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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고는  栗谷全書 에서 배제된 栗谷 李珥(1536～1584)의 한시에 한

연구이다.지 까지 李珥 한시에 한 선행연구들은  栗谷全書 에서 배제

된 작품이 그에 수록된 작품과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립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이에 본고는 지

않은 李珥 한시가  栗谷全書 에 수록될 수 없었던 원인으로서 조선후기의

정치 갈등을 살펴보고, 栗谷全書 로부터 배제된 한시의 양상을 규명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격 인 논의에 앞서서 제Ⅱ장에서는 李珥의 여러 문집들이 편찬된 과

정과 배경을 살펴보았다. 栗谷全書 이 에 간행된 문집들에 수록된 자료

들이  栗谷全書 에 흡수되는 비율을 따져본 결과,朴世采가 편찬한 李珥

문집들에 수록되었던 자료들의 일부만이  栗谷全書 에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상은  栗谷全書 를 편찬할 때에 편찬자인 李縡가 李

珥에 한 宋時烈의 입장을 이어받아 朴世采의 인식에 비 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Ⅲ장에서는 정치 맥락에서  栗谷全書 편찬의 의미를 고찰하 다.

제1 에서는 우선 李珥를 둘러싼 西人과 南人의 정치 갈등을 살펴보았

다.南人으로부터 李珥를 옹호하기 해 宋時烈을 비롯한 西人은 李珥의

학문 ·정치 공효를 강조하고 李珥로부터 禪學의 의를 벗겨내려고 노

력하 다.18세기의 李縡 역시 宋時烈의 인식을 이어받았다는 에서  栗

谷全書 가 南人의 비 으로부터 李珥를 옹호하는 문집임을 알 수 있었다.

제2 에서는 西人 내부의 정치 맥락에서  栗谷全書 의 편찬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 다.朴世采는 宋時烈의 인식이 가지는 약 을 노출했으나,

西人의 집권을 배경으로 宋時烈의 인식은 定論으로 공인되었다.그 이후에

편찬된  栗谷全書 는 朴世采의 異見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배제함으로써

宋時烈의 인식을 西人 내부의 定論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 다.

 栗谷全書 로부터 배제된 李珥 한시의 모습은 제Ⅳ장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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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栗谷全書 에 수록되지 못한 작품들 에서도 제1 에서는  栗谷全書 편

찬 이 에 이미 李珥 문집에서 배제된 작품을,제2 에서는  栗谷全書 편

찬 과정에서 李縡에 의해 배제된 작품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全書 의 편

찬 이 에 배제된 한시는 확인되는 수가 지만,승려 경험 여성을

하는 문제 인 태도 등 당 규범을 벗어난 일탈의 행 을 반 하고 있었

다.이러한 작품들은 南人의 비 에 취약한 李珥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때문에 일 부터 문집에서 배제되었다.

다음으로  栗谷全書 이 에 편찬된 李珥 문집들에는 수록되어 있었음

에도  栗谷全書 에서 배제된 작품들로부터는 放達의 미학을 읽어내었다.

 栗谷全書 에 수록된 작품과 달리 그로부터 배제된 작품들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극 으로 표 하는 방식,산수에 숨겨져 있는 탈속의 세

계를 지향하는 방식,질탕한 음주의 장면을 통해 탈속의 욕망을 거리낌 없

이 표 하는 방식 등으로 放達의 미학을 실 하 다.이러한 미학은 체

로 李珥가 었을 에 창작한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가 직

에 나아가게 된 이후로는 차츰 약해지는 면모를 보 다.放達의 미학을 보

여주는 작품은 異端과의 연 학자로서의 차분한 모습 등 宋時烈이 내

세운 李珥의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栗谷全書 로부

터 배제되었다.

주요어 : 문집 편찬, 방달, 서인, 율곡 서, 이이, 이재

학  번 : 2013-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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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론

본고는  全書 1)에서 배제된 栗谷 李珥(1536～1584)의 한시에 한 연구

이다.이러한 연구는 일차 으로 李珥 한시의 체상을 조감할 필요가 있

다는 에서 요청된다.李珥 문집 에서도 특히 陶庵 李縡(1680～1746)가

편찬한  全書 에서 배제된 한시들이 그에 수록된 작품들과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李珥 한시에 해 립하는 선행연구들이 발생한

원인이면서도 아직까지 충분히 고찰된 이 없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지

까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작품들에 주목함으로써 李珥 한시의 체상

을 조감하고 선행연구들 간의 립을 이해하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李珥의 한시를 살펴볼 때에 조선후기의 정치 맥락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에서 요청된다.李珥는 西人의 정치 구심

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 이나 학문을 이해하려는 後人들의 연구 역시 계

속되었고,그 결과 17세기에는 南人과 西人,그리고 西人 에서도 尤庵 宋

時烈(1607～1689)과 南溪 朴世采(1631～1695)등이 李珥에 한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여 정치 으로 립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자연히 18

세기에 이루어진  全書 의 편찬 과정에는 이 시기의 정치 논쟁이 반

될 수밖에 없었다.곧  全書 의 한시가 표상하는 李珥의 모습은 조선후

기 李珥에 한 정치 인식과 한 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李珥의 행 을 둘러싼 정치 맥락을 드러냄으로써 그

의 한시에 한 객 인 을 확보하기 한 비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1)본고에서 李珥 문집을 표기할 때에 문집명의 ‘栗谷先生’혹은 ‘栗谷’ 자표기

는 생략하 다. 한  栗谷先生全書拾遺 의 경우 문집명의 ‘全書’까지 생략하여 ‘ 

拾遺 ’로만 표기하 다.다만 李珥의 첫 문집은 제9권까지는 제목이 ‘ 文集 ’으로

되어 있고,제10권만 ‘ 詩集 ’으로 되어 있는데,양자를 구별해야 할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모두 ‘ 原集 ’으로 통칭하 다. 한  全書  拾遺 에 수록된 시문의

번역은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의 번역서( (國譯)栗谷全書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8)를 참조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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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李珥 한시에 한 연구는 직·간 으로 신유학 이념을 참조

한 경우가 부분이었다.2)이는 우선 李珥가 李滉과 함께 ‘栗’로 병칭될

정도로 요한 신유학자 으며,詩選集인  精 玅選 을 통해 ‘沖澹蕭散’으

로 집약되는 이념 미의식을 제시하 다는 사실이 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아울러 다른 신유학자들과 달리 李珥 한시에서는 도학 색채가

희미하다는 도 이러한 연구방법을 유의미하게 하는 요소 다.3)이에 그

의 이념 입장과 한시 사이의 간극을 해명하기 해,이종묵,홍학희 등의

논자들은 李珥 한시를 유학 이념에 속하면서도 사림의 일반 인 미의식

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포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이종묵은 신유학 사고가 시 으로 형상화되는 논리를 살펴보면서,李

珥 한시에서 자연경물과 정서가 자연스럽게 표 되는 방식으로 수양된 내

면이 드러난다는 ‘吟詠性情’의 논리를 지 하 다.4)이 연구는 李珥 한시

에만 을 두지는 않았지만 ‘수양의 정신미’라는 이념 의미 載道論

과 구별되는 李珥 한시의 개성을 자연물의 진술방식으로부터 포착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한 이 연구가 吟詠性情의 시학의 근거를 李珥에 한 洪

萬宗의 詩評5)에서 확보하 다는 도 특기할 만하다.이념 근의 타당

성을 시인의 이념 입장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의 비평 에서도 발견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홍학희는 최 로 李珥의 시세계 반을 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 다.이에 철학 견해를 문면에 노출시킨 “道學的 시세

2)신유학 이념과의 련성 속에서 李珥 한시를 조명하 다는 에서 이하에서는 편

의상 이러한 연구방법을 ‘이념 근’이라는 말로 부르겠다.여기서 李珥의 신유

학 이념에 한 논자들의 이해는 임형택과 조동일의 미의식·문학론 연구에 빚지

고 있는 경우가 많다.林熒澤,｢16세기 士林派의 文學意識｣, 韓國文學史의 視角 ,

창작과 비평,1984;조동일,｢李珥｣, 한국 문학사상사 시론 ,지식산업사,1998;｢

李珥 문학사상의 근본문제｣,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2000.

3)李珥 한시 연구의 선편을 잡은 최승순의 논의에서 이미 李珥의 한시가 그의 산문

에서 나타나는 貫道論과 내용상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는 언 이 보인다.崔承洵,

｢栗谷의 漢詩文 硏究｣, 江原大學校 論文集 14,江原大學校,1980;｢栗谷의 文學

觀｣, 栗谷思想史硏究 1,栗谷學 ,1994.

4)이종묵,｢한국한시와 철학｣, 한국한시연구 1,한국한시학회,1993;｢性理學的 사

유의 형상화와 그 美的 특질｣, 한국 한시의 통과 문 미 ,태학사,2002.

5)“噫!此等諸賢之詩,作語天然,各盡妙處,其性情之正得於詩 ,於此可見矣.”(洪萬

宗, 詩評補遺 下, 洪萬宗全集 ,太學社,1980,27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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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연경물로 수양된 내면을 표 한 “沖澹의 시세계”,교유·기행과 같은

작시 실에 하게 련된 “紀實의 시세계”등의 범주로 李珥의 한시를

포 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나아가 李珥의 이러한 시세계를 ‘道學詩’라는

용어로 악하여 이념 으로 기술하면서도,사상 기반으로 主氣論이 작

동하고 있다고 보아 동시 다른 신유학자들의 경우와 구별하 다.6)그러

나 李珥 한시에서 극히 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說理詩를 ‘沖澹’이나

‘紀實’과 등한 시세계로 설정하려고 한 데에서 잘 드러나듯이,이 연구는

李珥 한시 체를 ‘道學詩’라는 용어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도학 색채가

나타나지 않는 작품에 해서는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신유학 이념에 의지하여 발생한 이러한 한계는 李珥 한시에 한 많은

선행연구들7)이 공유하는 이기도 하다.많은 논의들은 이념 근에 부

합하는 작품만을 심으로 시세계를 기술하 거나,혹은 이념과의 연 성

에 경도되어 각 작품의 특징들을 결론으로 갈무리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8)이는 李珥 한시 체가 이념 성격을 가지리라는 을 거

의 제한 채로 연구를 진행한 데에서 비롯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9)

6)홍학희,｢栗谷 李珥의 詩文學 硏究｣,이화여자 학교 박사논문,2001.

7)姜明官,｢栗谷의 詩論과 修養論—性情·山水와 修養의 問題—｣, 동양한문학연구 

9,동양한문학회,1995;홍학희,｢李珥 산수기행시의 主氣的 망｣, 우리 한문학

사의 새로운 조명 ,이혜순·박무 外,집문당,1999;홍우의,｢栗谷의 道學詩 硏

究｣, 韓國古典硏究 6,한국고 연구학회,2000;金惠淑,｢栗谷의 自然吟詠에 返照

된 學問的 修練—主敬과 格物․致知․窮理｣,  韓國漢詩硏究 8,한국한시학회,

2000ㄱ;｢율곡의 교유시 연구Ⅰ—교유의 情誼와 情操를 심으로—｣, 韓國詩歌

硏究 8,한국시가학회,2000ㄴ;｢栗谷 李珥의 삶과 시｣, 韓國漢詩作家硏究 6,한

국한시학회,2001ㄱ;｢율곡의 去就와 士의 節義｣, 울산어문논집 15,울산 학교,

2001ㄴ;｢栗谷 詩의 道 吟詠 방식과 心狀․美感｣, 古典文學硏究 24,한국고 문

학회,2003;鄭亢敎,｢栗谷 李珥의 詩文學 硏究｣,경원 학교 박사논문,2003;김

남기,｢율곡 이이의 문학 세계｣, 역사문화논총 1,역사문화연구소,2005;朴京信,

｢栗谷 李珥의 詩文學 硏究｣,성신여자 학교 박사논문,2007;金注樹,｢栗谷 李珥

의 시문학 연구—산수․ 원 문학을 심으로—｣,韓國學中央硏究院 박사논문,

2009;손유진,｢율곡시에 나타난 산수유람 체험의 형상화 방식과 지향｣, 東方學 

24,한서 학교 동양고 연구소,2012.

8) 컨 ,김주수의 경우,｢楓嶽行｣에서 강한 仙趣가 나타난다는 ,자기 자신의

재주에 한 강한 자부심이 담겨있다는 등을 지 하고서도 결론에서는 ｢楓

嶽行｣이 수양과 련된다고만 기술함으로써 스스로 발견한 의미들을 퇴색시키고

있다.金注樹,앞의 논문,2009,58면,62～4면,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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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근의 한계에 한 논의는 박종우와 유호진에 의해 이루어졌다.

박종우는 선행하는 연구들이 작품 자체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음을 비

하면서,이념을 벗어나 放逸한 흥취를 리려는 탈이념 태도를 李珥 한

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10)유호진 역시 한시를 이념의 연역

으로 읽는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고,시에서 반복되는 이미지의 의미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길,樓亭 등의 이미지에서는 李珥가 실사

회를 지향하는 동시에 월하려 했음을 발견했고,물(水)을 비롯한 맑은

자연물의 動的인 이미지에서는 내면의 정화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의미하

는 마음의 靈活性을 포착하기까지 하 다.11)두 논자들은 이제껏 이념

근에 의해 외면되었던 일탈 면모나 動的인 분 기가 도리어 李珥 한

시에서 상당한 비 을 차지한다는 을 지 함으로써,이념 근이 李珥

한시 일부에만 유효하다는 비 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선후기의 많은 평자들이 李珥에 해 이념 평

가를 내렸다는 이 걸림돌로 작용한다.앞서 언 한 洪萬宗의 詩評뿐만

아니라 李珥의 시를 ‘通明’이라는 평어로 요약한 南龍翼12)역시 李珥 한시

를 수양과 련지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다.13)그밖에 李珥의 시편들

에서 愛君,憂國과 같은 사회 심을 읽어낸 많은 기록들도14)연구자로

9)최 연구자인 최승순은 李珥의 貫道論을 드러내려는 목 으로 그에 합한 한시

작품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시도하 다.崔承洵,앞의 논문,1980,53～6면.

10)박종우,｢栗谷 李珥의 詩世界에 한 一 察—주로 詩世界의 特徵的 局面과 美

的 特質을 심으로—｣, 栗谷思想硏究 6,栗谷學 ,2003.한편 김종진은 李珥의

‘沖澹蕭散’이라는 문학 이 外物(사회)과 本性(자연)사이의 립에서 자를 부

정하고 후자를 정했기 때문에 老莊사상과 연결될 수 있음을 지 하기도 했다.

김종진,｢16세기 사림 의 시론과 미의식｣, 栗谷學硏究叢書 5,栗谷學 ,2007,

312～21면.

11)유호진,｢栗谷 詩의 이미지 연구｣, 古典文學硏究 31,한국고 문학회,2007.

12)“余於箕雅序,以臆見妄論勝國 本朝之詩曰:“… 本朝之秀 ,如鄭三峰(道傳)之凌

厲,… 李栗谷(珥)之通明,…”(南龍翼, 壺谷詩話 , 韓國詩話叢編 3,趙鍾業 編,

太學社,1996,304～6면.)

13)鄭亢敎,앞의 논문,2003,153면;유호진,앞의 논문,2007,370면.

14)“癸未,舟下海州,有詩曰:… 愛君擾國之志切矣.又曰:… 傷時歎俗之意深矣.(出 

牛山雜  .)”(｢諸家記述雜 ｣, 全書 38);“浚吉曰:‘… 珥則欲進而行道,每歎李滉

之不肯擔當國事耳.珥嘗 歸 捿,有詩曰:… 眷眷之誠,於此亦可見矣.’”( 孝宗實

 8년 11월 12일)이 외에도 야담이나 次韻詩를 통해 後人들이 李珥의 사회

면모에 심을 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이택동,｢후 詩文에 투 된 ·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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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겠다.

그 다면 李珥 한시에 이념 으로 근했던 역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17세기에서부터 의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자들이 李珥

의 일부 자료들을 심으로 이념 근을 수행해왔지만,이에 한 비

은 최근에 들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이러한 상은 이념 근이

타당하게 수용될 수 있었던 역사 요인이 작동하 다는 을 암시한다.

