회, 문학치료적 관점으로 본 도산십이곡의 서정

적 특질 , 문학치료연구 2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22) 김성룡, 심성론의 전개와 도문일치의 문학사상 , 고전문학과교육 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
학회, 2007, p.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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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의 고상함에서 가능하였고, 둘째는 이황 자신의 인품과 교육적 감화력에

서 가능하였다.

이황은 주자 이후 조선 성리학의 큰 맥을 이루었던 대학자였고, 서원 건립

운동으로 학문을 진작하였으며, 문하에 수많은 문도를 거느렸던 스승이었다.

후대 문인들이 이황을 기리는 것은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품을 흠

모했기 때문이다.

쉽고 명백한 것은 선생의 학문이요 정대하여 빛나는 것은 선생의 도요 따스

한 봄바람 같고 상서로운 구름 같은 것은 선생의 덕이요 무명이나 명주처럼 질

박하고 콩이나 조처럼 담담한 것은 선생의 글이었다. 가슴속은 맑게 트이어 가

을 달과 얼음을 담은 옥병처럼 밝고 결백하며, 기상을 온화하고 순수해서 순수

한 금과 아름다운 옥 같았다. 무겁기는 산악과 같고 깊이는 깊은 샘과 같았으

니, 바라보면 덕을 이룬 군자임을 알 수 있었다.23)

스승의 언행록에 기록한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극도의 상찬은 일반적

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의 글은 주관적인 평가만 늘어놓기보

다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이황의 인품을 드러내려 하였다.

당시에 사림이 이황을 의지하기를 태산 교악(泰山喬嶽)과 같이 하였으므로,

그가 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는 자건 모르는 자건 간에 한숨을 쉬면서 참

담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문하에 있었던 선비들은 멀리 사는 자들은 서로

더불어 신위(神位)를 설치하고 곡하였으며, 가까운 고을에 사는 자들은 비록 시

골 노인네라고 하더라도 역시 변식(變食)을 하였으며, 관학(館學)의 학생들은

모두 제문을 지어서 치제(致祭)하였다. 장사를 지냄에 미쳐서는 와서 모인 원근

의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24)

23) “平易明白 先生之學也 正大光明 先生之道也 和風慶雲 先生之德也 布帛菽粟 先生之文也 襟

懷洞徹 如秋月氷壺 氣象溫粹 如精金美玉 凝重如山嶽 靜深如淵泉 望之可知其爲成德君子”, 金

誠一, <退溪先生言行錄>, 鶴峯集 續集 卷五. (금장태, 퇴계 평전: 인간의 길을 밝혀준 스
승, 지식과교양, 2012에서 재인용.)

24) “時士林倚滉如泰山喬嶽 聞其卒 識與不識 莫不歔欷慘沮 及門之士 在遠者 相與爲位而哭之 居

近縣者 雖村翁野夫 亦爲之變食 館學生皆齎文致祭 及葬 遠近來會者數百人”, 위의 글. (위의 책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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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이 풍기군수 시절에 순흥의 대장장이인 배순이 서원에 와서 퇴계로부터

학문을 배운 일이 있었다. 이황은 공자의 ‘유교무류(有敎無類)’의 정신을 실천

하여 가르치는 데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으로 제자를 대하였

다. 이후 이황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도 배순은 스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황의 철상(鐵像)을 주조하여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분향하여 공경하며 독서하

였고, 이황이 돌아가심에 삼 년 상복을 입었다고 한다.25)

젊어서부터 스스로 몸가짐에 독실하였고 타인에 대해 지극히 공경하고 자상

하였다는 일화가 전하는 것만도 여럿이니26), 비록 시골 노인네라고 하더라도

이황의 상에 예를 다하였다는 기록이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이황이 68세 때 선조가 경연에서 신하들에게 퇴계의 인품을 선현들과 비교

논평하기를 요구한 일이 있었다. 이때 기대승은 “나이가 이미 70이요 보는 바

도 높지만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지 않고 어린 사람이 말하는 것도 역시 생각

하여 듣습니다.”라 하였고, 또 “겸허하고 공손하며 온순하여, 털끝만큼도 자만

함이 없으며,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경하게 하고 감복

시킵니다.”라고 평하였다.27) 겸허함과 포용력으로 인해 사람들을 감동시켜 공

경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황은 젊은 기대승과 수년 동안

편지로 사단칠정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언제나 두터운 예로 이 젊은

학자를 공경하였고, 그의 말에 귀 기울여 두 번이나 자신의 학설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1610년 광해군 2년 9월에 5현을 문묘 종사하는 일로 교지를 내렸는데, 특히

퇴계를 드러내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황만 보더라도 양조(兩朝)의 인정을 받은 현신(賢臣)으로서 뜻은 삼대(三

代)를 만회하려는 데 있었는데, 그의 주장과 가르침을 보면 실로 해동의 고정

25) 금장태, 퇴계평전: 인간의 길을 밝혀 준 스승, 지식과교양, 2012, pp.129～130.
26) 스스로도 추운 겨울에 벼루에 먹이 얼어 글을 길게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난한 제자에

게 종이나 곡식을 보내며 생활을 걱정하였다거나, 도산서당 앞을 지나며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례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림과 같다’고 하면서 탓하지 않았다는 등 자신에게 엄격하

고 타인에 대해서는 자상한 포용력을 보인 이황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책, pp.126～

127, 220～226.

27) 위의 책, p.227.



- 160 -

(考亭)이라 할 만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규계(規戒)를 올린 것은 하남(河南)의

정씨(程氏)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28)

이황의 학문을 들어 조선의 주자라 이를 만하다고 평가하여 우리나라 도학

의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때에 문묘에 종사됨으로써 국가와 만인이 공인

하는 사표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이의 경우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49세로 일찍 세상을 떠나 이황과

같이 벼슬에서 물러나 제자를 기르는 데 몰두한 시기를 갖지 못하였고, 후인들

의 기억 속에 스승의 위엄으로 기억되기보다 한창 나이의 경세가(經世家)를

떠올리게 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이의 죽음을 기록한 실록의 내용을 보

면 그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알 수 있다.

상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도 놀라서 소리를 내어 슬피 통곡하였으며 3일 동

안 소선(素膳)을 들었고 위문하는 은전을 더 후하게 내렸다. 백관의 요우(僚友)

와 관학(館學)의 제생(諸生), 위졸(衛卒)·시민(市民), 그 밖의 서관(庶官)·이서

(吏胥)·복례(僕隸)들까지도 모두 달려와 모여 통곡했으며, 궁벽한 마을의 일반

백성들도 더러는 서로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백성들이 복이 없기도

하다.’ 하였다. 발인하는 날 밤에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집결하여 전송하였는데,

횃불이 하늘을 밝히며 수십 리에 끊이지 않았다. …(중략)…이이는 타고난 기품

이 매우 고상한데다가 수양을 잘하여 더욱 높은 경지에 나아갔는데, 청명한 기

운에 온화한 분위기가 배어나오고 활달하면서도 과감하였다. 어떤 사람이든 어

떤 상황이든 한결같이 정성되고 신실하게 대하였으며, 은총과 사랑을 받거나 오

해나 미움을 받거나 털끝만큼도 개의치 않았으므로 어리석거나 지혜 있는 자를

막론하고 마음으로 그에게 귀의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29)

이 기록은 그의 학문적 성취보다 인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구에게나 정

성을 다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결같았

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모두 마음으로부터 이이를 공경하였

다고 평가하였다.