이와 련하여,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이 주목된다. 컨 홍

학희는 醉 을 바탕으로 월 세계에 한 욕망을 보여 ｢次景混韻｣에

서 유가 수양론을 읽어내려는 무리한 해석을 시도한데 반해,박종우는

바로 이 작품으로부터 “放逸하게 흥취를 리는 모습”15)을 발견함으로써

이념 근을 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 다.그런데 이처럼 ｢次景混

韻｣을 비롯하여 이념 근이 해석상 약 을 보이는 작품들은  全書 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이는 조선후기의 평자들이 근거로 든 작품들

이 모두  全書 에 수록된 자료들이라는 사실과도 호응한다.이러한 상들

은 이념 근과  全書 사이에 한 계가 있다는 을 보여 다.

이념 근에 합한 작품들이  全書 에 수록된 상은 편찬자가 의도

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김수진의 일련의 연구들은 문집의 자와

연구자 사이를 매개하는 편찬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

었다.17세기 이후로 문집은 개인 술집의 차원을 넘어 일정한 집단이 공

유하는 상징물이 되었기 때문이다.16)18세기에 나온  全書 역시 西人에게

요시 되었던 문집이었으므로 편찬자의 향력이 편찬 과정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全書 에 수록된 자료들이 그 이 에 간행된 李珥 문집들에 수

록된 자료들과 다르다는 은 李珥에 한 편찬자의 인식이 간여했을 가

능성을 높여 다. 全書 에서 락된 자료들은 그 이 에 간행된  續集 ,

형상｣, 한국고 연구 18,한국고 연구학회,2008.

15)박종우,앞의 논문,2003,107면.

16)김수진,｢ 능호집 (凌壺集)편집시각 고찰｣, 국문학연구 27,국문학회,2013ㄱ;

｢朝鮮後期 刊本文集의 編輯傾向—규장각 소장 자료를 심으로—｣, 奎章閣 42,

서울 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2013ㄴ;｢朝鮮後期 文集刊行의 推移와 그 特徵

｣, 語文硏究 41,한국어문교육연구회,2013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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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集 , 別集 등에 실렸던 자료들이었다.이 게 간본 문집들 간에 자료

수록 양상이 다르다는 은,인물에 한 편찬자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

을 드러낸다.신항수의 연구는 간본 문집들 간의 차이가 편찬자의 상이한

인식에서 말미암는다는 을 보여주었다.그는 李瀷에 한 安鼎福 계열

문인들의 인식 당 외세에 한 반발심으로 말미암아  星湖文集 의

편찬 과정에서 일부 자료들이 산삭되었음을 밝혔다.17)이로 미루어 보면

 全書 의 한시에서 형상화 된 李珥의 모습 역시 李珥에 한 편찬자의 인

식이 빚어낸 결과일 수 있으며,그 결과  全書 가 이 문집들과 다른 방

식으로 편찬되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李珥 문집의 편찬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살펴 으로

써 뒷받침될 수 있다.정호훈은 李珥 문집을 편찬하면서 자료를 수록하

려던 朴世采와 특정한 자료를 산삭하려던 宋時烈 사이에 립이 있었음을

보여주었고,18) 全書 가 宋時烈의 의견을 반 한 결과물이라는 을 언

하 다.19)이러한 연구결과는 李珥 문집의 편찬과 련하여 李珥에 한

상이한 인식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추정을 뒷받침해 다.아울러 宋時烈이

산삭하려고 하 던 자료들이 정치 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

이었다는 은,인물에 한 편찬자의 인식이 정치 편향을 가지고 있음

을 보여 다.특정 자료의 수록 여부가 정치 유불리와 계된다면,그러

한 자료에 근거하여 성립된 인식 역시 정치 조건과 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집 편찬 과정에서 편찬자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들이

배제되었으며,그 에서도  全書 는 宋時烈과 李縡를 심으로 한 老論20)

17)신항수,｢李瀷의 문집 간행과 그 성격｣, 한신인문학연구 3,한신 학교 한신인

문학연구소,2002.

18)정호훈,｢16·17세기 栗谷學派의 형성과 활동—著述·文集의 편찬과 政治論을

심으로—｣, 史學硏究 103,한국사학회,2011,95～103면.물론 朴世采가 단순히

李珥의 모든 자료를 문집에 수록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이에 해서는 제Ⅳ장

의 제1 에서 다루었다.

19)서정문과 김태년 역시 정호훈과 마찬가지로 소략하게나마 동일한 견해를 표하

다.徐廷文,｢朝鮮中期의 文集編刊과 門派形成｣,국민 학교 박사논문,2007,128

면;김태년,｢‘正典’만들기의 한 사례, 栗谷別集 의 편찬과 그에 한 비 들｣, 

民族文化 43,한국고 번역원,2014,96～8면.

20)본고에서는 西人 에서도 宋時烈,李縡 등을 심으로 李珥에 한 특정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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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에 따라 편찬된 문집이라고 할 수 있다.조선후기 기록을 참조하는

경우에  全書 에 수록된 작품을 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까닭은,

조선후기의 해당 기록과  全書 가 李珥에 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全書 를 비롯한 문집들의 편찬 과정에서 배

제된 작품들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인식에 제한되지 않은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나아가 선행연구들 간의 립도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목 을 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 다.

본 연구는 기본 으로 한 인물의 문집과 그에 한 편찬자의 인식 간의

계에 을 두고 있으므로,각 작품을 그것이 수록된 문집의 성격과 연

지어 이해하려고 하 다.문집의 편찬자들이 자신의 인식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심으로 문집을 편찬했던 만큼,편찬자의 인식 차이는 문집에

수록된 자료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서로 다른 문집

이 동일한 자료를 수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문집 편찬자들의 인식을

변별하는 방식을 취했다.

제Ⅱ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李珥 문집들의 편찬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았다. 全書 의 편찬 당시에 李縡가 악하고 있던 간본 문집들의

범 를 살펴보고,이 범 에 속하는 자료가  全書 에 흡수되는 비율을 살

펴보았다.이러한 고찰을 통해  全書 편찬 과정에 작용한 李縡의 인식을

이 의 편찬자와 변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李珥에 한 이러한 인식이  全書 편찬 과정에 작용하게 된 배경

에 해서는 조선후기의 정치 측면에서 조명하 다.李珥라는 인물의

상과 西人의 정치 상이 불가분의 계에 놓여있었다는 은 주지의

사실이다.따라서 李珥 자료에 하여 西人이 취하 던 태도는 단순히 작

품의 미 성격에 을 두었다기보다는 그러한 태도가 가져다주는 정치

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朴世采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들을 ‘老論’이라고

지칭하 다.물론 西人이 老論과 論으로 나뉘기 이 부터 인식 상의 차이가 나

타나며,老論 인사 에 論인 朴世采에 동의하는 인물이 있기도 하다는 에서

이러한 지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하지만 李珥에 한 이들의 인식이

論을 표하는 朴世采와 뚜렷이 립한다는 ,李珥에 한 인식의 차이가 老

論과 論의 분열에 큰 향을 미쳤다는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칭을 유의

미하게 받아들여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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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계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 맥락 속에서  全書 의 편찬이 가지는 의미는 西人의 외부와 내

부라는 두 측면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李珥에 한 인식의 역사는 외부

으로는 南人과 정치 결을 펼치는 과정이기도 했고,내부 으로는 西人

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제Ⅲ장에

서는 을 나 어 西人과 南人 간의 정치 공방과 西人 내부의 갈등에서

李縡의 인식이 가지는 의미를 각기 살펴보았다.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全書 의 편찬이 가지는 정치 함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全書 에서 배제된 한시들 에서도 李縡가 극

으로 배제한 작품과 그 지 않은 작품을 나 어 살펴보았다. 全書 가 편

찬되기 이 부터 이미 李珥의 작품으로 알려지기 어렵다고 단되었던 작

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작품들은 재 많은 수가 해지지는 않

지만 배제된 원인의 측면에서 李縡에 의해서 직 으로 배제된 자료들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해당하는 자료들은 李縡의 개

입이 없더라도 李珥 문집에서 배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 선행연구들이 李珥 한시를 동질 으로 살펴본 것과 달리

제Ⅳ장에서는 李珥의 한시를 몇 가지 범주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우선  

全書 에서 배제된 한시 에서도  全書 편찬 이 에 이미 李珥 문집에서

배제된 작품은 당 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과 연 짓는 방식으

로 살펴보았다. 한  全書 보다 앞선 문집에는 실려 있었으나 李縡에 의

해 배제된 작품은  全書 에 수록된 작품들과 비교함으로써 그 미 인 특

질을 밝 내었다.이러한 방법을 통해  全書 에서 배제된 작품들로부터  

全書 가 구 하려 했던 李珥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들을 포착할 수 있다면,

李珥 한시에 한 체상을 조감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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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李珥 문집의 편찬 배경과 과정

본 장에서는 본격 인 논의에 앞서서,李珥 문집들21)이 편찬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먼 17세기에 간행된 李珥 문집들의 개황을 간

략히 살펴본 뒤에 이에 속한 자료들이  全書 에 수록되는 비율을 따져볼

것이다.나아가  全書 의 범례를 통해 이러한 편찬 과정에 향을 미쳤던

요인으로서 李珥에 한 李縡의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全書 의 편찬은 李縡에 의해 1744년에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물론

｢陶庵先生年譜｣에는 편찬이 완료된 시기가 1742년으로 기록되어 있다.22)

하지만 편찬에 참여했던 李鎭五,23)兪拓基 등에게 보낸 李縡의 서신을 검

토해본다면, 全書 의 跋이 작성된 1744년에24)편찬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겠다.서신들에서  全書 의 편찬에 한 언 은 부분 1744년

에 이르러서야 발견되는데,이 해에 兪拓基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문집뿐만

아니라 범례와 年譜도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고 되어있고,25)序나 跋을 붙

21)본고가 상으로 삼은 李珥 문집들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原集 ,규장각 소장

(奎6703); 續集 ,모덕사 소장(모1-123); 外集 ( 栗谷集 제6～9책),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 소장(韓9-44); 別集 ,규장각 소장(奎5292); 全書 , 韓國歷代

文集叢書 210～7,경인문화사,1994.참고로  拾遺 는  全書 인본의 마지막 권

(217)에 인된 본을 이용하 다. 原集 으로 간본(奎5750)이 아닌 간본(奎

6703)을 택한 것은  全書 편찬 당시 상황에 을 맞추었기 때문이다.같은 이

유에서  全書 와  拾遺 는 최 에 간행된 활자본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인본을

택하 으나,필요할 경우 약간의 변개가 있는 고 번역원 DB의 重刊本을 참조하

다.

22)“是歲[壬戌年], 栗谷先生全書 成.”(未詳,｢陶庵先生年譜｣2, 陶庵全集 人,保景

文化社,1989,527면)박 규,｢17세기,栗谷 李珥 文集의 편찬에 한 제 논의 고

찰｣, 사 도 회지 9,한국사립 학교도서 의회,2008,246면에서도 편찬시기

를 1742년으로 보았다.정호훈,앞의 논문,2011,103면과 김태년,앞의 논문,95면

에서는 1742년을 편찬이 시작된 해로 간주하 으나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23)李鎭五는 李珥의 6 손으로 丹城縣監을 지냈다.

24)“崇禎再甲子九月望,後學三州李縡,謹跋.”(李縡,｢栗谷全書跋｣, 陶庵集 24)

25)“栗翁集來後不能一番披看,何論 校?凡例及年譜爲 緊,故先爲呈上,從容 繹,

字誤 直改之,可議處相報冊子中無籤而朱書,來敎誠好.”(李縡,｢答兪展甫｣[甲子2],

 陶菴集 11)편지 에는 제목이 동일해서 변별할 수 있는 표지가 결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러한 경우에 본고에서는 제목 뒤에 호 ‘[]’를 덧붙이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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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포착된다.26)같은 해에 李鎭五에게 보

낸 편지에서는 兪拓基와 문집을 교정하고 있었던 상황,27)특정한 을 넣

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내용,28)‘ 全書 ’라는 문집 이름이 확정되었다는 언

29)등이 나타난다는 에서,1744년보다 앞서  全書 의 편찬이 완료되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李縡는 편찬을 완료하고 두 해가 지나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이 편찬한 문집이 간행되는 것을 생 에 보지 못하 다.1749년에 이

르러서야  全書 는 그의 제자 던 洪啓禧에 의해서 속활자인 栗谷全書

字로 인출되어 유포될 수 있었다.30) 한 1814년에  全書 활자본은 다시

약간의 수정을 더하여 목 으로 重刊되면서 재  韓國文集叢刊 제44～5

권에 실린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선생의 문집으로는  詩集 한 권과  文集 아홉 권과  續集 네 권

과  外集 네 권이 있다. 詩集 과  文集 이 간행되어 나타난 것은 萬

曆 辛亥年[1611년]이었다. 詩集 은 守菴 朴枝華 등의 여러 공들이 가

린 것이고  文集 은 牛溪[成渾]선생이 刪定하 으되 그 분류와 편차는

선생의 문인인 朴汝龍 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나온 것이 많아서 詮

次에 법도가 고 빠진 것이 많아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이 때문에

玄石[朴世采]이 이를 병통으로 여기어  續集 과  外集 을 잇달아서 완

성하 다.(… 략…)그러므로 이번에 尤庵[宋時烈]이 남긴 뜻에 의거

하는 편지 앞에 편차된 편지 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시기가 명시된 편지의

작성시기와 그로부터의 차례를 기입하 다. 컨  栗谷先生全書 11에 차례로

실린 ｢答成浩原(癸未)｣,｢ 成浩原｣,｢答成浩原｣,｢答成浩原｣은,각각 ‘｢答成浩原

(癸未)｣’,‘｢ 成浩原｣[癸未1]’,‘｢答成浩原｣[癸未2]’,‘｢答成浩原｣[癸未3]’으로 표기하

다.작성연도가 없는 경우는 차례만 기입하 다.

26)“年譜偸暇僅得一閱,所敎籤紙,幾盡見施耳.凡例覽後更還投如何?此集修正之由,

不可無記,愚意則欲爲跋,而李君請以序,不知序跋中何 爲得體耶,恭俟明敎.”(李

縡,｢答兪展甫｣[甲子5], 陶菴集 11)

27)“新件全帙,方 渼湖相公[兪拓基]往復勘正,貴精不欲速耳.”(李縡,｢答李丹城｣[甲

子1], 陶菴集 12)

28)“｢紫雲書院祭文｣,卽是李宗城所製耶,然則幷去之亦何妨也?前後來籤,無不逐條踏

往,｢洪表叔一序｣,何故獨爲見漏,亦未可曉也.…  外集 方自此校讎未及半, 原集 

則屬於渼湖相公[兪拓基]矣.”(李縡,｢答李丹城｣[甲子2], 陶菴集 12)

29)“ 栗谷集 纔改名以 栗谷先生全書 矣.”(李縡,｢答李丹城｣[甲子3], 陶菴集 12)

30)천혜 , 韓國 金屬活字 印刷史 ,범우,2012,26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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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詩集 , 文集 , 續集 , 外集 의 네 문집을 통틀어 크게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다.31)

(李縡,｢栗谷先生全書修正凡例｣, 全書 1;｢栗谷先生文集修正凡例｣, 

陶菴集 25)

의 인용문은  全書 의 첫 장을 장식하고 있는 ｢栗谷先生全書修正凡例

｣의 첫 조항이다.이 은 李珥 사후에 간행된 제 문집들의 편간 내력을

밝 두었다는 에서  全書 와 이 문집들 간의 계를 악할 수 있게

해 다.李縡는 마지막 목에서  原集 ( 詩集 과  文集 ), 續集 , 外集 

을 종합한 문집으로서  全書 의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이는 곧 이 까지

여러 종의 간행물로 나뉘어 해오던 李珥 련 자료들 체를  全書 가

포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자료를 포 하 다는 권두의 선언을 그 로  全書 의 성취로 인정

하기 해서는 그에 앞서 편찬 당시에 출간되어 있었던 李珥의 여러 문집

들에 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당시까지 알려진 자료들이  全書 

에 충실하게 수록되었는지,李珥의 모든 자료를 포 하려는 시도가 이 에

있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이 에 간행된 문

집들,즉  原集 , 續集 , 外集 , 別集 등의 편간 과정과 그에 수반된 논

란에 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자세히 고찰된 바 있다.32)아래

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李珥 제 문집들의 편간에

한 개략을 표 한 것이다.아래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이 문집들을

31) “先生集有 詩集 一卷､ 文集 九卷､ 續集 四卷､ 外集 四卷. 蓋 詩集  文集 刊

出,在於萬曆辛亥,而 詩集 則朴守菴枝華諸公所選, 文集 則牛溪先生所定,而其分

類編次,多出於先生門人朴公汝龍諸人之手,詮次鮮法,又多缺而不備.故玄石以是病

之, 續集 ､ 外集 鱗次而成焉.… 故玆依尤菴遺意,通 詩 ､ 文 ､ 續 ､ 外 四集,

滾合爲一焉.”

32)崔善慶,｢栗谷先生文集 板本硏究｣,계명 학교 석사논문,1991;徐廷文,앞의 논

문,2007;박 규,앞의 논문,2008;유성선,｢ 경연일기(經筵日記) 의 본 표

제(標題)에 한 서지 (書誌的)검토(檢討)｣, 율곡사상연구 18,율곡학회,2009;

｢｢石潭野史·日記｣에서 ｢經筵日記｣까지 刊行過程의 思想的 推移 硏究｣, 韓國古典

硏究 22,한국한문고 학회,2011;정호훈,앞의 논문,2011;신항수,｢홍계희의 편

찬 간행 활동과 도통의식｣, 역사와 담론 66,호서사학회,2013;김태년,앞의

논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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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되,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내용이나 선행연구에서 언 되지 않은 사

항을 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문 집 주요 편찬자
간행시기

(편찬시기)
권수 비 고

 原集 
 文集 成渾,朴汝龍

1611(1591)
총 9권 후 에 諡狀이 제

11권으로 편차됨. 詩集 朴枝華 총 1권

 續集 

朴世采

1682(1675) 총 8권 慕德祠 소장.

 外集 1682(1681) 총 8권
오사카부립나카노

시마도서 소장.

 別集 1686(1681) 총 6권

 全書 李縡 1749(1744) 총 38권

 拾遺 洪啓禧 1749(1749) 총 6권

[표1]:李珥 제 문집들의 편간 과정

첫 번째 李珥 문집의 편찬 작업은 牛溪 成渾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文

集 을 편찬하는 일에는 成渾을 심으로 朴汝龍을 비롯한 石潭門徒와 金

長生을 비롯한 在京門徒가 참여하 고, 詩集 에는 이와는 별도로 朴枝華,

權擘,高敬命 등의 인물들이 참여하 다.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1611년 海

州 紹賢書院에서 목 으로 간행된 것이 바로 총 9권 9책의  文集 과 총 1

권 1책의  詩集 이다.33)이후  詩集 에는 시 한 편이 追刻되었고, 詩集 

이  文集 의 열 번째 권으로 편차되고 李廷龜가 찬술한 諡狀이 열한 번째

권으로 추가되는 등의 변형을 겪었으나 체 인 틀은 체로 유지된다.34)

재 규장각에서 질을 확인할 수 있는  原集 에 한시는 총 174제 201

수가 수록되어 있다.제10권에 200수가 실려 있으며,나머지 한 수인 ｢贈金

景嚴｣은 제7권에 수록된 ｢贈金景嚴序｣라는 序에 부기되어 있다.여타 문집

에서 일반 으로 시가 차지하는 분량이나 당 에 李珥가 렸던 詩名35)을

33) 原集 의 편간 과정에 해서는 徐廷文,앞의 논문,2007,129～46면이 자세하다.

34)박 규,앞의 논문,2008,232～3면.

35)李珥는 1581년부터는 文衡의 치에 올랐으며,1582년 국에서 온 두 사신이

遠接使 던 李珥의 을 보고 ‘大人’이라 높여 불 다는 일화도 있었다.“兩使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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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면  原集 에 수록된 시의 양은 매우 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詩藁手筆 (선생[李珥]이 손수 쓴 詩稿로 甲戌年[1574년]부터 壬午年

[1582년]까지의 작품이다.)

 文集草本 (곧  原集 의 草本으로 모두 선생의 둘째 형인 李璠이 손

수 베낀 것이다.)

 詩集逸篇 (문인 李從學이 海州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跋이 있

다.)

 詩集拾遺 (선생의 庶子인 李景臨이 年譜 뒤에 기록한 것이다.)

 朝天唱酬  (선생이 戊辰年[1567년]에 朝天갈 때,사신 일행과 수창

한 것이다.)

 皇華集 (詔使 黃洪憲과 王敬民이 지은 것으로,이들은 선생이 손님

으로 한 분이다.)

 海州所  (선생의 종 손인 李紳이 기록하 다.)36)

(朴世采,｢栗谷續外集所輯書籍後 ｣, 外集 1,1ㄱ～1ㄴ)

 原集 에 수록된 시가 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의 목록을

참조하면, 原集 간행 당시에 李珥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

임을 알 수 있다. 의 목록은 이후에 朴世采가  續集 과  外集 을 편찬하

면서 참조했던 서 목록인 ｢栗谷續外集所輯書籍後 ｣에서 시 작품과

계된 서명을 일부 뽑아놓은 것이다.이 목록은  原集 출간 이후에 그에

실리지 못했던 李珥의 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 다.

그가 사행 때 지은 시편이  皇華集 혹은  朝天唱酬  에 실리게 된 경우

처럼 다른 서 에 끼어들어가 해진 자료들도 있는가하면, 詩集逸篇 , 

詩集拾遺 , 海州所  등과 같이 문인이나 후손에 의해 특별히 李珥의 遺

安,出示｢ 箕子廟賦｣,栗谷使諸從事和之.時日已昏,三從事 崔成川立之,方劇

飮,相 吐 ,不能操筆,崔只次首二韻而已.栗谷曉起,一筆而就,令韓濩先往百祥樓

淨寫,俟兩使下轎,卽呈之.兩使拱手曰:‘俺等久欽大人道德,豈知文章之至此耶?’”

(｢諸家記述雜 ｣, 全書 38)

36)“ 詩藁手筆 (先生手寫詩藁,自甲戌至壬午.), 文集草本 (卽全集草本,皆先生仲兄

璠手寫 .), 詩集逸篇 (文人李師善從學海州時所 ,有跋.),…  詩集拾遺 (先生庶

子景臨所 年譜後 .),…  朝天唱酬  (先生戊辰朝天時, 一行使臣唱酬 .), 皇

華集 (詔使黃洪憲､王敬民所著,卽先生賓接 .),…  海州所  (先生從玄孫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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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을 정리하려는 목 으로 편찬된 서 들도 있었다.

특히나  詩藁手筆 과 같이 자가 직 정리하여 남겨둔 원고가 있었는

데도  原集 에 이것이 충분히 반 되지 않았다는 은 당시에 확보된 자

료가 충분하지 못했던 실정을 잘 보여 다. 하는  續集 과  外集 을

통해  詩藁手筆 에는 최소한 124수 이상의 한시 작품이 수록되었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는데,37)이는  原集 에 실린 편수의 62%에 육박하는 분량

이다.이 시들이 의도 으로 산삭된 것이 아니라는 은, 原集 편찬에 참

조되었던  文集草本 의 경우와 비교해 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詩藁手

筆 의 경우와 달리  文集草本 에 수록된 작품 에  原集 으로부터 배제

된 작품은  續集 과  外集 에서 18수밖에 포착되지 않는 것이다.38)

이처럼  原集 간행 이후 李珥의 작물 체를 포 하려는 노력은 17

세기 후반에 朴世采가 편찬한 문집들로 구체화된다.그에 의해 李珥의 遺

文이  續集 과  外集 으로 정리된 것이다.이러한 정리의 목표는  原集 

에 수록되지 못했던 자료를 수집하여 완성된 자료집을 구성하는 데에 있

었다. 原集 간행 이후 산재해 있었던 李珥 자료들을 수합함으로써,李珥

의 작을 살피기 해 굳이 다른 서 들을 구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한

것이다.

 續集 의 편찬이 완료된 것은 朴世采가 跋을 지은 1675년 7월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고,39)이후  續集 의 간행은 1682년에 全州에서 申翼相에 의

해 이루어졌다.40)지 까지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규장각과 고려 학

교도서 만송문고 등에 소장된  續集 零本만을 악했을 뿐,그보다 앞

서 최선경이 충청남도 청양군 慕德祠 春秋閣에서 보 하고 있는  續集 

질을 이미 확인하 다는 사실41)을 악하지는 못하 다.慕德祠에서 소

37) 續集 과  外集 에는 수록된 작품의 출처가 제목 아래에 주석으로 밝 져 있다.

38)박 규는 앞의 논문,2008,232면에서 편수가 어진 요인으로 選詩를 지 하

다.그러나 편찬자들이  詩藁手筆 조차 확보하지 못했으며  文集草本 에서 락

된 자료들이  續集 과  外集 에서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은,애 에 수

합된 자료가 충분치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다.

39)“時崇禎紀元乙卯七月日,後學潘南朴世采謹書.”(朴世采,｢跋栗谷先生續集｣, 南溪

正集 68)

40)정호훈,앞의 논문,2011,96면.

41)崔善慶,앞의 논문,1991,4면.이 자료는 2010년에 국립 앙도서 에 의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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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는  續集 의 략 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42)

 續集 은 총 8권 4책(元·亨·利·貞)으로 이루어져 있다.제1권에는 총 153

제 175수의 시가 시기별로 실려 있고,제2권에는 敎書 1편,箚子 1편,啓辭

27편,書 9편이 실려 있다.제3권은 成渾,宋翼弼,鄭澈 등과 주고받은 書

15편을 수록하고 있다.제4권은 書 8편,雜著 15편을 싣고 있다.이어서 제

5권에는 雜著에 속하는 策文 7편이,제6권에는 雜著 9편,제7권에는 ｢西原

鄕約｣,｢海州鄕約｣,｢社倉約束｣등이 실려 있다.제8권에는 雜著 2편,序 4

편,跋 1편,箴·贊·表箋 4편,祝文과 祭文이 17편,墓碣銘 4편 등이 실려 있

다.

 外集 은  經筵日記 를 정리하느라43)이보다 조 늦은 1681년에 가서

야 편찬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44)간행은  續集 과 함께 이루어졌다.

 外集 의 경우에도 지 까지는 규장각에 소장된 零本을 통해 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으나,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 이 소장하고 있

는  栗谷集 에서 총 8권 분량의  外集 질을 확인할 수 있다.아직 소개

된 이 없었던 이  栗谷集 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45)

 栗谷集 의 제1～5책에는  文集 ( 原集 의 제1～9권)과 行狀( 原集 의

종합목록에 포함되기도 하 다.여기에 기재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木版

本.[發行地不明]:[發行 不明],[發行年不明].8卷4冊:四周雙邊 半郭 21.6×16.6

㎝,有界,10行22字,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29.3×20.5㎝,表題:栗谷續集.跋:崇

禎紀元乙卯(1675)七月日後學潘南朴世采(1631～1695)謹書.”국립 앙도서 , 慕德

祠 古書目  ,국립 앙도서 도서 연구소,2010,26면.

42)필자는 慕德祠에 소장된  續集 의 소장자인 최진홍 선생님과 慕德祠 리소의

도움으로 자료를 직 확인할 수 있었다.본 지면을 빌려 厚意에 감사를 드린다.

43)朴世采는  續集 의 跋에서 이미  外集 의 편차가 완료되었다고 말하 으며, 外

集 의 跋에서는  經筵日記 에 해서만 언 하 다.

44)박 규,앞의 논문,2008,235면.

45)이 자료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 제29권  일본 오

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2014)에서 그 존

재를 확인하 고,오사카부립도서 홈페이지(www.library.pref.osaka.jp)를 통해

자료를 열람하 다.조사보고서의 462면에 기재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木版

本,12冊(完帙,文集11卷5冊,外集8卷,續集8卷,詩集1卷).四周單邊,半郭 20.6×

16.4㎝,有界,10行 22字,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一部分 上下內向有紋魚尾).29×

20㎝.五針眼線裝.白絲.楮紙.版心題:栗谷集,栗谷先生外集,栗谷先生續集.表題:

栗谷集.書根題:栗谷集.行狀(卷11末):萬曆壬子(1612)…李廷龜(1564-1635)謹狀.

栗谷續外集所輯書籍後 (外集卷頭)文集 等 29種.印:李國○印 外 1顆(太極紋

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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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이,제6～9책에는  外集 이,제9～11책에는  續集 이,제12책에는

 詩集 ( 原集 의 제10권)이 실려 있다.총 12책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기

존의  原集 , 續集 , 外集 을 뒤섞어서 재장정한 자료라고 추정할 수 있

다.그 근거로는 우선 字體 版心題가 일 이지 않으며,각각의 본은

다시 기존에 알려진  原集 , 續集 , 外集 (零本)과 그 로 일치한다는

을 들 수 있다. 한 제 문집의 편찬순서를 무시하고, 原集 의 제10권에

해당하는  詩集 을 따로 제12책에 편차함으로써 제5책에는  原集 의 제9

권 다음에 제11권이 이어지는 상이 나타났다는 ,기존의  續集 과  外

集 에 한 책 당 두 권이 수록된 것과 달리 한 책 당 세 권을 수록함으로써

 外集 의 제8권과  續集 의 제1～2권이 제9책에 함께 편입되었다는 ,본

래 朴世采의 의도와 달리  外集 을  續集 보다 앞에 편차했다는 등 역

시 이러한 근거로 지 될 수 있다.

 栗谷集 의 제1～5책,제10～12책에 해서는 앞서 언 한  原集 , 續

集 과 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제6～9책에 수록된  外集 에 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제1권은 네 편의 부와 총 131제 143수의 시를 출

처별로 나열한 뒤에 宋時烈이 漢譯한 ｢高山九曲歌｣를 실어두었다.제2권

에는 批答 2편,疎 4편,啓辭 10편,書 44편과 雜著 4편이 실려 있다.제3권

에는 序 4편,記 1편,箋 1편,｢文定王后祔廟歌謠｣,｢平安道方伯歌謠｣등의

歌謠 2편,｢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壽星醮靑詞｣,｢無題淸詞｣등의 靑詞

4편,祝文 祭文 19편,墓碣銘 2편,墓誌銘 1편,그리고 缺本  精 玅選 

에서 구한 ｢精 玅選總敍｣와 宋時烈이 漢譯한 ｢同居戒辭｣가 실려 있다.나

머지 제4～8권은  經筵日記 가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續集 과  外集 외에도  原集 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해 朴世

采는 다양한 작업을 하 다.먼 그는 1681년 李珥 작물의 부록에 해당

한다고도 할 수 있는  別集 을 편찬하 다.46)여기에는 李珥의 작이라고

는 할 수 없으나 李珥와 련된 자료들이 갈무리되어 있다. 컨 ,작자에

한 논란이 있었던 ｢太極問答｣,문인과 벗들이 기록한 李珥의 언행,당시

에 승되던 李珥에 한 여러 일화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 그는 이

46)박 규,앞의 논문,2008,236면.



-17-

까지 해오던 年譜를 수정하여  栗谷李先生年譜 를 찬하 고,47) 原集 

을 교정하 으며,48) 聖學輯要 나  擊蒙要訣 과 같은 서 들까지 정리하

여 제 문집들의 앞뒤로 편차하 다.49)

이 게 17세기 후반에 朴世采가 완수한 것처럼 보이는 李珥 자료의 정

리는,18세기에 李縡에 의해 재개되었다.앞서  全書 범례의 첫 번째 조항

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李縡가 이 까지 간행되었던 李珥 자료들을 부

인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거기서  

別集 이 직 으로 언 되지는 않았지만,｢語 ｣,｢年譜｣,行狀,묘도문자

李珥의 여러 일화를 담은 ｢諸家記述雜 ｣등을 수록하겠다는 범례의

조항들을 고려한다면,50)李縡가  續集 , 外集 , 別集 , 栗谷李先生年譜 

등 朴世采의 성과 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은 분명하다.

李珥 문집 편찬의 前史를 고려한다면  全書 가 李珥 련 자료들 체

를 포 한다는 언 을 문면 그 로 신뢰하기 어렵다. 全書 는  原集 과

같이 최 로 등장한 문집도 아닐뿐더러  續集 , 外集 , 別集 과 같이 이

에 정리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새로 편입하여 정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

이다.이 까지 朴世采의 성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부분의 범례들만 살펴

본다면, 全書 는 이 까지 朴世采가 갈무리한 자료들에 ‘全書’라는 이름

을 붙 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선생의 문집은 諸家의 문장에 견 바가 아닌지라 한결같이 道學을

밝히고 다스림의 요체와 련된 것으로서 世敎에 보탬이 있는 것을

47)이 年譜는 朴世采의  南溪正集 85～6에 수록되어 있다.