28) 광해군일기, 광해군 2년 경술 9월 5일.
29) <이조판서 이이의 졸기>, 선조수정실록 17년 갑신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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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성공(李文成公 이이(李珥))은 내가 존모(尊慕)하는 분이다. 그 전서(栗
谷全書)를 읽으며 그분을 상상하곤 했었는데, 근자에 들으니 강릉에 초본(草

本) 격몽요결(擊蒙要訣)과 남긴 벼루가 있다고 하므로 속히 가져오게 하여 살
펴보았더니, 점획(點畫)이 새로 쓴 듯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 총명하고 순수한

뛰어난 자질과 비가 갠 뒤의 바람과 달처럼 깨끗한 기상을 애연(藹然)히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문득 문성이 떠난 지 2백여 년이 되

었음을 모르게 되었으니, 그분의 글을 읽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그러했던 것이

다. 대저 성현의 뜻에 오묘하게 부합되면서도 거침없이 써 내려간 것은 공(公)

의 생각의 정밀함이고, 여기에 나아가 배운 것은 공의 일상생활에서의 공경이

다. 이로 말미암아 추구하면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공부와 요(堯)임

금 순(舜)임금이 백성을 다스린 계책은 단지 이것을 미루어 공부해 나아가는 데

불과하다.30)

정조는 위 글에서 이이의 일상에 드러난 품성과 인격이 그의 글씨체나 학문

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호학(好學)의 군주가 존경을 표하고 스

승으로 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평가와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이황과 이이는 후대의 문인 학자

들에 의해 스승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이었으며, 평소 그들이 학문함에 있어 모

범으로 삼으며 그들의 인격과 학문을 존경하는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새겨 볼 때, 16세기 이후의 사림들이 <도산십이곡>과 <고

산구곡가>를 감상한 것은 스승의 언어, 스승이 남긴 노래로서였을 것이므로,

그 노래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마음에 새겨 읊조리거나 노래 부를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한 것은 스승의 인격적 영향력에 기인한 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작가의 인격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가 조선 문인들에게 가졌던 감화력이나 교육력을 논의하기는 어

렵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의 학습자들이 <도산십이곡>이나 <고산구곡가>의

세계에 빠져들어 깊이 감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준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읽어 시어를 풀이하고 그 구조를

설명하여 시의 주제와 형식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경험하기

30) 정조대왕, <율곡(栗谷)이 손수 초한 격몽요결(擊蒙要訣)의 앞에 쓰다>, (국역)홍재전서 55
권, 민족문화추진회, 1998,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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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것이 있다. 현대의 학습자들은 이황이나 이이를 존경하고 그들의 노

래 앞에 감동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도산십이곡>

과 <고산구곡가>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들이 겪는 문화적 거리의 핵

심이다.

(2) 교사의 매개를 통한 시가의 전인격적 경험

중세 문인들이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에서 마주한 이황과 이이의

인격은 고대 그리스적 에토스(ethos) 개념에 가깝다. 순간적이고 격한 감정의

상태인 파토스(pathos)에 대비되는 개념인 에토스는 자연스럽고 도덕적이면서

지속적인 감정의 상태를 말한다. 헤시오도스를 거쳐 헤라클리투스는 에토스를

성격(character), 정확히 말하면 지속적인 습관의 결과로 생긴 ‘도덕적 성격

(moral character)’이라는 의미로 규정하였다.31)

동서양의 고대 사상이 상통하는 면이 있어, 플라톤은 가사와 운율을 요소로

하는 음악교육의 목표를 바로 에토스의 형성으로 보았다. 에토스가 감각을 통

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아, 에토스는 지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도달하는 교육의 결과라기보다는 모방을 통해 형성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에토스의 교육은 지식의 획득이 아닌 마음의 형성 문제이다.32)

에토스 개념을 가지고 말한다면 시교란 저자의 에토스를 모방하여 학습자

역시 동일한 수준의 에토스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산십이곡>

과 <고산구곡가>가 지향했던 바의 시교의 실현은 저자의 에토스를 동력으로

하며, 동시에 이 시가를 향유하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도덕적이고 지속적인 감

정의 상태에 도달하여 에토스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학습자들이 처한 문제 상황은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감상

하되 저자의 에토스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의 에토스를 제쳐두고 이

시가를 읽는다는 것은 다만 언어로 남아 있는 저들의 정신활동의 찌꺼기만을

31) 백수안, 고대 음악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그리스의 에토스론과 중국의 악기(樂記) 를 중심

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pp.6～7.

32) 문택석, 플라톤의 무시케(Mousike) 교육록: 지식의 획득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위치 ,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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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워 담는 격이 된다.

시가의 언어 이면에 담겨 있는 시인의 에토스라는 개념은 교육의 내용인 지

식에 대한 다른 이론들에서 다른 개념으로 불리는 것들, 가령 방법적 지식이나

암묵적 지식과 같은 개념들을 연상하게 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

용해 본다면 시에 붙박힌 시인의 에토스와 유사한 관계로 오우크쇼트(M.

Oakeshott)는 지식의 구성자를 정보와 판단으로 파악한 바 있다.33)

정보는 거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식 그 자체를 가리킨다. 정보는 모르스

부호 각각의 기호에 대응하는 알파벳에 대한 정보와 같이 특정한 행위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일 수도 있고, 언어의 문법처럼 행위 수행을 평가하는 준

거가 되는 정보이거나, 도덕적 행위의 원리와 같이 어떤 행위의 숨은 의미를

제공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또 다른 지식의 구성자인 판단은 정보의 뒤에 숨겨

져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명제로 표현될 수도 없

고 정보로 환원될 수도 없다.34) 판단은 암묵적 지식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

보다 확장적인 의미를 가진다. 어떤 정보를 알게 되거나 운용할 때 무의식적으

로 수반된다는 의미에서는 암묵적 지식과 유사하지만, 판단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태도나 열정, 호기심, 집중력과 감수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육받은 지성이라고 할 때 핵심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풍부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에 담겨 있는 저자의 에토스란 저자의 생애

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판단 즉, 저자의 삶에 대한 경의와 추구, 그들이 추구

한 덕과 도에 대한 호기심이나 열망, 이들의 언어에 대한 감수성, 그들이 느꼈

을 삶과 자연에 대한 경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길을 통해서이다. 오우크쇼

트는 판단을 배우는 방법은 바로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35) 판단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

는 것이다. ‘오리떼가 비상하는 까닭은 그 우두머리의 우는 소리 때문이 아니

33) 김안중, 학교학습의 철학적 기초: 오우크쇼트의 “학습과 교수” 리뷰 , 학교학습탐구, 교육
과학사, 1988.

34) 위의 논문, pp.40～46.

35) 위의 논문,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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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두머리가 먼저 비상하기 때문’36)이라는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미

가 바로 이것이다. 교사는 판단에 대해 설명할 수 없지만 자신의 판단을 보여

줌으로써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존재이다.

현재의 학습자들이 이황과 이이의 에토스를 전수받을 수 있는 것, <도산십

이곡>과 <고산구곡가>를 감상하고 인격적 감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오늘날의 학습자들이 시교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먼저 그것을 경험한 교사의 존재이다. 이것은 시교에 도달

하기 위한 시가교육의 전제이면서 어쩌면 모든 것이다. 교사는 <도산십이곡>

과 <고산구곡가>에 대한 배움을 충분히 경험하여 에토스를 획득(형성)한 인물

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교사들이 시교를 달성하여 완전하고 흠모할 만한

인품을 갖게 된다거나, 이황과 이이에 대해 완전히 감화되어 그들의 정신적 경

지를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작품의 시교를 가능하게 했던 이황과 이이의

인품이란 그들이 결과적으로 지니게 되었던 도덕성이나 학식을 가리키는 것인

가 하는 점이다. 진정한 교육력을 발휘하게 된 이황과 이이의 인품, 저자의 에

토스의 핵심은 학문이나 도, 덕을 소유한 완결된 인간성이라기보다는, 그것들

을 추구하는 그들의 겸허한 태도, 식지 않는 신념과 열정이다. 그들이 존중받

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길에

생애를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교사가 정보와 함께 판단을 전수하는 교사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정보

를 완전하게 체득하여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높은 경지에 이미 이르러 있기 때

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고 교육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시가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보면서

학습하는 학생들은 역시 그러한 시가에 대한 존경에 물들게 된다. 자신이 배우

는 대상, 좋은 삶을 희구하는 인간의 노력의 결실을 존경하는 것이야말로 학습

자가 배워야 하는 인품의 핵심일지 모른다.

36) 김안중, 앞의 논문,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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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슬로터다이크(P. Sloterdijk)는 철저하게 계몽된 현대사회의 특징을 냉

소적 이성에서 찾는다.37) 냉소란 대상에 대한 비웃음을 말한다. 우리는 과학이

인간에게 어떤 파국을 야기하는지, 자본주의가 인간을 어떻게 소외시킬 수 있

는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

며, 자본주의를 경멸하면서도 그것에 헌신한다. 우리가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

들이 궁극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냉소주의이다. 배움의 대

상에 대한 존경은 이러한 냉소주의적 이성의 반대편에서 진지하게 자기가 추

구하는 가치와 삶에 헌신하도록 하는 교육을 추구한다.