48)“況今二集及 別集 ､ 四書諺解 等書,長弟釐正,無復遺憾,而前本之錯簡誤字,已且

別爲校讎,以俟異日並鋟!”(朴世采,｢跋栗谷先生續集｣, 南溪正集 68)

49)李縡가  全書 를 편찬하며 남긴 범례를 살펴보면 朴世采가 李珥의 여러 작물

을 나름의 순서에 따라 편차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一. 聖學輯要 ､ 擊蒙要訣

 ,亦皆編入於 外集 之首 …”(李縡,｢栗谷先生全書修正凡例｣, 全書 1;｢栗谷先生

文集修正凡例｣, 陶菴集 25)

50)“先生答門生問目及諸家撰述中關於先生平日 語 ,今皆裒集,名之以‘語 ’,附于 

外集 之下,以倣 河南程氏外書 例.… 一.臨瀛所刊先生 年譜 ,乃尤菴所編,… 玄

石又爲別本一件,置諸 續 ､ 外 兩集之下,今依尤菴遺意,參 兩本,改正誤錯處.編

成而間以他事之不載 添入焉.… 一.附 中｢年譜｣如行狀碑誌表記諸文字外,又以｢

諸家記述雜 ｣,續入下端,以倣紀譜及他集遺事之例.”(李縡,｢栗谷先生全書修正凡

例｣, 全書 1;｢栗谷先生文集修正凡例｣, 陶菴集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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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하 으며, 었을 에 희롱하며 읊은 것과 科場에서 지은 賦나

表 등의 은 모두 刪削하 다.51)

(李縡,｢栗谷先生全書修正凡例｣, 全書 1;｢栗谷先生文集修正凡例｣, 

陶菴集 25)

하지만 에 인용한 범례의 세 번째 조항은, 全書 를 단순히 李珥 자료

의 체집합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여기서 李縡는 자가 었

을 에 가볍게 지은 과 科場에서 지은 을 포함하여 ‘世敎’라는 목 에

부합하지 않는 은 모두 산삭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李縡는 한편으로는

李珥 련 자료를 망라하 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世敎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은 산삭하 다며  全書 와 이 문집들 간의 계를

이 으로 기술한다.

 原集  續集  外集 기타 총 계

 全書 198수 70수 55수 1수 268제 321수*

 拾遺 1수 105수 87수 177제 193수

미수록 2수 1수 3제 3수

총 계 173제 201수 153제 175수 131제 143수 1제 1수 517수*

[표2]: 全書 의 李珥 한시 수록 황

* 續集 에는  原集 에도 실려 있는 작품 세 수가 복되어 실려 있다.

자료를 망라했다는 권두의 선언과 달리  全書 가 기존에 알려진 자

료를 의도 으로 락하고 있다는 은  全書 에 수록된 시편들을 직

따져 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의 표는  原集 , 續集 , 外集 

의 한시작품이  全書 에 얼마나 수록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 다.52)이 표

51)“一.先生文集,非諸家詞章文字之比,一以明道學關治體,有補於世敎 爲主, 時

戲漫吟咏及科場賦表之類,皆爲刪去焉.”(李縡,｢栗谷先生全書修正凡例｣, 全書 1;

｢栗谷先生文集修正凡例｣, 陶菴集 25)

52)문집에 따라 제목의 異同이 있기 때문에, 의 표에서는 시의 본문을 기 으로

작품 수를 헤아렸다. 한 김주수는 몇 수의 시를 더 제거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

으나,이는 본고의 논의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편

의상 그러한 작품들까지도 모두 李珥의 작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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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먼 확인할 수 있는 은 李縡가  全書 를 편찬할 당시에 악

하고 있었던 李珥 자료의 범 이다. 서에 수록된 총 268제 321수의 시

에서  原集 , 續集 , 外集 의 범 를 넘어서는 작품은 오직 한 작품53)

에 불과하다.이를 미루어 볼 때,李縡가  全書 를 편찬하며 참조한 자료의

범 는  原集 , 續集 , 外集 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하겠다.54)

그 다음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原集 에서의 자료 출 비율과  續集 · 

外集 에서의 출 비율 간에 큰 격차가 있다는 이다. 全書 소재 한시

의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198수의 시는  原集 에 출처를 두고

있다.그리고 이 198수의 시는  原集 에서 단 세 수만을 제외한 분량이라

는 에서  原集 거의 체라고도 할 수 있다.반면  續集 과  外集 의

경우에는 출 비율이 하게 떨어진다.비록 후 에 洪啓禧가 언 한

수 만큼은55)아니라 하더라도 여 히  續集 과  外集 에서 선별된 작품

의 숫자가  全書 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  續集 과  外集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매우 은 비율만이  全書 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全書 에서 배제된 시편들에는 挽詩나 月課와 같이 미 인 성격보다는

실용 성격이 강한 시들이 더러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선행연구들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보인다.첫 번째로는 배제작56)의 부분이

산수자연을 제재로 하는 시라는 이다. 표 으로 ｢登毘盧峯｣,｢楓嶽行

｣57)과 같은 시편들을 들 수 있다.이러한 작품들은 李珥 사후에 등장한  

김주수,｢율곡 시의 원 비평—遠接使 때의 차운시들에 해서—｣, 韓國漢文學硏

究 39,한국한문학회,2007.

53)｢次黃天使(洪憲)沿途諸作(幷序)·練光亭｣, 全書 2.

54)산문의 경우에도  原集 , 續集 , 外集 에 실리지 않은 로서  全書 에 새롭

게 실린 작품은 다음의 두 작품뿐이다.｢答成浩原｣[丁卯2], 全書 9;｢張叔(仁友)

孝行志｣, 全書 14.

55)“又六十有三年,而吾師陶庵李先生,始編 全書 ,一取其有關於世道斯文 ,而閒漫

文字幷不 ,大約於 原集 十刪一二,於 續 ､ 外集 十存一二.”(洪啓禧,｢栗谷先生

全書拾遺跋｣, 拾遺 跋)

56)이하에서 ‘수록작’,‘배제작’은 각각 ‘ 全書 에 수록된 한시 작품’,‘ 全書 로부터

배제된 한시 작품’을 의미한다.

57) 拾遺 1에 수록된 작품으로 원제는 ‘｢余之遊楓嶽也,懶不作詩,登覽旣畢,乃摭所

聞所見,成三千 .非敢爲詩,只 所經歷 耳, 或俚野,韻或再押,觀 勿嗤｣’지만,

체로 ‘｢楓嶽行｣’이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본고에서는 기술상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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臥遊  , 林下筆記 등의 편서에서도 金剛山과 련되어 빼놓지 않고 환

기되던 작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 연구자들 역시 李珥 시세계의 주

요한 범주인 산수시를58)이러한 시편들을 심으로 설정할 정도로 요하

게 다루어졌다.59)이러한 사정은  全書 로부터 배제된 작품들이 李珥 한시

에 한 논의에서 차지하는 비 을 짐작하게 해 다.

한 배제작의 상당수가 산수시라는 사실과는 조 으로,李珥 시세계

에서 지 않은 비 을 차지하는 원시 혹은 去와 련된 시편은 배제

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도 특징 이다.김주수는 李珥의 문학세계를 산

수문학과 원문학으로 표할 수 있다고 보고 각각을 고찰함으로써 이

둘의 정신 지향이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60)그러나 원시와

산수시가  全書 에 편입되고 배제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최소한  全書 에 李珥의 산수시와 원시가 서로 다른 비율

로 출된 것은, 全書 의 편찬자가 두 범주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李珥의 한시와 련하여 선행연구자들이 자주 주목하 던

교유시의 범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홍학희는 李珥 한시의 특징으로 唱

和詩가 차지하는 비 이 크다는 을 지 하 고,61)김혜숙은 李珥의 주요

한 교유자로 成渾,鄭澈,沈長源의 세 사람을 들었다.62) 재까지 알려져

를 해 해당하는 작품을 ‘｢楓嶽行｣’이라 지칭하 다.

58)본고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시 제재를 기 으로 삼아 ‘산수시’나 ‘원시’를 이

해하 다.이하에서 ‘산수시’는 언 했다시피 산수의 자연물이나 경치를 제재로

하는 작품을 가리키고,‘원시’는 去를 제재로 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59)민병수는 金剛山과 련된 한시의 표작 의 하나로 ｢登毘盧峯｣을 꼽았으며,

조세형,정항교,김주수 등의 논자는 ｢楓嶽行｣을 李珥의 주요 작품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특히 김주수의 경우 이 작품이 작자 스스로 자부심을 가

진 시임을 읽어내기까지 하 다.굳이 이 두 작품을 꼽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논자들은 체로 李珥가 산수의 자연물을 주요한 시 상으로 삼았다는 에

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 다.閔丙秀,｢金剛山詩의 代表作 評說｣, 韓國 漢文學 散

藁 ,태학사,2001;조세형,｢栗谷 李珥의 文學思想과 16世紀 文學의 한 局面｣,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49,한국어교육학회,1993;鄭亢敎,앞의 논문,2003,

129～51면;金注樹,앞의 논문,2009,42～64면.

60) 의 논문,2면;138면.

61)홍학희,앞의 논문,2001,92면.

62)김혜숙,앞의 논문,2000ㄴ,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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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李珥 자료에서 세 사람과 교유한 결과로 산출된 작품은 각기 10수,63)

5수,64)16수65)이다.이외에도 李海壽,동생인 李瑀 등과의 계에서 각각

10수,66)11수67)가 창작되었으나 여 히 沈長源의 경우에 미치지는 못한다.

곧 시와 련해서만큼은 沈長源이 李珥의 주요한 교유자 다는 에 해

서 異見이 없을 것이다.68)

문제는 가장 주요한 교유자인 沈長源과의 교유시가  全書 로부터 가장

높은 비율로 배제되고 있다는 이다.成渾,鄭澈,沈長源,李海壽,李瑀 등

다섯 인물과 련된 교유시로  全書 에서 배제된 시편의 수는 각각 3수

(30%),0수(0%),14수(87.5%),1수(10%),4수(26%)로 沈長源의 경우에 유

독 배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문제는 서론에서 언 했다시피

지 까지 이념 으로 근한 연구들이 난항을 겪은 목과도 계될 것으

63)｢理氣詠,寄呈牛溪道兄(見答書下)｣,｢感寒疾,調于密室,有感寄浩原(丁丑)｣,｢ 向

首陽,寄別浩原(戊寅)｣,｢承命召以大諫,珥赴徵, 以慰上在疚,兼得謝恩而歸,留京

一月,竟未得面 ,乘舟西下,感懷有作,書寄浩原｣,｢雪中騎牛訪浩原敍別｣,｢浩原

歸寓津關,作詩相示,次韻還寄,二首｣(2수)(이상  全書 ),｢ 牛溪共 逍遙山｣,｢

李宜仲(義健)景魯, 話于江亭,明日又話牛溪書室,次浩原韻,二首｣(2수)(이상  

拾遺 )

64)｢鄭季涵(澈)奉使湖南,余有關東之行,臨別賦贈｣,｢ 諸友到季涵家,季涵他適,入夜

而還, 酌｣,｢別季涵于露梁江閣,二首｣(2수),｢ 季涵按湖南(辛巳)｣(이상  全書 )

65)｢贈沈景混(長源),二首｣(2수)(이상  全書 ),｢游鏡湖 ｣,｢用前韻,贈沈景混(長

源),二首｣(2수),｢次景混韻｣,｢湖上醉別景混,三首｣(3수),｢復用鏡湖 韻｣,｢湖上醉

別景混｣,｢海雲 亭｣,｢次景混元日門帖韻｣,｢贈景混｣,｢次景混遣懷韻｣,｢贈景混｣

(이상  拾遺 )

66)｢次李大仲韻｣,｢復次大仲韻｣,｢ 李大仲,趙汝式諸君,登浩然亭｣,｢大仲次韻,復步

以賡｣,｢芙蓉 , 方伯大仲,都事嘉應及季獻 酌｣,｢次大仲見贈韻｣,｢ 大仲期

南江別季獻,大仲有故不至,寄謝以詩,次韻｣,｢大仲使謳 碧桃助餞席之歡,因其歸

寄詩｣,｢遊矗雲巖,寄大仲｣(이상  全書 ),｢次李大仲韻｣(이상  拾遺 )

67)｢李伯生,趙公保,尹仲說,崔立之,崔嘉運及趙兄,季獻, 余共泛舟于楊花渡傍仙遊

島,余 有西行,故諸君出餞也,嘉運出城時有詩,因次韻｣,｢燕京途中,寄 弟｣,｢金

汝器以敬差官,訪余于南江,其明日復來江上,船邀余同載,余 季獻載琴 船,風潮

至,舟不得渡,望見有作｣,｢芙蓉 , 方伯大仲,都事嘉應及季獻 酌｣,｢浩然亭,

置酒別季獻｣,｢深源寺月夜,季獻彈琴,次玄玉上人韻｣(이상  全書 ),｢洪川村 ,別

季獻｣,｢自臨瀛抵芳林驛,寫懷寄 弟｣,｢別 弟于高陽村 ｣,｢ 季獻至神光洞口昇

仙巖,有作｣(이상  拾遺 )

68)이한길,｢율곡의 경포호 한시의 해석과 번역｣, 율곡사상연구 14,(사)율곡연구

원,2007ㄱ;｢율곡의 경혼 심장원 련 한시 고찰1｣, 율곡사상연구 15,(사)율곡

연구원,2007ㄴ;｢율곡의 경혼 심장원 련 한시 고찰2｣, 율곡사상연구 16,(사)

율곡연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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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된다.이념 근을 시도한 홍학희의 연구와 그에 립한 박종우

의 연구가 충돌하는 지 이 바로 沈長源과의 교유시인 ｢次景混韻｣이었기

때문이다.69)

물론 李縡가  全書 로부터 배제된 작품들을 모두 僞作으로 단한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다.작품의 眞僞가 의심되는 경우에 李縡는 따로 을 남

겨 자신의 단근거를 분명히 표명했기 때문이다. 컨 ,작자논란이 있

었던  別集 의 ｢太極問答｣과  續集 의 ｢爲學之方｣을 李珥의 작이 아니

라고 단했을 때에는 그 근거를 밝히는 로서 각각 범례의 다섯 번째 조

항과 ｢爲學之方圖後書｣를 남긴 바 있다.따라서 근거가 밝 지지 않은 채

로  全書 에서 배제된 수많은 시편들은 僞作이어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실상은  全書 가 李珥 자료 체를 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낸다.이 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자료를  全書 가 새로이 편

입하는 경우는 드물며,자료 수록의 측면에 한정해서 보자면  全書 는 분

명  續集 이나  外集 을 통해 이루었던 성과조차도 충분히 계승하고 있지

않다.나아가 李珥의 시세계에서 주요한 비 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金

剛山 련 시 혹은 沈長源과의 교유시 등을 배제했다는 사실은, 全書 가

새로운 자료의 편입 혹은 자료의 망라를 목표로 기획되지는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 다.

한 의 표는 그가 朴世采가 수합한 자료들에 해 특별히 비 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 다.당시에 李縡는  續集 과  外集 의 존재

를 알면서도 그 에서도 아주 은 자료만을 취하고 주요한 작품들을 배

제했다는 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이 의 제 문집들,특히 朴世采가 편찬한 문집들에 해 李縡

가 취한 태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가장 구체 인 李縡의 발언은 앞서

살펴본 범례 세 번째 조항에서 발견된다.곧 었을 에 가볍게 읊은 시

와 科場에서 지은 작품들을 산삭하 다는 언 이다.우선 후자와 련하여

科場에서 지은 한시 작품을 살펴보면,이 까지 해오던 李珥의 자료

에서 科詩로서  全書 에서 배제된 작품은 단 두 수70)에 불과하다.배제된

69)배제된 산수시와 교유시는 제Ⅳ장의 제2 에서, 원시는 제3 에서 다룰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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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수에 비교해본다면 이는 결코 유의미하다고 정할 수 있을 만한 분량

이 아니다.

1～20세 21～30세 31～40세 40～49세 총계

 全書 수록작 수(A) 20수 44수 112수 145수 321수

 全書 배제작 수(B) 21수 49수 71수 52수 193수

배제 비율(

) 0.51 0.53 0.39 0.26 0.38

[표3]: 全書 의 연령 별 배제 비율

다음으로 자를 따져보겠다. 의 표는 李珥 한시를 창작시기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의 표에서는 창작자의 연령 구간을 임의로 10년으로

설정하 는데도, 全書 에서 나타나는 연령별 배제 비율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의 표를 근거로 했을 때 李縡의 언 에서처럼, 었을 에 해

당하는 작품일수록  全書 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은 분명하다.作

詩 연 가 늦어질수록 상 으로 산삭될 가능성도 함께 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배제된 편수 자체는 후반기 작품이 많기는 하지만,배제 비

율을 살펴보았을 때 ‘時’의 작품이 배제되었다는 은 분명하다.

선생[李珥]의 재질은 淸通하고 純粹하 고 선생의 학문은 高明하고

光大하 으며,그 나아가고 물러나는 때에 忠誠스럽고 조심스러워했던

마음은 더욱이 立身하여 임 을 섬기는 큰 법이 될 만하 다.지 그

의 편지를 읽어보고 시를 외워보면 아직도 그 만분의 일을 얻을 수 있

다.文中子의 말에 이르기를,“내가 孔子로부터 망극한 은혜를 입었다”

고 하 는데,정말로 [나의 경우가]그 지 않은가!71)

(李縡,｢栗谷全書跋｣, 陶菴集 24)

앞서 살펴본 범례의 에서는 이러한 반기 작품이 배제된 까닭이 ‘世

70)｢ 梁渡江(進士初試狀元)｣,｢捉月圖(進士覆試)｣(이상  拾遺 )

71)“先生之質,淸通純粹,先生之學,高明光大,而其出處去就之際,誠忠惻怛,尤足以爲

立身事君之大法.今讀其書誦其詩,猶可以得其萬一焉.文中子之 曰:‘吾於夫子,受

罔極之恩.’亶不然歟!”



-24-

敎’라는 기 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술되었다.실제로 李縡가  全

書 에 붙인 跋에서도 이러한 편찬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에 인용한 跋

은 최 로 인출된 활자본  全書 에는 락되어 있기는 하나, 全書 의 편

찬과 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의 에서 李縡는 隋의 사상가인 王

通의  中說 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李珥를 私淑하여 그로부터 망극

한 은혜를 얻었다고 자술하 다.여기서 ‘은혜(恩)’라는 말은 결국 자신이

그의 詩文을 읽음으로써 재질,학문,진퇴에 한 가르침,즉 도덕 효용

을 얻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언 을 범례 세 번째 조항과 함께 이해해본

다면, 全書 의 편찬은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도덕 표 을 세상에도

함으로써 도덕 교화를 실 해가는 데에 표면 인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全書 의 편찬의도가 단지 독자의 도덕 효용에만 그친

다고 보기는 어렵다. 全書 의 독자들이 얻게 될 도덕 효용은 허구 사

건이나 보편 인 원리의 탐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李珥라는 역사

인물의 행 에 그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독자들이 얻는 효용

과 李珥의 도덕 상은 비례 계에 놓이게 된다. 全書 의 편찬은 표면

으로는 도덕 효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이면 으로는 독자들 앞에서

도덕 표 으로서 李珥의 모습을 구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편찬의식은 결코 그 자체로 유별나다고 할 수 있는 상은

아니다.조선후기에 이르러 문집이란 단순히 자 개인의 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집단의 공유물에 가까운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72)실제로 이

러한 의식은 朴世采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상이다.자료를 리 모아

수록했다고 평가되는 朴世采조차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들을  續

集 이나  外集 으로부터 배제했기 때문이다.73)

따라서 世敎 외의 다른 기 이  全書 의 편찬에 작동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李縡는 朴世采와 마찬가지로 李珥를 도덕 표 으로 표창하

는 문집을 편찬하면서도 朴世采의 성과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2)金秀珍,앞의 논문,2013ㄷ,363～9면.

73)이에 해서는 제Ⅳ장의 첫 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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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玄石[朴世采]이 이를 병통으로 여기어  續集 과  外集 을

잇달아서 완성하 다.(… 략…)그러므로 [시기의]선후를 분명히 하

지 않았거나 리 취하 으되 정 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에 한 한탄

이 더러 없지 않았다.이 때문에 尤庵[宋時烈]이 앞에 나온 문집[ 原集

 ]과 뒤에 나온 문집[ 續集 , 外集 ]에 해 모두 병통이 있다고 여기

어 한번 바로잡아 정리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기셨다고 한다.지

마침 서원에 있는 본이 썩고 닳아 이지러진 것이 많아서 조만간 반

드시 장차 改刊해야 하게 되었다.그러므로 이번에 尤庵이 남긴 뜻에

의거하여  詩集 , 文集 , 續集 , 外集 의 네 문집을 통틀어 크게 합

쳐서 하나로 만들었다.74)

(李縡,｢栗谷先生全書修正凡例｣, 全書 1;｢栗谷先生文集修正凡例｣, 

陶菴集 25)

이와 련하여서는 범례의 첫 번째 조항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비

록 세 번째 조항처럼 한시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언 은 아니지만, 조항

은 朴世采가 편찬한 문집에 한 李縡의 비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결

론 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비 태도의 원인은 李珥에 한 宋時烈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李縡는 李珥에 한 宋時烈의 인식을 따르는 과정

에서 朴世采가 편찬한 문집들에 비 인 태도를 보 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자면, 의 인용문에서  續集 과  外集 에 가한 비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첫 번째는 창작시기 고증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이고,두 번째는 리 취하 으되 정 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다.창작

시기 고증과 련하여서는 작품의 수록순서가 바 는 정도의 향을

뿐이므로 본고의 논의와 련하여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그

러나 “ 리 취하 으되 정 하게 하지는 못했다(博取不精)”라는 두 번째

비 만큼은  全書 가 이 문집을 그 로 흡수하지 않은 사정과 련된다

는 에서 주목을 요한다.

74)“故玄石以是病之, 續集 ､ 外集 鱗次而成焉.… 故或不無不分早晩､博取不精之嘆

焉.故尤菴俱病於先後集,以不能一番釐正爲恨云.今適書院所在板本,朽刓多缺,早

晩 改刊.故玆依尤菴遺意,通 詩 ､ 文 ､ 續 ､ 外 四集,滾合爲一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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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正公 宋尤庵[宋時烈]이 일 이 자기 문인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

그림은 疎脫不精의 병통이 있음을 면치 못하 으니,가만히 의심컨

栗谷[李珥]선생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닌 듯하다”하 다.이로 인하여

朴玄石[朴世采]공이 지은 설을 辨斥하는 데에 힘썼다는 은 그의 문집

에서 고찰해보면 알 수 있다.지 삼가 선생 집안에 보 된 옛 책에서

그 출처를 자세히 검토해보니 이 그림은 溪[李滉]선생의 ｢自撰墓誌銘

｣의 아래,승상 李山海의 ｢ 先生書｣ 에 있었다.이 기록은 선생의

둘째 형 李璠이 손수 쓴 것에서 비롯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을 실은

경우가 많았으니 이 그림이 선생이 스스로 지은 것이 된다는 은 본

래 명백히 증거할 만한 단서가 없고, 그 연도에 의거하면 아마도 戊

午年[1558년,李珥 23세]에 해당하는 듯하니,설령 선생이 지은 것이라

고 하여도 아마 었을 에 해당할 것이 틀림없다.(… 략…)이에

문집을 바로잡는 날에 감히 이 그림을 그 로 보존하여 후세 사람들의

의혹을 불릴 수 없었다.75)

(李縡,｢書栗谷續集爲學之方圖後｣, 陶庵集 24)

李縡가 朴世采를 비 하는 기 으로 든 ‘정 함(精)’의 기 에 하여 살

펴보는 데에는 의 인용문이 좋은 참조가 된다. 의 은 李縡가  全書 

를 편찬하던 1742년 7월에76) 續集 에 편차되어 있는 ｢爲學之方｣77)을 두

고 그것이 李珥의 작인지를 의심하며 쓴 이다.｢爲學之方｣은 李珥가

공부의 방법을 요약하여 그린 간단한 도식이다. 續集 의 주석에 따르면

朴世采는 이 도식을  文集草本 에서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78)이는 이

75)“尤菴宋文正公嘗 其門人書, ‘此圖不免有疎脫不精之病,竊疑其非出於栗谷先生.’

仍以玄石朴公所著說,辨斥甚力, 其文集可見也.今謹就先生家藏 書,細檢其出處,

則此圖在於 溪先生｢自撰墓銘｣之下,李丞相山海｢ 先生書｣之上.蓋此 出於先生

仲氏璠手書,而多載他人文字,則此圖之爲先生自作,元無明白可證之端,且據其年條,

似在戊午間,設令爲先生所作,其在 時,無疑也.… 玆於釐正文集之日,不敢仍存此

圖,以滋後人之惑.”

76)“壬戌.(先生六十三歲.)… 七月戊寅,｢書栗谷續集爲學之方圖後｣.”(未詳,｢陶庵先

生年譜｣2, 陶庵全集 人,保景文化社,1989,525면)

77)그림이기 때문에 ‘｢爲學之方圖｣’,‘｢爲學方圖｣’등으로도 일컬어진 듯하나,본고에

서는  續集 에 기재된 제목인 ‘｢爲學之方｣’을 따랐다.

78) 文集草本 에 수록된 그림 외에도 李珥가 손수 그린 그림도 남아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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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 李珥의 자료임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79) 文集草本 

은  原集 , 續集 과  外集 등 제 문집을 편찬하는 바탕이 될 정도로 존

되었던 자료 기 때문이다.

우선 이 에서는 ‘정 하지 못하다(不精)’는 표 이 ｢爲學之方｣에 한

宋時烈의 평가로부터 비롯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宋時烈은 ｢爲學之方｣을

 續集 에 수록하고 나아가 그 내용을 옹호했던 朴世采를 비 하는 장문의

논설을 李箕洪에게 보낸 이 있다.80)해당하는 에서 宋時烈은  聖學輯

要 를 기 으로 ｢爲學之方｣을 분석하 는데,｢爲學之方｣에는 持敬,講學,

省察의 세 항목에 분속된 세부 항목들의 배치가 잘못되었고,세 항목 외에

‘力行’이라는 항목을 빠뜨렸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 하여 ｢爲學之方｣이 정

하지 못하다고 단한 것이다.

이러한 李縡의 단은 일차 으로 정 함의 기 이,李珥의 후반기 술

인  聖學輯要 를 시하 던 宋時烈의 인식과 하게 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李縡가 ｢爲學之方｣을 의심하는 근거로 宋時烈의 언 에 앞서 자

료 자체의 성격을 들기는 하 지만,후자는 어디까지나 자를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文集草本 은  原集 에서  外集 의 편찬에 이르기까지

李珥 문집의 기 자료로 존 되었다는 에서,애 에 宋時烈이 정 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면 ｢爲學之方｣은 굳이 부정될 필요조차 없

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책들을 통해 미루어나간다면 선생의 학문은 그 始終과 大體를

략 알 수 있게 될 것이다.이른바 ‘持敬,講學,省察’의 세 가지는 어

선생께서 晦菴[朱熹]선생으로부터 수받아 스스로 힘쓰시어 이를 통해

程子와 朱子를 따라 올라가 孔子와 孟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

보인다.“此呈｢爲學方圖｣,乃栗谷先生手畫 .”(宋時烈,｢答李汝九(乙卯八月三十

日)｣, 宋子大典 90)

79)尹拯 역시 이 자료의 眞本性을 의심하지는 않았다.“右卽栗谷先生所爲圖也.而牛

溪先生嘗抄朱子書題曰｢爲學之方｣,其中有答林伯和一書.此圖卽因此書而爲之 ,而

亦以｢爲學之方｣爲目,則兩先生之所共訂定可見也.”(尹拯,｢題爲學之方圖｣, 明齋遺

稿 30)

80)이는 宋時烈,｢答李汝九(乙卯八月三十日)｣, 宋子大典 90;｢答李汝九(丙辰九月十

二日)｣, 宋子大典 90에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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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는가!뒷날의 학자들이 진실로 이 몇 마디 말을 가지고 아침 녁으로

힘을 쓴다면,마침내 성취할 바가 있게 될 것이니,그 다면 보잘 것

없는 편찬의 일이라도 조 이나마 도움 되는 바가 없지는 않을 것이

다.81)

(朴世采,｢跋栗谷先生續集｣, 續集 跋; 南溪正集 68)

그런데 의  續集 跋을 참조한다면 ｢爲學之方｣에 한 李縡의 이러한

평가가 단순히 한편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우선 에 인

용한  續集 의 跋 반부에서 朴世采는 자신이  續集 , 外集 을 정리한

작업을 토 로 李珥에 한 온 한 인식이 가능해졌다는 을 강조하 다.

그는 먼 인용문의 략된 부분에서  原集 , 續集 , 外集  聖學輯

要 , 擊蒙要訣 , 學集註 , 四書諺解 등 李珥의 제 자료들이 朴世采

자신에 의해서야 비로소 완비되었다는 을 언 하 다.그리고 이 게 정

리된 자료들이 토 가 되어 李珥의 업 을 ‘持敬,講學,省察’이라는 세 가

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고 말하 다.이 세 항목은 李珥에 한 모

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라는 에서 李珥에 한 朴世采의 최종 인 인식

을 반 하는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항목은 바로  續集 에 수록되어있는 ｢爲學之方｣에 등장한

다는 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爲學之方｣은 德性의 持敬,道問學의 講

學,是非와 公私 등을 따지는 省察 등의 세 가지 일을 배우는 것이 학문이

므로 이 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을 골자로 삼는 이다.82)

李珥 학문의 大體로서 이 세 가지를 지 한 朴世采의 인식은 분명 李珥가

이 세 가지를 심으로 학문을 닦았다는 을 보여주는 ｢爲學之方｣에 근

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爲學之方｣의 부정은 李珥에 한 朴世采의 인식을 요약하는

바로 그 자료의 가치를 원천에서부터 쇄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宋時

烈을 따르는 李縡가 보기에,朴世采는 최소한 李珥가 었을 에 지은 자

81)“繇是推之,先生之學,其始終大體槩可知矣.所 ‘持敬,講學,省察’三 ,夫豈非先

生之所受於晦菴夫子以自勉,而由是可以溯洛閩而達洙泗 哉!”

82)“學 ,學此而已,三 廢其一,非學也.”(｢爲學之方｣, 續集 4,32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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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기 하여 李珥를 이해하려 하 으므로 그의 인식이 정 할 수가 없

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李縡의 ‘정 하지 못하다(不精)’는 평가는 朴世采의 인식이 宋時烈

의 인식과 어 난다는 을 가리킨다.僞作에 가까운 ｢爲學之方｣을 朴世采

가  續集 에 수록한 것은,애 에 朴世采가 편찬한 문집이 근거하고 있는

인식이 宋時烈의 인식과 다르다는 데에 기인하기 때문이다.朴世采의 인식

을 인정할 수 없었던 李縡로서는 그가 편찬한 문집들 역시 비 의 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논의를 총 하자면,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1744년

편찬된  全書 는 李縡가 李珥에 한 자신의 인식을 기 으로 당시까지

정리되었던 자료들의 상당 부분을 의도 으로 배제하여 이루어진 문집이

다.배제된 비율을 살펴볼 때,李縡는 이 시기에 朴世采가 편찬했던 李珥

문집들에 해 비 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李珥에 한

朴世采와 宋時烈의 인식이 충돌하는 가운데,李縡는 자를 부정하고 후자

를 지지하 기 때문이다.이어지는 장에서는 李縡가 宋時烈의 인식을 받아

들여  全書 를 편찬한 일이 당 의 정치 맥락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

찰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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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李珥에 한 인식과 

 栗谷全書 편찬의 함의

제 1  李珥의 행 에 한 西人과 南人의 공방

본 장에서는 李縡가 李珥에 한 특정한 인식을 취하게 되었던 정치

배경을 추 하고,이러한 배경 속에서  全書 의 편찬이 가지는 함의를 밝

히려고 한다.앞 장에서 이미 그가 宋時烈의 인식을 계승하고 朴世采의 인

식을 배척하려 했다는 을 살펴본 만큼,본 장의 논의는 이 두 인물의 인

식에 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첫 에서는  全書 편찬에 향을

미친 宋時烈의 인식이 내포한 의미를 西人과 南人의 정치 공방 속에서

고찰할 것이고,다음 에서는 西人 내부에서 朴世采의 인식과의 갈등 속

에서 고찰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李珥에 한 인식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宋時烈은 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李珥를 계승하는 학문 연구,李珥 年譜의 수정,李珥

를 文廟에 從祀하려는 운동 등 그는 李珥와 련된 여러 학술 ·정치 사

업을 이끌었던 것이다.그 에서도 文廟從祀 논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그가 주도하 던 사업들이 궁극 으로는 李珥의 文廟從祀를 목표

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이 사건은 宋時烈 개인의 차원에서뿐만 아

니라,그가 속한 정치집단인 西人의 李珥 이해에서 요한 의미가 있다.文

廟從祀를 둘러싼 논쟁에서 宋時烈을 포함한 西人은 李珥를 옹호하는 논리

를 형성하여 南人의 비 에 응함으로써 南人과 구별되는 독자 인 방식

으로 李珥를 이해하 기 때문이다.83)

李珥의 文廟從祀를 둘러싼 립을 직 살펴보기에 앞서,우선 논쟁 으

로서 李珥의 행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양

83)유새롬,｢17세기 西人의 學統意識과 栗谷年譜의 편찬｣,서울 학교 석사논문,

200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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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은 그의 入山 경력을 두고 논쟁을 벌 다.여러 年譜들에 따르면 李珥

는 1554년 3월에 金剛山으로 入山하여 이듬해 에 江陵으로 귀환하

다.84)산에 머물 던 시기가 긴 것도 아니었거니와 李珥 스스로도 이 시기

에 한 상세한 기록을 남긴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入山의 후사정을 살

펴볼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가장 빈번하게 언 되는 자료는 ‘｢

戊辰疏｣’로도 알려진 ｢辭副校理疏｣와 이 당시에 해 기술하고 있는 ｢年譜

｣이고,당시 사정에 해 제3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일화도 약간 남아있다.