3) 시가의 확장적 향유 경험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는 매우 확장된 방식의 문학 향유 양상을 보

여준다. 우선 <도산십이곡>은 처음부터 노래로 향유되는 것을 장르로서 창작

되었다.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음악 자체의 교육적 효과와 직접 관련하

여 시교를 추구하고자 하여 시조 양식을 선택했고, 내용과 표현을 통해 시조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던 작품이다. 물론 이 점에서 <고산구곡가>도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고산구곡가>는 이에 더해 공간의 시각적이고 체

험적인 향유의 문화를 더 가지고 있다. 문학을 단지 문자 언어적 산출물로 국

한시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배경 공간을 실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

거나, 그 공간을 그림으로 그려 회화와 문학을 함께 향유하는 등 다양한 향유

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향유 경험이 문학을 삶과 분리되지 않는 것으

로서 인식하게 하고, 문학과 인간의 삶,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통합적으

로 즐기고 추구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의 학습자들은 문학을 내재적 목적과 효용을 가진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고, 문자 언어 구조물로 문학을 경험하는 데 익숙하다. 이와 같은 문학

관과 문학적 경험은 문학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와 인생의 도덕적 가치, 세상의

이치 간의 긴밀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시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7) Sloterdijk, Peter, Kritik der zynischen Vernunft, 이진우․박미애 옮김, 냉소적 이성비판,
에코리브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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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을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삶과 예술의 통합적 향유

이황이 <도산십이곡발>에 밝힌 것과 같이 <도산십이곡>은 노래로 익혀 아

침저녁으로 부르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실제 당대의 문인들이 이 곡을 즐긴

방식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간혹 좋은 날을 맞게 되면 여러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오르거나 물가에 나갔

다. 그러다가 경치 좋은 곳을 만나면 예를 익히게 하고 글을 읊고 노래를 부르

게 했는데, 읊은 것은 주자의 <경제잠>, 진무경의 <숙흥야매잠>과 주자의 시

여러 수였고, 노래하게 한 것은 퇴계 선생의 <도산십이곡>과 스스로 지은 노래

한 수였다.38)

위 기록은 장흥효(張興孝, 1564～164)가 제자들과 자연 속에서 즐긴 생활의

단면을 보여 준다. 경치 좋은 곳에서 예를 익히고 글을 읊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 노래 부르도록 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도산십이곡>이었다. 이황이 뜻

한 바대로 향유되었던 것이다.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 직

접 작용하는 노래의 효용에 힘입어 시가의 교육적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이를 비롯한 당대의 문인들이 <무이도가>를 향유하는 태도나 그 후대 문

인들이 <고산구곡가>를 향유하면서 지녔던 태도는 언어적 실체로서의 문학

향유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무이도가>를 통해 무이구곡을

거닐고 계곡에서 노 저으며 즐거워하는 주자의 모습을 상상하고, 무이정사에서

강론하는 주자의 삶을 느꼈다. 주자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삶 속에서

재현하기 위해 자신들의 은거 공간을 구곡으로 명명하고 시와 노래를 지어 부

르며 구곡의 경치를 그림으로 그려 즐기는 문인 학자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주자의 삶과 생애에 대한 상상적 체험을 더욱더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기 위

38)“或遇佳辰令節 則率群弟子 或登山或臨水 遇奇絶處 則令習禮令誦書令唱歌 所誦者朱子敬齋箴

陳茂卿夙興夜寐箴及朱子詩數首 所唱則退溪先生陶山十二曲及自作歌一闋” <言行錄>, 敬堂先
生文集 卷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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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자신만의 구곡을 경영하고 무이구곡의 그림을 보며 <무이도가>와 함께

감상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무이도가> 향유는 <무이도가>만을 감상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이도가>를 통해, 혹은 <무이도가>를 넘어 그 이

면에 펼쳐진 무엇인가를 함께 향유하는 데 있었다.

한문문화권의 지식인들은 문학, 특히 시와 그림을 동일한 뿌리의 다른 표현

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그림은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시각적으로 환기한

다는 특징이 있었으므로, 조선 중기의 지식인들은 의미 있는 여행을 했을 때

그 여행지의 승경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하고, 계회(契會)와 같은 의미 있는 행

사를 그림으로 남겨 참석자와 행사의 분위기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소유지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림은 당대 명사들에게 부탁하여

시문을 받아 적어 넣음으로써 가전보첩(家傳寶帖)을 제작하게 하는 매개체 역

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공간을 자신이 과거에 감상했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름난 명사들의 명원(名園)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도 하였을 것이

다.39)

그렇다면 16세기의 문인들이 <무이도가>를 무이구곡을 그린 <무이구곡도>

와 함께 감상하고, 그 후대 문인들이 <고산구곡가>를 고산구곡을 그린 <고산

구곡도>와 함께 감상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선 중기 지식인들에게 의미 있는 그림 중 하나로 인물의 가거도(家居圖)가

있다.

상공 이이명이 나와 몽상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린 초상을 얻어 벽의 좌우에 걸

고 그 정신을 만난다고 자랑하기에 나 또한 이이명이 우거하는 신촌의 그림을

얻어 앉은 자리 오른편에 붙여 두니 의취가 유연하여 오히려 초상을 대하는 것

보다 나음을 다시금 깨달으니, 몽상의 처소를 함께 그려 두지 못한 것이 한스럽

다.40)

이여(李畬, 1645～1718)는 초상화보다도 가거도가 그 인물을 더욱 생생하게

39) 조규희, 조선중기 지식인들의 회화관 , 유교문화연구 18집, 성균관대학교유교문화연구소,
2011.

40)“疏齋相公得余及夢相兩容畫草 揭壁以左右 會神自詑 余亦得疏相所寓新村圖 貼座右 更覺意趣

悠然反勝於對形脈脈 恨不能並描夢相所住也” 李畬, 睡谷先生集 卷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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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초상은 아무리 세밀하고 생생하게 그

린다 할지라도 한 인물의 정지해 있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물이

살고 있는 집과 집 주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인물의 생

김새나 풍채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인물이 머무는 공간의 분위기와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인물이 생활하고 머물고 거니는 온갖 삶

의 행위들과 그것이 지향하는 뜻까지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림은 대상이 되는 인물을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간 자체

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인물의 사상과 학문, 행위와 삶의

내용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떠올리고 상상하게 하는 공간이 시각적으

로 제시되는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가거도는 그 삶을 떠올려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

의 가거도일 때 의미가 있다. 명종이 도산서당의 모습을 그려 올리라 명한 것

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임금은 선생이 조정에 나오기를 매우 간절하게 기대했으나 선생이 여러 번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임금의 뜻은 그래도 간절하여, “현인을 불러도 오지 않

는 것을 탄식한다.”라는 것으로 글제를 삼아 독서당 유신에게 각각 근체시(近體

詩) 한 수씩을 짓게 하고, 또 선생이 사는 도산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시고는, 여

성군(礪城君) 송인(宋寅)을 시켜 <도산기(陶山記)>와 <도산잡영(陶山雜詠)>을

그 위에 쓰게 하고, 병풍을 만들어서 처소에 펼쳐 놓게 하셨다.41)

명종이 도산을 그리고 <도산기>와 <도산잡영>을 써 놓고 감상할 때 진정

한 감상의 대상은 이황의 삶과 그 뜻이었을 것이다.

<고산구곡가>의 향유가 거의 <고산구곡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가창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노래가 그 뜻을 되새겨 내면화

하려는 향유 방식이었다면, 그림 감상과 구곡 경영이라는 삶의 실천으로 나타

났던 <고산구곡가>의 향유는 그 초점을 이이의 삶 자체에 둔 것임을 짐작하

게 한다.

41)“上於先生 佇待甚切 先生屢辭不至 而聖意猶勤 以招賢不至歎爲題 令讀書堂儒臣各製近體一首

以進 又畫先生所居陶山 令礪城君宋寅 書陶山記及雜詠於其上 爲屛風張諸臥內云” <退溪先生年

譜>, 退溪先生年譜 卷二 四十五年丙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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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구곡가>의 향유는 자신의 구곡을 경영하고자 하는 열망을 낳고, 구곡

의 경영은 자신의 구곡을 읊는 구곡가 창작과 자신의 구곡을 그림으로 남기는

구곡도 제작으로 이어졌음을 다음과 같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사는 평양에서 온 조세걸인데 선생이 손수 데리고 와서 면전에 놓고 명하

여 각 곡마다 직접 가서 그려 마치 거울을 보면서 영정을 그리는 것 같이 하였

다. 그리하여 그 겹겹이 싸인 산봉우리와 골짜기, 기이한 바위와 격류하는 여울,

모옥의 위치, 밭을 경작해 놓은 것, 닭이 울고 개가 짖는 것, 나귀가 가고 소가

조는 것과 같은 종류들 모두를 구비하여 조금도 남김없이 다 그려 놓았으니 이

그림을 한 번 펼치면 황홀하여 마치 망천의 별장을 지나고 도원의 나루를 물어

아득하게 스스로 인간의 시끄러운 세상 밖으로 멀어지는 것 같이 되었다.42)

이처럼 자신의 구곡을 그림으로 그려 스스로 감상하는 데 이르면, 실경 묘사

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산수의 경관에 겹쳐 떠오르는 고산구곡이나 무이구곡

의 경관을 함께 느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들의 삶을 오롯이 체험하는

듯한 감상이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들은 <고산구곡가>를 통해 이이의 삶

의 공간과 그 안에서의 즐거움, 그 삶 자체를 향유했고, 이이의 학문과 인격에

감동했으며, 다시 그 너머에 있는 <무이도가>와 거기 펼쳐진 주자의 삶과 학

문을 중첩해서 향유했다.