신[李珥]은 본디 漢陽의 한 평민으로 어린 나이에 道學을 추구하 으

나 옳은 방도를 알지 못하고 諸家에 汎濫하여 마음의 안정을 이루지

못하 습니다.운수가 불길하여 어머니를 일 여의고 망령되이 슬픔을

억 르려 한 나머지 불교에 탐닉하게 되었습니다.기름이 배어들고 물

이 스며들 듯 갈수록 깊이 빠지게 되자 이로 인하여 本心까지 어두워

져 깊은 산 으로 달려 들어가 禪門에 종사하기를 거의 일 년 가까이

나 하 습니다.신령한 하늘에 힘입어 하루아침에 [禪學이] 혹하는

말과 거짓된 학설임을 깨달아 결함이 환히 드러났습니다.오장육부를

꺼내어 더러움을 씻어낼 길은 없고 失意한 채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끄

럽고 분하여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85)

(｢副校理를 사직하는 소(辭副校理疏)｣, 全書 3; 原集 1)

李珥가 상소하기를 (… 략…)하자,상[宣祖]이 답하 다.“ 로부터

호걸다운 선비는 불교에 빠져들게 되는 일을 면치 못하 다.지난날 불

교를 탐닉했던 작은 실수로 論思의 한 임무를 가벼이 체임할 수는

없다.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새롭게 하 으니,그 뜻이 가상하다.마

땅히 사직하지 말라.”86)

84)“甲寅,三十三年(先生十九歲),… 三月,入金剛山”;“乙卯,三十四年(先生二十歲),

春,往江陵,著｢自警文｣”(｢年譜｣, 全書 33)

85)“臣本漢陽一 衣也,髫年求道,學未知方,泛濫諸家,罔有底定.生丁不辰,早喪慈

母,以妄塞悲,遂耽釋敎.膏浸水潤,反覆沈迷,因昧本心,走人深山,從事襌門,治周

一年,賴天之靈,一朝覺悟,誣辭僞說,破綻昭著.抽臟擢腑,未足洗汚,纍然歸家,慙

憤求死.”

86)“珥上疏,有曰:… 上答曰:‘自古豪傑之士,未免[爲]佛氏所陷溺.不可以昔日耽釋之

失,輕遞論思重任.且悔過自新,其意可嘉.宜勿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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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宣祖修正實  1년 5월 1일;｢年譜｣, 全書 33)

의 첫 번째 인용문은 入山과 련하여 가장 많이 언 되는 자료로,

1568년 李珥가 弘文館 副校理의 직책을 사양하고자 宣祖에게 올린 상소문

이다.여기서 李珥는 入山의 원인으로 禪學에 한 심을 지목하 다.李

珥가 었을 에 禪學에 심을 두었다는 은 ‘｢丁亥後 事｣’로도 불리

는 李有慶의 상소문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이에 따르면 집안에 불

경이 많아서 李珥가 이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마침 돌아가시게 된 어머

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인하여 ‘佛家의 깨달음을 얻으면 죽은 사람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혹되었다고 한다.87)이때 李珥 집안에 불경이 많이 구비되

어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불경을 좋아했던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

인다.88)요컨 ,李珥는 불경을 좋아했던 아버지를 통해 禪學에 하

고,모친상을 계기로 禪學에 한 심을 入山으로 표출하 다는 것이

다.89)

그런데 와 같은 자료에서 李珥는 자신의 이러한 入山 경험을 부정

으로 표 하 다.여러 年譜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90)禪學이 異端의 학

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잘못된 학문에 빠졌던 것을 깨

달은 뒤에 出山하며 그가 느낀 심정은 “분하여 죽고 싶었다(慙憤求死)”라

87)“珥家適有古佛經. 時披覽而略涉之,其 曰:‘若得佛家妙處,則終見死 .’常疑其

,及其喪母之後,遑遑焉冀其如有所返焉.三年喪畢,乃入深山,其於佛經,無所不

讀,庶 得其道.”(李有慶,｢丁亥後 事｣, 別集 4,8ㄱ～ㄴ)

88)“珥,自 時已有文名.早喪母,執喪有誠.父妾不慈,且其父元秀嘗耽佛經,珥年十六

七,有僧誘以薦福亡靈之說,珥不告家人,卽拂衣入金剛山,數年乃知其誕而反.”( 明

宗實  21년 3월 24일)

89)李珥는 다른 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자술하 다.“奄過成童,失恃之禍,慘

及於身,加之以迷方之疾,內攻于心,狂走山林,顚倒失所,不趨孔鯉之庭,不執黃香之

扇.歲已周矣,一朝自悟,返而思之,悔極生悲,自責自愧,不 其生,不定其心 累

日.”(｢別洪表叔序｣, 全書 13)이 내용은  栗谷牛溪二先生年譜 ,｢栗谷李先生年譜

｣, 全書 에 수록된 李縡의 ｢年譜｣등의 후 의 年譜들에 그 로 수용된다.“先生

自 爲學, 用心於內,以收心養性爲本,其在內艱,孝思罔極,不能自制,殆至毀性.

偶看釋氏書,遂有以妄塞悲之意,因染禪學,欲謝人事而一試之.至是,遂作金剛之遊.”

(｢年譜｣, 全書 33)

90)“遂疑其學之邪,復取聖賢書而溫繹之,知其說之眞不我欺也,始乃大悟,束裝而歸.”

(｢年譜｣, 全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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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극단 으로 표 된다.

두 번째 인용문은 이러한 상소문에 한 宣祖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實 의 기사인데,여기서 국왕이 상당히 우호 인 태도를 취하 음을 확인

할 수 있다.入山을 자책하는 李珥에 하여,宣祖는 그러한 일은 빼어난

선비라면 한 번쯤 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하 던 것

이다.나아가 宣祖는 과거에 異端에 빠져들었던 작은 실수를 고치고 유학

으로 돌아오기까지 했다는 을 높이 평가하며 칭찬하기까지 하 다.

이러한 宣祖의 반응은 이보다 앞서 李滉이 보여주었던 반응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出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558년에 李珥는 星州의 처가에서

江陵으로 오는 길에 禮安에 들러 李滉을 만나 교분을 맺었고,이후로 李滉

이 별세하는 해인 1570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서신을 주고받았다.주고받

은 편지가 모두 하지는 않아 상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하는 李滉의

답신을 통해 추정해보면 禮安에서 李滉을 직 만났을 때와 1558년에 李

滉에게 보낸 서신에서,李珥는 자신의 入山 경 를 ｢辭副校理疏｣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백했던 듯하다.91)그리고 이에 해 李滉은 程顥,張載,朱熹

등 宋代 유학자들도 다들 禪學에 出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용하여,그가

잘못을 고친 것을 좋게 여기고 나아가 유학에 종사하는 자세를 격려하기

도 하 다.92)이 듯 李珥는 스스로 入山의 원인으로 禪學을 지목했으며,

禪學에 빠졌던 과거를 부정하고 참회하는 진술을 통해 국왕이나 李滉과

같은 권 자들로부터 정 인 답변을 수신할 수 있었다.

栗谷은 10여 세에 문장이 이미 성숙하여 높은 명망이 있었는데,아버

지가 첩에게 빠져서 아버지로부터 뜻을 얻지 못하여 出家하여 구름처

럼 떠돌아다니며 法名을 ‘義菴’이라 하 다.스님들이 그를 존경하여

‘生佛’이라고 하면서 [李珥를 태운]竹兜子를 어깨에 메고 다녔다.93)

91)1558년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李滉에게 보낸 李珥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다.

재  全書 9에는 1558년 李滉에게 보낸 편지 에서도 학문 내용과 계된 別

紙만이 한다.

92)“惟程伯子､張橫渠､朱晦菴諸先生,其始若不能無 出入,而旋覺其非.噫!非天下之

大智大勇,其孰能脫洪流而返眞源也哉!往聞人 ,足下讀釋氏書而頗中其毒,心惜之

久矣.日 之來見我也,不諱其實,而能 其非,今見兩書之旨又如此,吾知足下之可

適道也.”(李滉,｢答李叔獻(珥○戊午)｣, 溪集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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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時讓, 涪溪記聞 )

그러나 入山에 한 李珥의 자술을 문면 그 로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

는 자료들 한 존재한다. 에 인용한 자료는 金時讓이  涪溪記聞 에 수

록한 일화의 일부로,入山의 원인을 禪學이 아니라 당시 李珥 집안 내부의

불화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여 다. 의 기록에 따르면 李珥의

부친이 소실을 들인 것으로94)말미암아 李珥와 부친 사이에 갈등이 발생

하 는데,李珥의 入山은 이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家出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화는 入山의 실질 인 동기가 禪學에 한 심이 아니라 가

정불화에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 다.물론 入山한 뒤로 禪學에 빠져 ‘義菴’

이라는 法名을 가진 승려가 되었다는 것까지 서술하고 있다는 에서, 涪

溪記聞 의 일화가 ｢辭副校理疏｣의 진술을 면 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

다.하지만 앞서의 자료들과 달리  涪溪記聞 의 일화에서 禪學은 入山의

동기로 거론될 수 없다. 의 일화에서 禪學에 빠져든 일은 도리어 入山을

계기로 발생한 사건이지,처음부터 禪學을 공부하려고 入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95)

이 게 가정불화를 入山의 원인으로 보는 입장은,李珥의 자술인 ｢辭副

校理疏｣와 달리,모두 金時讓처럼 제3자의 시선에서 기술된 일화에서만 나

타난다.이러한 성격 때문에 자연히 내용상으로도 기록자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涪溪記聞 에서는 李珥와 부친 사이에서 불화

가 벌어졌다고 증언하지만,李珥와 서모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음을 암시하

는 기록도 있다.96) 한 鄭弘溟의  畸菴雜  97)이나 曺冕周가 남겼다고

93)“栗谷十餘歲,文章已成有重名.父惑於嬖妾,不得於父,出家雲遊,禪號義菴.緇徒

之以爲生佛,以竹兜子肩擔而行.”

94)李元秀가 첩을 들인 경 에 해서는 자세한 사항이 하지 않으나,논자에 따

라서는 ｢先妣行狀｣( 全書 18)의 구 인 “於洪氏前,未嘗叱姬妾”에서 언 된 ‘姬妾’

이 李珥의 庶母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 다.한 우, 율곡 李珥 평  ,민음

사,2013,68～9면.

95)황 연은 李珥이 禪學을 닦는 일이 굳이 入山하지 않았더라도 집안에서 이미 이

루어질 수 있었다고 으로써,禪學이 入山의 원인이라는 가설에 반 하 다.황

연, 이율곡,그 삶의 모습 ,서울 학교출 부,2000,39～44면.

96)“珥,自 時已有文名.早喪母,執喪有誠.父妾不慈,且其父元秀嘗耽佛經,珥年十六

七,有僧誘以薦福亡靈之說,珥不告家人,卽拂衣入金剛山,數年乃知其誕而反.”( 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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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록98)에서는 李珥의 큰형인 李璿과 서모 사이에 불화가 있었으며

李珥는 오히려 이 둘을 재하다가 부친에게 사정을 고한 입장이었다고

기술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자료들 간의 내용이 정합 으로 이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부친이 서모를 좋아했다는 ,서모와 큰형의

불화를 李珥가 부친에게 고했다는 등을 고려한다면,李珥가 부친에게

서모의 문제 들을 자주 일 기 때문에 부친과 서모가 한 편이 되어 李珥

와 李璿을 소원하게 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자료들 간 詳略

의 차이는 있지만,여러 기록들은 최소한 집안 내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

한 불화로 말미암아 그가 집을 떠났다고 증언한다는 에서는 공통 이

다.99)

나아가 공식 인 성격을 가진 기록물들에서도 이러한 일화를 찾아볼 수

있다는 에서 가정불화와 入山 사이의 인과 계를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

다.李珥 생 에 지어진  明宗實  에서100)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가정불

화와 入山을 연 짓는 언 을 발견할 수 있다.1564년 8월 30일 기사에서

는 李珥가 어렸을 에 부친의 첩에게 시달림을 당하여 집을 나왔다고 되

어 있고,101)1566년 3월 24일 기사에서는 李珥가 서모와의 불화를 계기로

宗實  21년 3월 24일)“栗谷庶母性悖無道,栗谷初年出家蓋以此.”(朴世采,｢記

時所聞｣, 南溪正集 57)李珥와 서모가 원만한 계를 이루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자료들도 있다.“愚所聞於師門,則其庶母悖惡果絶異,先生起敬起孝,終於底豫,此

乃實事也.(先生嘗 客而坐,有人來獻一槃紅柹,先生意客飢,以一枚 客,而又自取

一枚以侑之而入 .庶也見兩窠之空,大唱而罵曰:‘如此欲之,則何必入 ?’先生亟取

兩柹而入謝曰:‘來客有飢色,故徑 之.吾果失誤矣.’庶也遂解怒而食,此其一事也.)”

(宋時烈,｢答權致道(丙寅十一月二十八日)｣, 宋子大全 88; 全書 38,｢諸家記述雜

｣)

97)“又 其長子璿失和,栗谷周旋兩間,盡力規諫,而終不能得,泣告于先人曰:…”(｢拾

遺雜 ｣中, 別集 5,40ㄴ)

98)曺冕周의 기록은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다만 朴世采의 ｢記栗谷先生入山

時事｣에서 그 략을 확인할 수 있다.“先生目見家道之乖,以致心事靡定.時外祖

母李夫人在江陵,乃請贊成公往省,去時留三書,其辭意一如鄭 ,蓋欲以此感動之

也.”(朴世采,｢記栗谷先生入山時事｣, 南溪續集 20)

99)李珥와 가깝게 지냈던 이 있는 柳成龍 역시 이러한 기록을 남겼다.“李珥,字

叔獻. 喪母,父蘭秀[李元秀]有愛妾,遇之不善,珥發憤 去,入山爲僧,名倚巖[義

菴],遍遊楓岳､五臺諸山.”(柳成龍, 雲巖雜  ,14면)

100) 明宗實  은 李珥가 36세 되는 1571년에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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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山하 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102)이러한 기록은,그 뒤에 그의 재주를

정 으로 평가하는 문장이 이어진다는 103)에서 서술자가 李珥에 해

악의를 가지고 기술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李珥의 入山이 공식

으로 문제시되지 않았던 시기에,당사자가 살아있던 때에 편찬된 공식

인 실록의 기사에서,더구나 그에 해 정 으로 평가하는 맥락 속에서

이러한 일화가 언 되었다는 것은,가정불화가 入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는 가설의 신빙성을 높여 다.

이상에서 살펴본 入山에 한 두 가지 가설은 入山의 원인을 서로 다르

게 설명함으로써 양립할 수 없는 계에 놓이게 된다.李珥의 자술을 근거

로 삼는다면 그의 入山은 禪學을 추구하겠다는 목 의식이 작동한 결과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반면  涪溪記聞 과 같은 제3자의 기술을 근거로 삼

는다면 禪學이 入山의 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게 된다.해당 기록들은 禪

學보다는 가정불화가 入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

이다.

이러한 李珥의 入山 경력은 李珥 사후 文廟從祀 청원에 한 반 근거

로 南人에 의해 반복 으로 지목되었다.李珥의 文廟從祀 청원은 仁祖 즉

직후부터 제기되었을 정도로 西人에게는 시 한 사업이었다.이는 西人

의 집권 명분을 확보해야했기 때문이었는데,104)文廟從祀 운동의 이러한

정치 성격은 자연히 南人의 견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李珥의 文廟從

祀를 둘러싼 南人과 西人의 립은 肅宗 때까지 이어졌는데,그 에서도

체로 1635년과 1650년에 이루어진 갈등이 가장 격렬한 립으로 꼽힌

다.105)1635년에는, 학 유생 宋時瑩 등 270여 명이 李珥와 成渾의 文廟從

101)“但 時,爲父妾所困而出歸,流寓山寺,久而後返.”( 明宗實  19년 8월 30일)

102)“父妾不慈,且其父元秀嘗耽佛經,珥年十六七,有僧誘以薦福亡靈之說,珥不告家

人,卽拂衣入金剛山,數年乃知其誕而反.”( 明宗實  21년 3월 24일)

103)“爲人聰敏博學强記,善綴文辭,早著聲名.一年拔擢司馬､文科兩壯元,時人榮之.”

( 明宗實  19년 8월 30일);“爲人質甚美,無矯飾之態.學知義利,趨向有方,於俗

累湛然無意,… 文章富贍,若不經意,滔二不竭.其登第也,通魁三場.”( 明宗實  

21년 3월 24일)

104)김용헌, 조선 성리학,지식권력의 탄생:조선시 문묘 종사 논쟁 읽기 , 로

네시스,2010,216～9면.

105)유새롬,앞의 논문,200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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祀를 청원하 는데,이에 해 蔡振後를 비롯한 南人계열의 유생들이 반

상소를 올리며 논쟁이 확 되는 모습을 보 다.106)이때 蔡振後가 반 의

근거로 들었던 사실이 바로 李珥의 入山 경력이었지만,여러 가지 일화들

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쳐 아직 논리 으로 정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경상도의 進士 柳稷 등 9백여 인이 상소하기를,“(… 략…)요컨

두 신하[李珥와 成渾]는 역시 한때의 名人이니 어 한두 가지 일컬을

만한 일이야 없겠습니까.그러나 그들의 평생을 살펴보면 결 이 매우

많습니다.사람을 논하는 법은 반드시 大節을 우선으로 삼으니,大節이

손상되었다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습니다.李珥가 天倫을 끊어버리고서

禪門에 도망하여 숨은 것은 참으로 名敎에 죄를 얻은 것이니,그 당시

에도 사마시에 뽑 서 聖廟에 배알하는 것을 오히려 허락하지 않았습

니다.

그리고 李珥의 학문은 오로지 ‘氣’자만을 주장하여 氣를 理로 알았습

니다.이 때문에 理와 氣를 같은 것으로 여겨 다시 분별함이 없었으며,

심지어 ‘마음이 바로 氣이니 四端과 七情은 모두 氣가 발한 것’이라고

여기는 데에 이르 습니다.이러한 병통의 근본은 원래 道와 器를 변별

하지 않은 陸九淵의 견해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폐해는 作用을 性의

體라고 한 釋氏의 주장과 같습니다.”107)

( 孝宗實  1년 2월 22일)

에 인용한 柳稷의 반 는 文廟從祀 논쟁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1649년 洪葳를 비롯한 太學生 수백 명이 상소를 올려 李珥와 成渾을 文廟

에 從祀하도록 청원하자,108)이듬해인 1650년 이러한 청원의 불합리성을

지 하고자 경상도의 유생 900여 명을 표하여 柳稷이 상소문을 올린 것

106) 仁祖實  13년 5월 11일.

107)“慶尙道進士柳㮨等九百餘人上疏曰:‘… 要之二臣 ,亦一時之名人,豈無一二可稱

之事乎?顧其平生,疵累甚多.論人之法,必先其大節,大節旣虧,餘不足觀.李珥之割

棄天倫, 遁空門,固已得罪於名敎,其時尙不許司馬 聖.…

且珥之學, 主氣字,認氣爲理,故以理氣爲一物,而無復分別,至以爲 ‘心是氣也,

四端､七情,皆氣之發.’是其病根,元出於陸家不分道、器之見,其爲害,同歸於釋氏作

用爲性之體也.’”

108) 孝宗實  즉 년,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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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이 시기 文廟從祀와 련하여 경상도 유생들은 南人과 입장을 같이

했던 만큼,109)이러한 비 은 南人의 입장을 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柳稷의 이러한 반 는 규모 상으로도 이 에 비해 거 해졌을 뿐

만 아니라,논리 으로도 蔡振後의 상소문보다 발 된 형태를 보여 다.

물론 李珥 文廟從祀에 한 南人의 반 논리는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여

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110)논 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을

의 상소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다.

인용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제일의 근거로서 출처상의 오류를 들었다.

이는 이미 蔡振後가 지 했던 내용이기도 하다.李珥가 天綸을 끊었다는

柳稷의 언 은 그가 入山하여 가족과 계를 단 했던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五倫 에서도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부자 계(親)는 유가

에서 사회 인간 계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柳稷은 가족이라는

기본 이고도 요한 인간 계를 李珥가 부정했다는 을 비 한 것이다.

柳稷의 이러한 비 은 그가 入山의 원인을 禪學에서 발견하 든 가정불

화에서 발견하 든 간에 어느 경우에라도 모두 용될 수 있다. 자가 사

실이라면 그의 상소문은 李珥가 禪學에 빠져서 사회와의 인연을 끊고 승

려가 되었다는 을 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후자가 사실이라면 李珥

가 가정불화를 구실로 부모에 한 孝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식으로

서의 도리를 방기했다는 을 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柳稷이 어느 쪽을 염두에 두었는지가 문면에 직 으로 나타나지

는 않으나,그가 이러한 논 의 근거로 든 일화를 살펴본다면 후자일 가능

성을 무시할 수 없다.그가 언 하는 일화는 李珥가 文廟에 배알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던 일화로,이는 앞서 인용한  涪溪記聞 의 일화에 뒤이어

실려 있는 내용이다.111)두 일화가 함께 해졌던 만큼,柳稷은 李珥가 가

109)薛錫圭,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2002,265면.文廟從祀 논쟁에

참여한 경상도 유생들은 부분 李滉의 학통을 이은 집안의 후손들이었다.許捲

洙, 南人과 西人間의 兩大論爭:朝鮮後期 文廟從祀와 禮訟 ,술이,2005,213～4

면.

110)유새롬,앞의 논문,2005,7～9면;정호훈,앞의 논문,2011,87면.

111)“初以生員詣泮宮 先聖,閔通禮福爲掌議,訾以爲沙門不許.日至晩,榜中皆失色,

公神采自若,未嘗 變.”(金時讓. 涪溪記聞 )물론 이 일화는 宋應漑의 상소문이

나 柳成龍의  雲巖雜  등에서도 보이는 것처럼,당 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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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불화로 인해 入山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염두에 두고 상소문을 작성했다

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요컨 그가 李珥의 入山을 비 하 을 때,이

는 李珥가 가정불화에서 도피하느라 부자 계라는 天倫을 방기했음을 공

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다른 구 들과의 계에서도 지지될 수 있다. 에 인용

한 첫 단락에 이어 그 다음 단락에서 柳稷은 李珥의 入山을 두고 “어질면

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없다(未有仁而遺其親 也)”고 기술하 다.이

는 柳稷의 비 이 李珥가 부자 계를 버린 것을 겨냥하고 있음을 암시

한다. 한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柳稷은 李珥의 학문이 禪學과 가깝다

는 에 해서는 별도의 목을 두어 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 다.

이는 첫 단락에서의 비 이 禪學보다도 가정불화에 의한 家出에 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 다.

한 이후로 나타나는 南人의 상소문에서도 이러한 추정의 근거를 구할

수 있다. 컨 ,己巳換局 이후 文廟에서 黜享된 李珥에 하여 南人 李聃

命은 “李珥의 아버지가 일 이 첩에게 빠져서 李珥를 하는 것이 좋지 않

았으므로,그가 이에 禪門으로 도망해 들어가서 그 이름을 ‘義菴’이라고 하

으며 들이 존경하 습니다.그러니 이제 이치에 가까운 것을 보고 禪

學에 물들게 되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입니다(珥之父嘗惑於妾,待珥不善,

珥乃 入叢林,號義菴,而緇徒 之,今乃 見其近理而染禪 謬也)”라고 하

여 李珥가 禪學을 공부하러 入山하 다는 가설을 명백하게 거부하기도 하

다.112)이처럼 南人계열의 인사들이 개한 비 을 고려할 때,柳稷 역시

같은 방식으로 비 을 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李珥를 비 하는 두 번째 근거는 李珥 학문이 異端의 성격을 가진다는

이라고 할 수 있다.｢年譜｣에서 禪學을 배우러 入山하는 李珥가 理에

한 언 없이 다만 마음의 氣를 기르러 간다고 벗들에게 알렸다고 되어있

로 보인다.“大司諫宋應漑啓曰:‘… 李珥本一緇髡也,斷棄君親,得罪人倫.… 初選

上 , 聖之時,館中多士,羞 爲列,不許通竭,賴沈通源遣其鏵,奔走先後,乃得行

之.’”( 宣祖實  16년 7월 16일);“甲子生員壯元,欲 聖,館中諸生,以珥曾爲僧,

拒不納.”(柳成龍, 雲巖雜  ,14면)

112)｢李珥成渾黜享復享｣, 練藜室記述別集 3. 肅宗實  15년 3월 17일 기사에 당

시 정황이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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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113)李珥는 었을 에는 氣一分殊論을 견지하 으며,이러한 氣

심의 세계 은 이후에 成渾과의 서신 왕복을 통해 발 함으로써 ‘理通氣

局’ ‘心是氣’라는 핵심 명제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114)곧 그가 入山

당시에 취했던 학문 입장은 이후에 이론 으로 다듬어진 학문 입장과

긴 히 연 되어 있다는 것이다.

柳稷의 비 은 바로 이 을 고들고 있다.柳稷이 비 한 李珥의 명제,

“마음이 바로 氣이니 四端과 七情은 모두 氣가 발한 것이다(心是氣也,四

端､七情,皆氣之發)”는 李珥가 李滉의 互發說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이론을

개하며 내세운 가장 핵심 인 명제이다.115)곧 柳稷은 李珥가 入山할 즈

음에 취했던 입장이 바탕이 되어 李滉의 학설을 공격했다고 해석한 것이

다.그에 따르면 李珥는 出山 이후에 표면 으로는 禪學을 부정한 것처럼

행세하 으나,실제로는 여 히 잘못된 禪學의 논리에 사로잡 있었던 인

물이 된다.

학문 성격을 띤 이러한 두 번째 근거는 자보다 더욱 논리 인 틀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상소문의 구조상 이러한 학문 흠결은 入山의 논

리 귀결에 해당한다.상소문에서 柳稷이 그리는 李珥란, 었을 에 天

倫을 가볍게 끊어버리는 출처상의 잘못을 질 고,그러한 잘못이 원인이

되어 사회에 돌아온 뒤에도 학문 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인

물이다.요컨 반 주장의 핵심은 李珥가 天倫을 끊고 사회로부터 벗어났

다는 을 모든 잘못의 근원으로 지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주장은 入山 경험을 우연한 사건에 국한시켜 이해하기보다는 李

珥 생애 체에 향력을 미치는 한 사건으로 기술함을 의미한다.인

용문의 첫 단락에서 入山 경력을 의식하고서 “大節이 손상되었다면 나머

지는 볼 것이 없습니다(大節旣虧,餘不足觀)”라고 언 한 것은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李珥 일생을 표하는 사건이 入山과 같은 일탈

113)“仁智 之所以養氣 ,捨山水而奚求哉!”(｢年譜｣, 全書 33)

114)정원재,｢지각설(知覺說)에 입각한 이이(李珥)철학의 해석｣,서울 학교 박사

논문,2001,39～45면;82～4면.

115)“大抵發之 ,氣也;所以發 ,理也.非氣則不能發;非理則無所發.(發之以下二十

三字,聖人復起,不易斯 .)無先後,無離合,不可 互發也.”(｢答成浩原(壬申)｣, 

全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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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라면 이후의 삶 역시 잘못된 학문으로 철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

을 함축한다고 하겠다.

신[宋時烈]이 조심스 답하 습니다.“朱子는 먼 는 병이 나았다가

나 에는 병이 든 경우와 먼 는 병이 들었다가 나 에는 나은 경우에

한 변론을 한 이 있는데,楊氏[楊時]는 바로 앞뒤로 끝내 병이 낫

지 않은 사람이며,文成公[李珥]은 바로 먼 는 병이 들었다가 뒤에 병

이 나은 사람이다.더구나 그가 禪學에 빠져들었을 때의 나이는 20세

이 이었으니,그 다면 더욱 累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략…)이미

[朱熹가]道謙을 따라 開善寺에서 거처하 다고 했으니,그 다면 그가

開善寺에 드나들며 왕래한 것을 알 수 있다.그 다면 文成公이 잠시

山寺에서 노닐었던 것 역시 朱子의 初年과 무엇이 다르겠는가?”신은

매번 다음과 같이 말하 습니다.“朱子는 명정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初年을 말한 것이 이와 같았으며,延平[李侗]은 질박함과 정성

으로 마음을 보존하 기 때문에 朱子를 칭찬하여 말하면서도 비호하거

나 과실을 덮어주지 않았는데,(… 략…)옛날에 文純公 李滉 역시 李

珥가 과거 일을 숨기지 않은 것을 칭찬하 으니 이것도 延平의 뜻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朱子가 어 일 이 李珥처럼 變形하 겠

는가?”라고 하자 신이 답하 습니다.“그 마음이 이미 [禪學에]빠

져버렸다면 變形 여부는 논할 것이 아니다.그러나 文成公이 變形하지

않았음은 文忠公 張維의 辨證에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으며,더구나 文

成公이 入山하 을 때의 詩序를 찰하면 더욱 방 분변할 수 있을

것이다.”(… 략…)

그[朱熹]가 經書를 해석할 때에는 일 이 이러한[국가 지원에

한]청이 없었는데 유독 이 책[禮書]에 해서만 이와 같이 한 것은,진

실로 禮가 가다듬어지면 국가도 다스려지고 禮가 어지러우면 국가도

어지러워지니,그것[禮]이 천하와 국가에 계되는 것이 이와 같으므로

번거롭고 외람됨을 의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략…)이 때문에 故 文元公 金長生이 程子와 朱子의 학통을 文成公

李珥로부터 얻어서 그 학설을 모두 물려받은 뒤에 마음에 징험하고 몸

에 체득한 연후에야 朱子께서 한스러워하던 바를 개탄하여 만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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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禮書에다 뜻을 두었습니다.116)

( 肅宗實  7년 12월 14일)

의 인용문에서는 南人의 비 에 해 ‘辨誣’라는 명목으로 작성된 西

人의 반박 논리를 잘 보여 다.인용문은 1681년 12월에 宋時烈이 최종

으로 李珥를 변호하면서 아울러 金長生을 함께 文廟에 從祀할 것을 건의

한 상소문이다.이미 이해 9월에 肅宗이 李珥의 文廟從祀를 허락한 바 있

고 宋時烈이 이 을 올린 뒤로 곧바로 이에 반 하는 상소문을 올린 인물

들이 정배되었으며,이듬해 5월에는 마침내 李珥가 처음으로 文廟에 配享

되는 데에 성공하게 된다.117)따라서 의 인용문은 宋時烈을 심으로 한

西人이 공식 으로 李珥를 옹호하기 해 구사한 논리의 최종 인 형태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라고 하겠다.118)

앞서 南人이 李珥를 이해하는 핵심 인 사건으로 入山을 지목하 다는

을 확인하 는데,이에 응하여 宋時烈은 李珥가 지른 잘못인 入山을

李珥에 한 평가로부터 배제하려는 노력을 보여 다.인용문의 첫 단락에

서 宋時烈은 李珥와 禪學의 상 계를 병에 한 비유를 통해 철 히 부

정한다.병이 들었던 시기와 병이 나은 시기를 구별해야 한다는 비유를 宋

時烈이 차용한 까닭은,바로 入山 당시의 李珥와 出山 이후의 李珥를 구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해서이다.일단 李珥가 이미 禪學이라는 병통으로

부터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있다면,出山 이후 李珥의 정치 ·학문 행보

116)“臣謹答曰:‘朱子有先瘳後病;先病後瘳之辨,楊氏是先後終不瘳之人也,文成公是

先病後瘳之人也.況其耽禪之歲,是弱冠之前,則尤不足爲累.… 旣曰從謙開善處,則

其出入往來於開善可知,然則文成之暫游山寺,亦何異於朱子之初年哉?臣每 :‘朱

子光明正大,故自 其初如此,而延平以質慤存心,故稱道朱子,亦不掩護回互,… 昔

文純公李滉亦稱李珥之不諱前事,是亦延平之意也.’