이러한 향유를 통해 그들이 받은 감동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언어적인 것을

넘어섰다. 그들이 <고산구곡가>를 향유하고 감격한 중요한 지점은 무이구곡이

라는 이상적 공간을 우리 곁의 실제 공간으로 가져왔다는 지점이었던 듯도 하

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공간을 바꾸고 가꾸는 것으로 <고산구곡가>에 화답했

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들의 구곡가를 지었다.

이처럼 문학에 표현되어 있는 인물과 그 인물의 삶의 방식에 감동하고 영향

을 받으며, 그것을 자신의 삶에 새겨 넣는 방식으로 그 감동을 표현하고 실현

해 내는 거대하고 적극적인 문학적 실천은 확실히 현대의 그것과는 규모가 달

42)“畫者 乃西都曹世傑 先生實手携而面命 逐曲臨寫 如對鏡取影 故其重岡複峽 奇石激湍 茅茨之

位置 園圃之耕鑿 雞鳴犬吠 驢行牛眠 種種備具 纖悉無遺 使人一展卷間 怳然若歷輞川之莊 問

桃源之津 而渺然自遠於市朝埃壒之外” 金昌協, <谷雲九曲圖跋>, 農巖集 卷二十五. (번역은
김창협, (국역)농암집, 민족문화추진회, 200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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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인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것이 과연 ‘문학 향유’인가 의문을 가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사․철(文․史․哲)이 하나이고, 또 학문과 문학이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사유 속에서, 이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문학 자체’라는

생각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오늘날의 학습자나 연구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고산구곡가> 자체에 표현되어 있는 언어적 특징이나 구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미감 등에 초점을 두고 <고산구곡가>를 감상하는 것은 진

정한 의미에서 문학의 가치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시교와 같은 시가교육의 총체적 목표는 이와 같은 의식과 문화 속에

뿌리내린 것이었다.

(2) 향유 맥락을 활용한 총체적 문학 경험

최근의 문학교육론은 문학 생산과 수용의 맥락을 중시한다. 언어활동에서 맥

락은 단순한 배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맥락은 언어활동의 본질이기도 하고

의미의 기원이기도 하다. 맥락을 강조하는 것은 맥락이 단지 언어활동의 배경

정도로 여겨지는 데 대한 문제제기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43)

맥락을 중시한다고 해도 그것을 문학 혹은 문학 작품에 대한 지식의 내용으

로 다루게 된다면 맥락이 작품에 대해, 작품의 향유자들에 대해 행사하던 영향

력은 사장되고 만다. 가령 <도산십이곡>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학습자들에게

작품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맥락이라는 것을 제공한다면, 이것

은 바로 맥락을 배경 지식으로 환원해 버리는 일이 된다.44)

하지만 앞서 중세의 문학 향유 현상을 고찰하면서 보았듯이, 작품의 의미 형

성과 감상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맥락들도 존재한다. 가령 노래 부르는 방식이

라든가, 그림과 함께 향유하는 방식,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경관을 문학과

함께 감상하는 방식과 같은 것들이다. 당대에는 이러한 맥락들이 그 작품을 감

43) 염은열, 국어과 교육과정과 초등 문학교육에서의 ‘맥락’ , 한국초등국어교육 47집, 한국초
등국어교육학회, 2011.

44) 물론 배경지식으로서의 맥락도 필요하다. 다만 문학이 인격적 차원의 교육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작품의 맥락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배경지식을 활용해 작품 이

해에 도움을 주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고정희, 배경지식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연구:<도

산십이곡>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 138집, 한국어교육학회,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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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그러한 맥락을 재현한다고 해서 학습자들이 중세의 문인들이 느낀

것과 같은 수준의 감동을 느끼기는 어렵다. 하지만 원래의 존재 조건을 모조리

삭제한 채 몇 줄짜리 인쇄물로 작품을 제공하고 그것을 묵독하는 일괄적인 방

식의 감상만으로는 당대에 이 작품이 존재하고 향유되던 생생한 상황을 상상

해내거나 추체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만다.

이처럼 현대와 전혀 다른 문화적 기반 아래서 향유되던 작품들에 대한 교육

에 있어서는 맥락을 배경지식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작품을 경험

하고 감상하는 맥락으로 전환하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전시가의 맥락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대의 학습자들에게 가곡창으로 시조를 노래 부르게 하는 것은 무리

이다. 이와 같은 경험이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훈련과 식견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적 효과를 위해 교과서

에 실린 현대시를 노래로 만들어 배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을 고

려해 본다면45) 음악교육의 성과와 접목하여 새로운 시조 경험에 대한 시도를

해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도산도>나 <고산구곡도>와 같은 그림

과 함께 감상하도록 제시하는 것은 시조 가곡창을 경험하는 일보다 훨씬 현실

적이다.

45) 음반 소개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우리는 시가 노래와 한 몸이었던 것을 기

억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시에서 노래가 사라지고, 노래에서 시가 사라지는 현실을 안

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시로 시노래 음반을 만드는 이유도 거기에 있

습니다. 우리는 시에 첫눈을 뜨는 소중한 시기의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시와 노래는 하나다’

는 즐거운 명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위해 공부만 하는 시가 아닌 신나게 읽는 시

를, 시험이 끝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시가 아니라 평생 애송하는 시를, 또한 읽으면서 정

겨운 노래가 되는 ‘살아 숨 쉬는 시’를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하려 합니다.”, 시노래모임 나팔

꽃, (음반)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학교 교과서 시에 붙인 노래들, 드림비트, 2007.



- 172 -

(김창석, <도산도>, 조선 숙종대, 종이에 담채, 39×27.5㎝, 연세대학교 도서관)

<도산도>를 감상하는 일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도산십이곡>의 언술들이

다만 추상적이고 막연한 언어들로 머물지 않고 실제 삶의 공간으로 떠올리고

경관을 상상하게 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가령 ‘山前에 有臺고 臺下에 有水

ㅣ로다/ 만흔 며기 오명가명 거든’과 같은 구절이나 ‘천운대 도라드러

완락재 소쇄듸’와 같은 구절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경험에 뿌리를 둔 표현인

지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경관 체험을 더 많이 상상할 수 있다면 정서에 대

한 추체험도 그만큼 수월해질 수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그림이 갖고 있었던

의미에 대한 이해 등이 제시된다면 저자의 위상이나 인간됨에 대한 이해도 또

한 깊어져 작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이혁․김홍도․김득신․이인문․윤제홍 외, <고산구곡시화병>, 종이에 수묵 담채, 각

화면 60.3×35.2㎝(12폭), 19세기 전반,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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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한 것은 19세기 초 구곡도를 그리고 시조와 한시를 적어 병풍으로

제작한 <고산구곡시화병>이다. 각 곡의 그림은 김이혁, 김홍도, 김득신, 이인

문, 윤제홍 등 당대 이름난 화가들이 한 폭씩 그렸다. 이런 작품의 존재는 구

곡도에 시조와 한시를 적어 병풍으로 만들어 곁에 두고 향유했던 실상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향유 실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뿐 아니라, 구곡의 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갖게 하고 구곡이라는 삶의 공간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산구곡도>의 경우 시의 배경으로 존재하는 오늘날의 시화와는 존재 양

태나 향유자의 태도 등이 사뭇 다르므로, 시와 그림의 관계에 대한 발전적 구

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위 그림들은 앞의 <고산구곡시화병>의 일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왼쪽의 그

림은 1곡의 관암을 그린 김홍도의 작품이다. 그림의 제목 바로 아래에는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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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산구곡가>, 송시열의 한역시, 그리고 이이의 학통을 잇는 학자들의 한

시가 차례로 적혀 있다. 김홍도의 <일곡관암도>에는 한가운데 우뚝 선 입암

(入巖)인 ‘관암’의 모습이 강렬한 인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관암 뒤쪽의 작은

언덕 위에 서 있는 이이 선생이 보이고, 선생의 시선을 따라가면 이른 아침부

터 구곡을 찾아 들어오는 벗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른쪽의 그림은 이인문이 그린 <삼곡취병도>이다. 역시 위쪽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시가 쓰여 있고, 그 아래 취병의 경관이 그려져 있다. 최립의 기문

(記文)에 나오는 커다란 소나무가 가지를 드리우고 있고 그 아래에 이이가 앉

아 있다. 그런데 그림의 비례가 어색하게 느껴진다. 최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소나무는 그 아래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림의 소

나무는 그렇게까지 커 보이지 않는다. 다시 자세히 보면 앞쪽의 집이 아주 조

그맣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원근법을 고려해 보아도 집이 너무 작

다. 전체 산의 모습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면 소나무와 집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이이 선생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이 그림들은 <고산구곡도>의 배경 시화를 그린 것이기도 하고

구곡의 경관을 그린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 화면의 주제이자 그림의 볼거리는

그 속에서 생활하고 학문하는 율곡선생의 모습이다.46) 그림의 느낌이나 구성

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림이 추구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현대의 시화와

는 대단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을 함께 감상하는 이와 같은 확대된 맥락의 체험은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이해하는 측면을 넘어 학습자들의 문학 활동의 폭을 확장하

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담아내는 매체의 다양성 속에 오늘날의 문화는 읽는

것과 보는 것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글은 읽는 것, 그림은 보는

것이라는 구별은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식이다. 그러나 그림을 볼

때 전체적인 분위기나 인상만을 감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세부 요소 하나하

나를 살피고 흥미를 끄는 구체적인 지점에 시각을 집중하며 그 의미를 파악하

려 한다면, 그것은 그림을 읽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마찬가지로 글의 서체와 구

46) 고연희, 그림, 문학에 취하다, 아트북스, 2011,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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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통해 필자의 성품과 이면의 정서를 느낀다면 그것 역시 글을 보는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독서는 서체라든가 구두점과 같은 시각적 요소들에

신경을 기울이게 된다면 의미 있는 읽기 자체가 방해받는다고 여긴다. 이는 마

치 망치질을 하는 사람이 망치질에 동원되는 손의 각도나 힘의 정도와 같은

배경화되어야 하는 보조식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실제 망치질이라는 초점식에

대한 주목에 실패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쇄물로만 존재하는 텍스트와 묵독으로만 실천되는 읽기 행

위의 결합이 오래 지속된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구별이자 대립일 수 있다. 실

제 조선시대에 서체는 중요한 감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는 것과 글을

보는 것은 함께 일어나는 종합적인 감상 행위였다. 더불어 훌륭한 그림에 당대

명사의 서체로 시 한 수를 받으면 그 자체가 대대로 전승할 만한 훌륭한 작품

이 되었다. 따라서 글을 읽고,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는 일이 함께 일어나 온

감각으로 문학을 향유하는 경험은 텍스트에 집중하여 고전시가를 감상하는 문

학교육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맥락의 개념을 학습자들이 작품을 체험하는 맥락으로 확장하여 경험하게 된

다면 학습자들은 과거의 산수화나 가곡창이라는 향유의 맥락 대신 현대의 문

화와 미디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작품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양식의 전유(專有, appropriation)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전자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라는 움직이는 시

각 자료, 나아가 입체적으로 시청각과 촉각, 후각이 복원된 매체 환경에서 문

화 콘텐츠를 경험하는 3D, 4D의 환경에 살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리터러시는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구조화하

는 모든 인식론적 체계가 되었다. 리터러시는 언어를 중심으로 한 지식 체계,

언어 중심주의를 넘어 언어 이외의 뉴미디어들, 사진, 영화, 전자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47)

47) 조윤경, 언어시각적 리터러시 연구: 아폴리네르의 칼리그람을 중심으로 , 외국문학연구
3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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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또한 마찬가지다. 시와 시각 예술의 통합물을 창작하는 새로운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48) 아직까지는 시화의 수준에서 시

와 시의 배경으로서의 회화의 단순 결합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다.49) 하지만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시낭송의 결합이라는 시화의

단순한 진화체 이상으로, 분위기와 의미를 생성하는 압도적인 회화 영상과 음

악, 효과음을 생성하여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면서 동시에 이를 감상하며 떠오

르는 이미지와 생각들을 시로 써 내려가는 방식으로 창작되는 ‘멀티 포엠’ 등

의 새로운 시도도 존재한다.50)

이제 학습자들은 문자로 인쇄된 시를 감상하고 역시 문자로 감상의 결과를

표현하거나 창작하는 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로 자신

이 감상하고 학습한 결과들을 전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러한 능력을 요구

받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구곡과 같은 경우는 경관이라는 유형으로 존재하는 문화유산으로, 이것

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경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술

적 논의가 활발한 상태이다.51) 이러한 접근은 단지 상업적인 차원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체험 학습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 문화의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미디어의 종류와 역할의 확대로 인해 문학의 존재 양상도 점차 변화해 나갈

것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인쇄물이 중심이 되었던 근대 문학 이전에 오히려 통

합 문화적이고 다매체적인 문학의 시기가 있었음을 체험하게 한다면 오늘날

48) 신성환, 새로운 잡종의 미학, 문학예술에서의 퓨전 현상 분석:문학과 그림․사진의 결합 양

상을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 2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49) 배경으로서의 그림이 동영상으로 구동된다 하더라도 성격상 시의 배경으로 기능한다면 본

질적으로 시화와 다르지 않다. 위의 논문 참조.

50) 이상옥, 문학과 융합의 상상력: 멀티포엠과 디카시의 전략 , 한국문예비평연구 35집, 한
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참조. 고전을 콘텐츠로 삼는 멀티포엠은 장경기의 <처용>연작 시

리즈의 사례가 있다.

51) 이상주, 구곡문화관광특구와 그 구곡 설정자들의 학맥 , 중원문화연구총서 9집, 충북대학
교중원문화연구소, 2005; 김현, 곡운구곡 관광자원화 계획 , 농촌계획 13집, 한국농촌계획
학회, 2007; 한봉호 외, 속리산국립공원 화양계곡의 구곡경관 개선을 위한 식생관리방안 연

구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집, 한국환경생태학회, 2009; 노재현 외, 구곡원림에서 찾는 신
선경의 경관 스토리보드: 괴산 같은 구곡을 대상으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집, 한국전통
조경학회, 201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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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문학 실천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시교 전통을 통한 문학교육의 확대

현대의 문학교육에 시교의 전통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미 시대 문화적 조건과 문학 문화의 환경

이 많이 달라졌으며,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인간상도 변화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시교의 전통이 보여주는 문학의 가능성이 문학의 영토를 더욱 적극

적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리고 시교의 전통이 보여주는 학습자 성

장의 방향과 내용이 의미 있는 것이라면, 현대의 문학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

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참조점으로 인정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탈근대와 해체의 패러다임은 개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문학교

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습자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은 중요한 교육적 지향이

지만, 한편으로 사회를 통합하고 이끌어가는 공통된 가치관의 확립과 모범에

대한 합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전범

에 대한 존경을 통해 인격의 성장을 지향했던 시교의 전통을 되새겨볼 만하다.

문학 능력을 중심으로 작품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문학교육에서 더 나아

가 학습자의 인격적 성장과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에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문학교육은 오늘날 한층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교육도 여타의 교육들과 마찬가지로 전인교육을 지향한다고 할 때, 문학을

통한 인격의 발달은 여전히 중요한 교육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1) 전유에서 전범의 내면화로

현대의 문학교육은 창조와 전승의 두 계기 중 창조에 주목하는 편이다. 전통

적인 문학교실이 전승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면, 새로운 조명의 가운데 놓인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실은 창조적 계기를 강조한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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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향은 문학 작품의 해석에 대한 관점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오

늘날 진정한 작품 이해는 ‘자기화(自己化)’에 다다를 때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

된다. 해석의 최종 단계, 진정한 이해를 의미하는 ‘전유(appropriation)’는 이해

의 대상이 되는 작품을 학습자(독자) 쪽으로 견인하는 창조적 계기를 포함한

다.53) 텍스트 뒤에 숨은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과 독자를 텍스트에 투사

하는 것 모두를 지양하여 독자가 작품의 진정한 자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리꾀르(P. Ricoeur)는 이해의 진정한 의미와 전유의 개념에 대한 긴 설명

끝에 “나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형성된 자기(the self)를 그 이해에 선

행한다고 주장하는 자아(the ego)에 대립시키고자 한다. 자아에게 자기를 선

사해 주는 것은 바로 세계를 탈은폐하는 보편적 힘을 가진 텍스트이다.”라는

진술에 도달하였다.54) 그는 끊임없이 텍스트를 탈역사화하고 저자의 의도로

대별되는 “텍스트의 뒤”가 아닌 텍스트에 의해 그 앞에 펼쳐지는 세계를 보

라고 주문한다.

전유와 시교 양자의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작품 자체로 귀결

되는 읽기와 학습을 넘어서, 작품을 내 안에 담음으로써 달라진 나의 안목과

나의 심성이고, 그러한 안목과 심성에 비추어진 세계의 의미 변화에 있다. 시

교에서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작품 이전의 개인적인 자아(the ego)보다 훨씬 폭

넓고 그것의 기원이 되는, 사회적인 기원을 간직하는 자기(the self)로 나아가

는 것이다. 전유로 대별되는 현대적 관점과의 차이는 자아와 자기가 대립되는

관계인가, 자아가 자기에 합치되며 포함되는 관계인가 하는 데 놓여 있다.

시교는 과거 자아와 시가 학습을 거친 자아의 대립에 주목하기보다는, 시가

학습을 거친 자아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거대한 자아인 인간의 본성과의 합

일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이 때문에 시교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펼쳐 보이고

자극할 수 있는 전범의 역할을 중시한다. 작품을 독자의 관점에서 창조적으로

52) 김상욱, 주체 형성으로서의 문학교육 ,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편, 문학교육의 인식과 실천
, 국학자료원, 2000, pp.51～52.

53) Paul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김윤성․조

현범 옮김, 해석이론, 서광사, 1994, pp.149～157; Paul Ricoeur, John B. Thompson tr.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essays on language, action and interpretation, 윤

철호 역,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서광사, 2003, pp.321～341.
54) Ricoeur, 앞의 책, 1994,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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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전범의 거대한 세계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도산십이곡>의 향유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모든 것에 우선

해서 그들이 <도산십이곡>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가운데 깊은 감

동을 느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감정을 정화하고 마음의 때와 감정

의 찌꺼기를 씻어낼 수 있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심미체험은 당대의 공통된

가치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

칸트(I. Kant)에 의하면 미와 예술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판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타

당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공통 감각(Gemeinsinn; sensus communis)’이

다.55) 칸트는 인간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족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즉 취미의 판단은 사적 감

정을 넘어서 사회적 공통성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다른 주관과의

공유를 통해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취미는 상호주관성을

포함한다.56)

칸트의 공통 감각 개념에 대해 가다머(H. Gadamer)는 규범적 내용을 사상

함으로써 내용적으로 공허한 주관의 형식적 능력으로 자리잡고 말았다고 비판

하였다. 가다머에 의하면 공통 감각이란 인간의 일반적인 능력이지만 이 능력

을 통해 인간은 인류 혹은 한 민족이나 한 국가 안에서 공동으로 인정하는 지

식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즉 공통 감각을 통해 구체적 보편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관점에서 오늘날의 학습자들이 <도산십이곡>을 감상하고는 곧바로 깊은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중세 조선의 지

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지식 기반과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해 무지

하거나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동조차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관점 아래서 가다머는 “교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55) 임성훈, 공통 감각과 미적 소통: 칸트 미학을 중심으로 , 인문논총 66집, 서울대학교인문
학연구원, 2011.

56) 최소인, 공통감각, 규범적 보편성인가 보편화 가능성인가?: 칸트의 공통감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해석학연구 12집, 한국해석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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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한 보편적 감각이 있으며 그리

고 이 점에서 교양에는 자기 자신을 넘어 보편성으로의 고양이 있다”57)고 보

았다. 구체적 보편성이란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혹은 “자기 자

신에 대한 절도”에서 성립하며, 이는 “가능한 타인들의 관점에 자신을 열어 놓

는 것”을 의미한다.58)

오늘날의 학습자는 <도산십이곡>이나 <고산구곡가>의 정서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자기 자신의 미적

취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새로운 관점으로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것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양과 고전의 의미가 된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타자로서의 고전시가를 경험하며 그 차이를 느끼

는 것을 통해 구체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구

체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고전, 혹은 정전의 진짜 의미

가 된다.

지금까지 시교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본 조선 중기의 시가들이 추구하는 바

는 얼핏 보기에 ‘정서의 통제’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교 자체

가 지나치지 않은 정의 표출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으

며, 슬퍼하되 상하는 데 이르지 않는다.[樂而不淫 哀而不傷]”는 말로 집약되는

‘사무사(思無邪)’의 이상은 시교가 표방하는 온유돈후함에 부합하는 정서의 정

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면 사실이기도 하고 일면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 그 참뜻에 있어서

는 정서 자체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서인지의 여

부에 초점을 둔 이론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59) 그러나 분명 이러한 이론을 근

거로 하여 사회적 분노나 비판의 정서를 막거나 순화하려는 논리가 존재했다

57) 가다머, 진리와 방법,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p.404.
58) 위의 논문, p.404.

59) 김성룡은 “혈기의 노여움은 있으면 안 되지만 의리의 노여움은 없어서는 안 된다.(血氣之怒

不可有 義理之怒不可無)”는 이황의 말이나(李滉, <答李宏仲問目>, 退溪全書, 卷三十六) “노
해야 할 때에 노하고 미워해야 할 때에 미워하는 것, 이 노함과 미워함 두 감정은 의리의 단

서이다.(當怒而怒 當惡而惡者 怒惡二情義之端也)”라는 이이의 말(李珥, <答成浩原 壬申>, 栗
谷全書, 卷十)을 들어 정당한 정서란 ‘어떤 정서냐’의 문제가 아니라 ‘때에 맞는[時中]’ 정서
이냐의 여부에 있다고 하였다. 김성룡, 정서와 문학교육 , 고전문학과교육 20집, 한국고전
문학교육학회, 2010,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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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통제의 논리가 되기도 하였다.

어느 쪽이 되었든 이와 같은 이론 속에서 배태된,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

는 정서를 구현하고 있는 당대의 전범이 있다면,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조

화롭고 온유한 정서를 경험하고 숙고함으로써 구체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

다. 현재의 자아에게 거리를 두고 사고하는 것, 타자에게 열려 있는 경험을 하

는 것 자체가 이미 온유돈후라는 시교를 성취하는 첫 발자국인 셈이다.

고전을 존중하고 고전의 절대성을 의심치 않았던 16세기 문인들에게는 자아

가 우선하기보다는 고전을 받아들이고 고전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 우선시되

었다.60) 그러나 그처럼 완전히 고전의 세계로 침잠하여 내면화하는 과정이 결

국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를 해석하고 자신의 노래를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

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고전의 세계에 침잠하여 되돌아 나오지

못한 사람은 아류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 세계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 세

계를 이해하고 그 힘을 기반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생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

였다.

2) 문학능력에서 인품의 성장으로

현대의 문학교육은 학습자에게 문학 능력61)을 길러주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

로 한다. 문학 작품은 이해와 해석, 비평의 대상이며 혹은 체험이나 경험의 대

상으로 간주된다. 사회의 여타 분야로부터 구별되는 문학의 자율성을 전제하

고, 언어적 구조물이며 개인의 창조물인 문학을 이해하는 것을 문학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인격의 성장과 같은 분야는 ‘문학을 통한’ 교육으로서 문학교

60) 정전의 의미와 권위는 현대에 오면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전의 확대와 목록

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교육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적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

전의 의미와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정전에 대한 논의는 윤여탁 외, 현대시 교육론,
사회평론, 2010, pp.141～143.

61) 우한용은 문학 능력을 폭넓게 정의하여, 문학적 감수력, 문학적 사고력, 문학적 판단력, 문학

적 지향의지를 하위 범주로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문학 ‘능력’이라는 표현은

이 개념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쪽으로 견인하는 경향이 있다. 우한용,

문학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으로서 문학능력의 개념, 교육 방향 , 문학교육학 28집, 한국문학
교육학회,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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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주변에 위치하는 것이거나, 목표로서 추구할 만한 것이라기보다는 문학교

육의 핵심적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때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무엇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2005년에 문학교육학자들이 공동 저술한 “문학을 통한 교육”을 주제로 다루

고 있는 저서의 목차가 차례로 ‘문학과 사고력 교육’, ‘문학과 정서 교육’, ‘문

학과 인성 교육’, ‘문학과 의사소통 교육’, ‘문학과 문화 교육’이었다.62) 공자는

시에 대해 “시는 (의지를) 흥기시킬 수 있으며, (정치의 득실을) 관찰할 수 있

으며, 무리 지을 수 있다.[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고 하였는데63), 차례로 ‘문

학과 정서 교육’, ‘문학과 사고력 교육’, ‘문학과 의사소통 교육’에 견주어 볼

수 있어 시교와 이 저서가 비교되는 측면이 있다. 과거에 시교육의 핵심이라

고 보았던 것이 오늘날 주변부에 위치하여 본말이 전도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문학을 통한 인성 교육이 가능한 것은 주로 서사나 극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삶의 장면에서 인간의 선택과 행위에 대해 숙고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서정의 경우는 자칫 인성교육을 지나치게 인식하게 되면 심미적 감동을 무시

하고 도덕을 주입하여 정서를 억압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된다.64) 더구나 작

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보장되고, 학습자의 능동적 감상과 이해가 미덕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위대하고 훌륭한 작품으로 인간을 교화하고

인품을 교육한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자아’의 문제는 여전히 문학교육의 근본 문제로 간주

된다. 문학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자아의 문제는 ‘메타 성찰의 주체로서 자아’,

‘관계 주체로서 자아’, ‘세계에 대한 비평 주체로서 자아’, ‘욕망 실현 주체로서

자아’로 분류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욕망 실현 주체로서의

자아’라는 개성적 자아를 제외하고 성찰하는 자아나 타인과 관계 맺고 이해를

도모하는 자아, 세계의 총체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교섭하는 자아는 시교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과 멀리 있지 않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전인교육이 지향하는 ‘지․덕․체’의 균형이라

62) 박인기 외, 문학을 통한 교육, 삼지원, 2005.
63) <陽貨>, 論語.
64) 박인기 외, 앞의 책, pp.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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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지식을 가르치는 데 더해 행동적 수행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리라고 보는 관점은 ‘가법적(加法的) 접근’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실상은 ‘지․덕․체’가 ‘승법적(乘法的)’ 구조로 결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

리적이고 사실적인 파악이며, 따라서 전인교육은 ‘지․덕․체’를 골고루 경험하

도록 하는 산술적 평형의 방식으로 달성 가능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통괄하

도록 하는 ‘마음[心]’에 초점을 두어 접근할 때 달성 가능하다.65) 심(心) 자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그것을 단련하고 수양하는 일이 시를 통해 가능했다고

보는 시교의 관점을 꼼꼼히 살피고, 이러한 관점 아래 수행되었던 시 학습과

창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참조할 수 있다면 문학교육에

서 전인교육을 운운하는 일이 더 이상 구호로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문학교육, 혹은 과거의 고전문학교육은66) 총체적 인격의 형성에 그

핵심적 의미를 두고 있었다.67) 이 총체적 인격 형성의 핵으로 작용하는 것이

‘심(心)’이다. 시는 성정을 읊는 것이고, 성리학의 기본 명제에 따르면 마음은

성정을 아우르는 것이다[心統性情]. 이때의 마음은 서양적 관점에서처럼 ‘몸’과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마음이 아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 중세에 생각한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었다고 할 때, 그것은 지식을 쌓는 것만도 아니고, 정서의 함양

만도 아니며, 올바른 행동 양식을 익히는 것만도 아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시교의 실현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온유돈후(溫柔敦厚)’란 결국 인간의 본

성,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본래적 심성인 도심(道心)이 확충된 경지를 의미한

다. 성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본래적 심성의 회복이라 하는 편이 정확하다. 어

떤 실체적인 의미에서의 본성이 미리 존재한다는 가정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심성과 사고의 특성을 가진 현대의 학습자들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

65) 이홍우, 전인교육론 , 도덕교육연구 8-1집, 한국도덕교육학회, 1996.
66) 고대와 중세의 유교적 문화권에서 교육의 내용은 항상 고전이다. 그들은 당대의 문학을 교

육의 자료로 삼지 않았으므로 문학교육과 고전문학교육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었다고 보

아야 한다.

67) 김종철은 중세 이전의 문학교육은 성정을 도야하고, 세계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인물을

기르는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김종철, 문학교육과 인간 , 문학교육학 1집, 한국문학교육
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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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심성을 깨닫고 유지하게 되는 것이 보편 심성의 확충

이라 할 수 있다.

보편 심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시대와 사회가 변했는데도 동일한 정서를 느

끼고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시대가 변하

고 심지어 도덕 규범에 대한 관념들이 모두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숙향이나 심

청, 흥부와 같은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이 성실하고 보은하며, 동정심과 세계에

대한 순진성을 유지하고, 신에게 정성을 다하거나 운명에 순응하는 성품과 삶

의 태도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들에 대한 공감과 응원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음

을 설명해 준다. 이와 같은 인간 보편의 덕목을 표현한 것이기에 그와 같은 고

귀한 도덕적 형상은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된다.68) 이처럼 시간

의 흐름 속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보편 심성이다.

또한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단지 인간에게만 속한 덕목이 아니라 천지자연

의 이치에 부합하여 인간과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되는 도와 덕의 실체라는 의

미에서 보편 심성이기도 하다.

결국 좋은 시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안목을 갈고 닦아 보편 심성을 왜곡하

지 않고 깊이 있게 담아내는 시이며, 이런 시를 읽게 되면 자신의 내면에 잠재

하던 보편 심성을 일깨우고 두텁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시교의 의미이다. 개인

에게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그 마음이

역사적 깊이와 형이상학적 높이를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시교이다. 이를 도

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69)

68) 신재홍, 숙향, 심청, 흥부의 덕목들 , 고전문학과교육 19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69) 이와 같은 생각은 내면화에 대한 이홍우의 해석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이홍우는 칸트

의 인식론과 관련해 해석된 성리학의 교육이론으로 교과의 내면화를 바라보면 심리학적 작

용으로 설명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내면화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

면 성(性)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는 천(天)이며, 우리가 성을 갖추고 태어난다는 것은 곧

천을 갖추고 태어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서 일체의 지식은 ‘표현되기 이전의 지

식’으로서의 성이 외부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이며 그것을 습득할 때 우리는 지식의 논리적

가정으로 붙박혀 있는 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이 경우 ‘획득’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마음에

없었던 것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마음속에 미발로 들어 있는 표

준을 외적 표현에 비추어 확인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교과의 내면화라는 것

은 그것이 자아내는 공간적 연상처럼 학습자의 바깥에 있는 교과가 학습자의 마음속으로 들

어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마음(경험적 마음)과 아래 위로 맞붙어 있는 ‘오

직 하나의 마음(형이상학적 마음)’이 그것의 외부적 표현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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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전범)

보편 심성의 표현

학습자(후)

학습자(전) 보편 심성의 확충

마지막으로 시교의 결과와 목표를 작품 자체의 이해에 두지 않고 심성에 두

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교의 목적을 온유돈후함,

즉 보편 심성의 확충에 둔다는 것은 문학교육의 초점을 대상 작품에 두는 것

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바라보는 세계에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작품을 체

득하고 품은 후에 학습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어떠할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이

놓여 있는 것이다. 보편 심성의 확충이란 달리 표현한다면 세계를 바라보는 안

목의 성장이기도 하다.

교과의 내면화 , 아시아교육연구 1집,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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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고전 작품이 학습자의 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것이 가지고 있는 교육력을 최대한 살려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전시가

작품이 본래적으로 지향했던 교육적 효용이나 지향을 검토하는 것이 교육적

설계와 교육 내용의 마련에 있어 매우 긴요하다.

조선의 사림들은 시가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을 바탕으로, 오늘날과 다소 차

별화되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시교(詩敎)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들은 인간적 성숙과 심성의 수양을 위해 시가를 창작하고

향유했다.

이 논문은 시교의 관점에서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중심으로 이

작품들이 생산되고 향유, 전유되었던 과정을 문학교육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그

양상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시교는 시문학의 교육적 효용을 극히 중시하는 이념이다. 그 내용의 핵심은

시가의 창작과 향유는 사람됨의 온유돈후함과 도의 사회적 실현을 목표로 한

다는 것이다. 문학교육의 목표를 문학 내적인 것에 두지 않고 인격교육의 차원

에 두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인의 덕을 기르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

도가 실현된 사회를 추구하는 것까지 시교의 목표로 포함하였다. 시교의 실현

을 위해서는 올바르고 훌륭한 문학 작품인 전범을 습득하고 계승하는 것을 추

구하였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는 시교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그 결실을 현

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시교를 구현

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창작되었다. 이 작품들은 16세기 성리학자들의

작품으로서 심성 수양을 위해 시가를 향유하는 문화와 의식의 결과물이다.

<도산십이곡>은 노래의 교육적 효용의 구현을 위해 <한림별곡>을 비판하

고 시조의 가곡창을 선택하였으며, 시조 <육가>의 강호지향을 받아들이면서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온유돈후함을 추구하는 올바른 시가의 방향을 정립하였

다. <도산십이곡>은 강호에서의 학문하는 삶의 지향을 문학적으로 제시하여

당대 성리학자들이 공감할 만한 공적 가치를 노래하는 공적 자아의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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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후대의 문인들은 이황의 인품을 흠모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도산십이곡>을

향유하여 감동을 체험하였고, 이황이 확립한 <육가> 양식을 계승하여 자신들

의 육가를 창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부정적 정서와 갈등

을 씻어내고 조화로운 성정에 도달하기를 추구하거나,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마

땅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들의 성취는 문학사적 평가와 별개로 <도산십이곡>의 진지한 학습

자로서 시교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고산구곡가>는 <무이도가>의 삶과 형식, 내용을 그대로 본받아 계승하고

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작품이다. 구곡가의 전통을 계승하며서 국문시가인 연

시조로 양식을 전환하였고, <무이도가>에 나타난 주자의 삶과 학문을 총체적

으로 수용하여 변주하였다. <무이도가>의 구곡을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열

린 학문의 공간으로 형상화하는 개성을 보여주었으며, 시간적 순환의 구조 속

에서 학문의 즐거움과 교육적 열정이 순환하며 고조되는 정서를 표현하였다.

<고산구곡가>를 향유한 후대인들은 구곡가의 양식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자

의 삶과 이이의 삶을 계승하고 기리는 데 더 큰 관심을 두었다. 이에 <고산구

곡가>는 언어적인 양상으로 향유되는 것을 넘어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져 후

대 문인들이 저마다 자신의 구곡을 경영하는 문화를 낳았다. 또한 <구곡도>를

그려 시가와 함께 감상하는 등 문화 통합적 작품 향유의 양상을 보인다. 구곡

가는 사림들에게 있어 주자에서 이이로 이어지는 도통의 계승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후대의 문인들 중에서 구곡가를 통해 도통을 확인하고 정립하

려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중세의 시교 실천 양상에 대한 분석과 고찰의 결과 시교에 도달

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시대와 현대 학습자 간의 문화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시교 실천 양상에 대한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한 차이를 통하여, 혹은 극복하면서 현재의 자아

를 성찰하고 확장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은 이해

와 경험의 범주로 제안되었다.

먼저,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가 보여주는 가치와 정서를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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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강호 한거는 결국 자아를 깊이 성찰하기 위한 여가

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으로, 강호의 삶이 주로 학문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지향하는 삶은 특수한 한 시대의 삶의 모습이기

만 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 성과를 쫓는 현대인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 절실

하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이다. 이들이 그 안에서 누렸던 즐거움은 학문의 즐거

움으로, 동양적 전통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깊이 있는 정서이다.

다음으로, 훌륭한 인품에 대한 흠모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경험의 교

육이다. 16세기 이후의 사림들은 이황과 이이의 인격과 학문에 대한 흠모와 존

경의 마음의 바탕 위에서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향유하였기에 그

토록 깊이 감동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학습자들은 이황과 이이의 인품에 대해

그처럼 강한 흠모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 시가들을 경험하고

인격적 감화에 이르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간극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은 학습자들보다 한 걸음 먼저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세계를 경험

하고 그것에 감동받은, 그와 같은 가치를 존경하는 교사의 존재에 의해서 가능

하다.

마지막으로, 시가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통합적 향유의 경험 교육이다. <도

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는 단지 언어적 생산물로서만 감상되었던 것이 아

니라 노래로 불리거나 그림과 함께 작품화되어 감상되었으며, 심지어 시가의

배경 공간인 구곡을 자신의 삶의 공간에 직접 조성하여 감상하기도 하였다. 이

처럼 문자를 읽는 감상을 넘어서서 확장된 감상의 맥락과 그 방식을 적용함으

로써 총체적인 작품 경험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을 추구하는 데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시교의 전통과 시교를 구현하고자 했던 문학적 실천의 양상을 중세의 문학

교육적 현상으로 보고 고찰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문학교육에 대한 함의를 이

끌어 내었다.

텍스트를 학습자 쪽으로 견인하여 창조적 계기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집중

하는 전유(專有)의 개념은 현대의 문학교육적 관심을 효과적으로 초점화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거리를 두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교양과 폭넓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전범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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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감각, 보편적 감각을 기르는 교육을 놓쳐서는 안 된다. 또한, 학습자의 전

인격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문학능력에 매몰되는 문학교육을 넘어 인격의

핵심체인 심성을 기르는 교육에 대한 추구가 요청된다.

이 논의는 먼저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 그리고 이 작품들을 수용하

고 계승한 여러 시조 작품들이 지향한 삶의 가치, 그리고 문학적 가치를 확인

하고 그 성취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이들 작품 교육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둘러싼 문학적 실천을 문학교육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해석하였으므로 문학교육학의 사적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

다.

그리고 이들 작품이 실천한 문학교육의 내용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들 작품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 이들의 문학교육적 이상과 실천이 가지

는 함의를 밝힘으로써 오늘날 문학교육과 문학교육 논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제안한 교육 내용이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교육 내용에 그

치지 않고 고전시가교육, 혹은 현대시 교육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교육 내

용의 이론화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이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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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Sigyo(詩敎) Tradition

in Literature Education:

Focusing on the Creation and Influence of

Dosansibigok(陶山十二曲) and Gosangugokga(高山九曲歌)

Sheo, Myeong-He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henomena of the creation and transmission

of Dosansibigok(陶山十二曲) and Gosangugokga(高山九曲歌), sadaebu-siga

(士大夫詩歌)—both written during the Joseon Dynasty—in terms of the

pursuit and realization of Sigyo(詩敎). On the basis of the results,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on classical Korean poetry

are suggested.

Sijo(時調), a major Korean literary genre, has been the subject of

literature education in Korea. Dosansibigok(陶山十二曲) and Gosangugokga

(高山九曲歌), written in the 16th century by writer-scholars Lee, Hwang(李

滉) and Lee, Yi(李珥), respectively,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structional

materials for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However, focusing on th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literature indicates that current literature

education does not fully reveal the educational influence of siga(詩歌).

Korean writers, who wrote and appreciated siga during the Joseon

Dynasty, followed the philosophy of sigyo, in which the educational effect

of poetic literature was emphasized. The goals of writing and learning

poems were man of onyudonhu(溫柔敦厚) and social edification. Inspired by

the aforementioned philosophy, they wrote and appreciated poems on human

maturity, moral self-cultivation, and social realization of morality. Sigyo is

a kind of literature education theory according to which peopl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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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ize correct human nature when they read canons in which such a

nature is described.

This paper regarded literary practices pursued and realized by siga as

aspects of siga education and examined the goals and achievements thereof.

Dosansibigok, written in the yeonsijo(聯時調) style, where the sigyo

effect can be maximized, presented a public self-image that pursued the

value of nature and learning. Later generations, who learned and

appreciated Dosansibigok as canon, were impressed with Yi, Hwang’s

personality and his work and were influenced to write their own siga. The

experience of writing siga helped them overcome their conflicts, refine their

emotions, realize the world of moral, and reflect on their own lives.

Gosangugokga, a successor to Muigugokga(武夷九曲歌) and written in

the style of yeonsijo, described the gugok(九曲) of a learning space and

expressed the pleasure of pursuing learning.

Later generations, who learned and appreciated Gosangugokga as canon,

regarded it with Muigugokga as an expression of the life of a classic.

They tried to emulate the life described in these works by creating and

living in gugok themselves. People widely appreciated Gugokdo(九曲圖),

which like siga, was in the style of a real-view landscape painting. Some

gugokga were crea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legitimacy of

learning in later generations.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siga education for the realization of sigyo

can be divided into understanding education and experiencing education.

First, Dosansibigok and Gosangugokga can be said to provide education

in understanding in that they present values and emotions. The pleasure

and process of cultivating one’s mind through learning and reflecting on

one’s life show contemporary people how valuable life is.

Second, given a noble character, these works can be said to provide

education in appreciation. This appreciation can be consolidated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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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of instructors.

Last, they provide an integrated form of experience education because

they contain various cultural contexts such as music, picture, and

landscape. This experience may bring about closer relations between

literature and learners’ lives and foster learners’ well-rounded growth.

In conclusion, it is significant to enhance literature education to facilitate

the creation of well-rounded learners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canons,

going beyond emphasizing the increase of literary ability and critical

viewing and creatively appropriating canons.

Key words: Sigyo(詩敎), Dosansibigok(陶山十二曲), Gosangugokga(高山九

曲歌), onyudonhu(溫柔敦厚), canon, internalization, cultivation

of character, education on classical korean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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