或又 :‘朱子何嘗變形如李珥哉?’臣又答曰:‘其心旣已沈溺,則變形 否,非所論

也.然文成之不爲變形,備悉於文忠公張維之辨證,況以文成入山時詩序觀之,尤可立

辨矣.’…

其於解釋經書之時,未嘗有此請,而獨於是書如此 ,誠以禮治則國治;禮亂則國亂,

其有關於天下國家如是,故不嫌其煩猥矣.… 是以,故文元公金長生得程､朱之學於文

成公李珥,旣盡受其說,驗之心､體於身然後,慨然於朱子之所恨 ,晩年 意於禮書.”

117) 肅宗實  7년 9월 19일;8년 1월 29일;5월 20일;21일.

118)己巳換局으로 黜享된 李珥를 復享하는 일은 肅宗이 독단 으로 진행했기 때문

에 유생들 사이에서 논쟁이 었다.許捲洙,앞의 책,2005,20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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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入山 시기의 禪學과 연 지어 설명하려는 南人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

하다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게 李珥로부터 禪學의 의를 벗겨내려는 시도는 李珥의 행 를 宋

代 신유학자들의 례와 동일시함으로써 강화된다.宋時烈은 마지막 목

에서 李珥에 한 李滉의 태도를 朱熹에 한 그의 스승 李侗의 태도로

악한다.우선 李珥를 朱熹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악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朱熹 역시 년에 禪學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

기 때문이다.119)朱熹는 14세 때 아버지의 遺命에 따라 胡憲·劉勉之·劉子

翬 등을 師事할 무렵부터 禪學에 경도되기 시작하 고,이후로 大慧宗杲의

제자인 道謙을 스승으로 삼아 깊이 禪學에 간여하 다가 李侗으로부터 가

르침을 받고 난 뒤에야 유학으로 돌아오게 되었다.120)당시 朝鮮에서 이러

한 삶을 살았던 朱熹의 학설을 구도 禪學과 연 지어 이해하지 않았던

것처럼,宋時烈은 李珥 역시 初年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쳤으므로 후반생

의 행보를 禪學과 연 지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禪學과의 단 에 해서도 宋時烈은 李珥를 朱熹와 나란히 두어

자신의 주장을 부각하 다.李滉이 李珥의 回心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를

격려하 음은 이미 앞서 확인하 다. 의 상소문에서 朱熹가 禪僧인 道謙

을 따라 開善寺에 거처했다는 언 은 그의 스승 李侗이 벗 羅博文에게 보

낸 편지의 구 로,여기서 李侗은 朱熹가 禪學에 빠지는 잘못은 질 으

나 그가 유학으로 돌아온 이후에 정 으로 변화하 다고 평가하 다.121)

宋時烈은 南人에게서 최고의 권 를 가진 李滉이 李珥의 回心을 인정한

사실을,李侗이 朱熹를 인정했던 사실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禪學과 李珥

를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南人의 시도를 부정한 것이다.

이 게 宋時烈은 南人과 달리 入山 당시의 李珥와 出山 이후의 李珥를

119)“熹於釋氏之說,蓋嘗師其人[道謙] 其道,求之亦切至矣.”(｢答汪尙書｣, 晦菴集 

30)

120)윤 해, 주자의 선불교비 연구 ,民族社,2000,78～98면;손 식, 이성과

실 ,UUP,2011,215～7면.

121)“延平李氏 其友羅博文書曰:‘渠初從謙,開善處下工夫來,故皆就裏面體認,今既

論難見儒 路脉,極能指其差誤之處,自見羅先生來,未見有如此 .’”(胡廣,｢朱子｣,

 性理大全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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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이해할 것을 강조하 다.그런데 이러한 옹호는 李珥가 승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로 한다.만약 그가 실제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

다면,다만 心性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禪學에 출입했던 朱熹의 경우와 동

일시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李珥가 실제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

는지에 해서는 당 에 이미 異見이 분분하 다. 컨 李珥가 삭발했다

는 말122)과 삭발하지 않았다는 말123)이 모두 李珥의 嫡傳으로 평가받는 金

長生의 발언이라고 세간에 해지고 있었다는 은,이에 한 논란의 정

도를 가늠하게 해 다.124)

따라서 에 인용한 두 번째 단락에서 宋時烈은 李珥의 變形을 완강하

게 거부한다.125)그는 이러한 부정의 근거로 張維의 과 李珥 자신의

을 든다.張維의  谿谷漫筆 에 수록된 ｢世傳栗谷剃髮 妄也｣에서는 趙緯

韓의 입을 빌어 李珥가 出山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의 머리털이 길

었다는 증언을 소개함으로써 李珥의 삭발을 부정하 다.126) 한 인용문에

서 李珥의 이라 언 한 ‘詩序’는 李珥가 지은 ｢楓嶽贈 菴 僧｣( 全書 

1)의 序를 가리키는데,이 에는 한 스님이 李珥를 ‘措大’라고 부르는

목이 있다.127)곧 李珥가 만약 삭발했다면 스님이 굳이 그를 선비를 의미

122)“趙承旨持世 於余曰:‘栗谷入山時,或云落髮,或云否也,嘗以問于沙溪,沙溪 似

是落髮.’”(張維,｢世傳栗谷剃髮 妄也｣, 谿谷漫筆 2)

123)“臣 故參贊臣宋浚吉,同聞長生之 則曰:‘嘗以變形 否,微稟於栗谷,答曰:‘雖

不變形,何益於其心之陷溺哉?’’雖不切切分疏,而其不爲落髮之實狀,自然形見,眞是

珥之氣象也.”( 肅宗實  11년 9월 30일)

124)西人과 깊이 교유하 던 柳夢寅도 李珥가 승려 음을 보여주는 일화를 기록하

다.“海州山寺,有沈香佛,自中原來,不知其幾百年矣.至萬曆,有客曰:‘吾聞佛之

中臟,有金銀諸寶.’試發而視之,臟中無物,只杜沖葉以金字書之曰:‘李珥,字叔獻,

號栗谷,道名義庵.’李栗谷相國珥叔獻甫, 時爲僧,號義庵,中年自坡山移居海州石

潭 也.其年珥卒,車五山天輅以此入傳.”(柳夢寅, 於于野談 ,돌베개,2006,214

면)

125)宋時烈은 ｢ 金永叔(丙寅至月)｣( 宋子大全 74)에서 李珥의 削髮을 인정하는 인

물들을 ‘兇人’이라 지칭하며 극렬히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26)“趙承旨持世 於余曰:‘… 而唯金南窓玄成力辨其不然曰:‘栗谷下山一二年,爲應

擧入洛.聞其至,往省之,時栗谷已有盛名,賓客滿座.栗谷 衆梳頭髮,長幾委地,乃

至立梳.長髮之人,於數年間,決不若是長也,其不曾落髮明矣.’又故直長李謹誠,文

伯之諸父也, 鄭公以周隣居,鄭公 栗谷 時友也,亦 ‘栗谷初出山入京,卽往見,

之同宿,髻大如拳,世(傳其)剃髮 妄也.’李直長親聞其 而說 持世云.”(張維,｢

世傳栗谷剃髮 妄也｣, 谿谷漫筆 2)

127)“余欲試其辯,問曰:‘孔子､釋迦孰爲聖人?’僧曰:‘措大莫瞞 僧.’”(｢楓嶽贈 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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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호칭인 ‘措大’로 부르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宋時烈이 부각하려 했던 李珥의 후반생이 어떤 모

습인지는 인용문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그는 李珥에서

金長生으로 이어지는 학문의 성격을 사회 공효를 심으로 서술하 다.

그에 따르면 禮는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이다.禮를 잘 가다듬을 수 있으면

그것은 결국 한 사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朱熹가 禮書를 바

로잡는 작업을 한 물자와 인력을 임 에게 요청하라 수 있었던 데에도

바로 사회에서 禮가 가지는 요성이 작용했다는 것이다.이에 宋時烈은

金長生이 禮學을 통해 사회 공효를 大成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그의 스

승인 李珥를 지목한다.金長生의 禮學이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기

여할 수 있었던 까닭은,그가 李珥로부터 바른 학설을 수받을 수 있었다

는 이다.요컨 宋時烈에 따르면 李珥 학문의 실질 공로는 바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기여하 다는 에 있다.

李珥를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인물로 숭앙하는 일은,기실 西人이 빈

번하게 구사하는 조명방식이기도 하다. 컨 東西分黨의 시기에 사림을

保合하려고 노력하 던 일에서 세상을 구제하려는 그의 뜻을 읽어낸다거

나,128) 原集 에서 그의 經世論을 드러내는 상소문이 제일 앞에 편차된 것

은 이러한 조명방식과 련된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조선후기 西人 인사들은 李珥 한시에서 그의 사회 심을 읽

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 다. 컨 ,1657년에 宋浚吉이 孝宗에게

李珥의 뜻을 설명하는 내용을 들 수 있다.｢배에서 南山을 돌아보고 허

하여 짓다(舟中回望南山,悵然有作)｣를 근거로 하여 宋浚吉은 李珥가 언제

나 사회에서 바른 道를 펼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표 하

던 것이다.129)마찬가지로 ｢서울을 떠나 배를 타고 海州로 내려가며(去國

舟下海州)｣와 ｢坡州로 돌아가 宋翼弼에게 부치다(歸坡山寄宋雲長)｣에서

僧｣, 全書 1)

128)“由其急於濟時,旣 復進,以保合士類爲己任,… (出 澤 雜稾 .)”(｢諸家記述雜

｣, 全書 38)

129)“浚吉曰:‘李滉､李珥,皆是儒賢,而主意不同,滉則欲 而守志,珥則欲進而行道.

每歎李滉之不肯擔當國事耳,珥嘗 歸 捿,有詩曰:‘舟行不忍南山遠,爲報篙師莫擧

.’眷眷之誠,於此亦可見矣.’”( 孝宗實  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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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邦俊은 각각 愛君憂國의 뜻과 傷時歎俗의 뜻을 읽어냄으로써 벼슬에서

물러날 때에조차 사회를 걱정하고 있었던 李珥의 모습을 부각하기도 하

다.130)

한 宋時烈이 李珥와 金長生의 학문이 가지는 사회 공효를 朱熹에

연결시켜서 서술했다는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서술은,사회

심의 측면에서는 李珥가 李滉보다 우 에 있다고 평가되었던 데에 기인

한다.앞서 宋浚吉의 언 에서처럼,벼슬이란 사회를 한 것이라는 을

근거로 李珥가 李滉의 사직을 만류하 다는 일화는 당 에 익히 알려져

있었다.131)요컨 李珥의 사회 심을 朱熹를 계승한 것으로 악하는

이러한 서술방식은,결국 南人의 권 에 도 할 수 있는 발 으로서 李珥

의 상을 공고히 하기 한 목 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宋時烈의 인식은 李珥를 文廟에 配享하려고 했던 노력

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李珥의 入山을 두고 벌어진 文廟從祀 논

쟁에서 宋時烈은 李珥와 禪學의 련성을 부정하고 李珥가 성취한 사회

공효를 강조하 던 것이다.이러한 宋時烈의 인식을 李縡가 이어받았다는

것은, 全書 의 편찬 역시 南人의 비 으로부터 李珥를 옹호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을 짐작할 수 있게 해 다.

제 2  西人 내부의 갈등과 定論化 과정

에서는  全書 에 반 된 李珥에 한 인식이 西人과 南人 간의

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하지만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이,李縡가  續集 , 外集 에 비 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역시

130)“癸未,舟下海州,有詩曰:‘四遠雲俱黑,中天日正明.孤臣一掬淚,灑向漢陽城.’愛

君擾國之志切矣.又曰:‘風塵局促二毛生,一葦歸來萬事輕.江上靑山不相厭,世間交

道在無情.’傷時歎俗之意深矣.(出 牛山雜  .)”(｢諸家記述雜 ｣, 全書 38)

131) 全書 에 수록된  經筵日記 明宗 22년조 기사에서 이러한 일화를 확인할 수

있다.“李珥 滉曰:‘幼主初立,時事多艱,揆之分義,先生不可 去.… 若先生在經

席之上,則爲益甚大.仕 爲人,豈爲己乎?’”｢上 溪先生(戊辰)｣, 全書 9에서도 李

滉에게 출사도록 설득하는 李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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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보아야 한다.李縡는 李珥에 한 朴世采의 인식을 정 하지 못하다

고 비 하 으나,宋時烈의 주장 역시 객 이라고 단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그의 李珥 옹호론은 南人과 정치 으로 립하는 상황에서 이

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본 에서는 西人 내부에서 李珥에 한 宋

時烈과 李縡의 인식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집단을 표하는 입장이 그 로 집단에 소속된 개별자들의 입장으로 이

어지지는 않는다.南人의 비 에 하여 西人은 공식 으로 宋時烈이 제시

한 옹호론으로 처하 지만,西人 내부에서도 李珥의 행 과 학문에 하

여 다양한 異見들이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사태는 李珥에 한 인식과 西

人의 정체성이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다.132)

李珥의 출처 이나 정치운 론에 한 이해의 차이가 西人이 老論과 論

으로 분열하는 실마리가 되었다는 연구133)는 李珥에 한 인식이 西人 내

에서 얼마나 요하게 작동하는지를 짐작하게 해 다.

西人 내부에서 李珥의 入山에 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나타난 것은

文廟從祀 운동 이 인 光海君 때부터이다.1615년 무렵 李珥 제자들의 청

을 받아 李恒福이 지은 神道碑銘에 하여,鄭曄은 李珥의 정치 활동이

정확히 표 되지 못했고 그의 행 과 학문에 한 서술이 유가에 합하

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비 하 던 것이다.134) 한 尹拯의 “栗谷

은 그래도 入山의 잘못이 있는 것을 면치 못했다(栗谷則猶不免眞有入山之

失)”라는 언 135)을 1685년 洪受疇가 변호한 일로 인해 宋時烈과 립한

사건도 마찬가지이다.洪受疇는 金長生이 李珥의 削髮을 믿었다는 말136)을

근거로 李珥가 入山 당시 削髮하여 승려가 되었다고 보았고,따라서 이러

한 었을 의 入山은 한 때의 과실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137)

132)유새롬,앞의 논문,2005,5면.

133)정호훈,앞의 논문,2011,104～16면.

134)李珥 神道碑銘의 改撰을 둘러싼 논란과 수정사항에 해서는 서정문,앞의 논

문,2008;李源周,｢栗谷先生神道碑銘과 그 刪改事實에 하여｣, 韓國學論集 15,

계명 학교,1988에 자세하다.

135)尹拯,｢答羅顯道(辛酉夏)｣, 明齋遺稿別集 3.

136)“趙承旨持世 於余曰:‘栗谷入山時,或云落髮,或云否也,嘗以問于沙溪,沙溪 似

是落髮.…’蓋沙溪雖親登栗谷之門,嚴不敢請問入山時事,只聞世俗流傳,而以爲信

然.”(張維,｢世傳栗谷剃髮 妄也｣, 谿谷漫筆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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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神道碑銘의 내용이나 洪受疇의 주장은 모두 南人에 한 宋時烈

의 반박으로 처할 수 있는 異見들이다.李珥와 禪學의 련성 삭발

여부에 하여 宋時烈이 강력하게 처했음은 이미 에서 살펴보았다.

栗谷 李珥 선생이 入山했을 당시의 일은 年譜와 行狀에 자세하지만,

오직 金時讓의 기록( 涪溪記聞 )과 嶺南의 상소문(柳稷의 상소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른바 “어버이의 뜻을 어기고 신체를 훼손했다”는

설은 오래도록 그치지 않아서 한편에서는 자를 미워하는 가장 핵심

인 부분이 되었으니 놀랍고도 슬퍼할 만하다.매번 실제 자취를 깊이

탐구하여 그것을 밝 보려고 하 으나 오랫동안 그 요 을 얻지 못하

다.그러나 “신체를 훼손했다”는 한 목의 경우는 李天休[李有慶]의

事[｢丁亥後 事｣]와 谿谷 張維의  漫筆 에 보이는 것이 매우 명백하

여서 辨釋을 일삼을 것조차 없게 되었다.다만 “어버이의 뜻을 어겼다”

는 설은 자취가 모호하고 형세가 막 서 사람들이 밝게 깨닫도록 하는

데에 어려운 이 있었다.

마침 畸菴 鄭弘溟의  日  [ 畸菴雜  ]( 別集 옛 본에 수록되어

있었다.)과 曺冕周의  記聞 을 얻게 되었는데,鄭弘溟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 다.“선생의 서모가 (… 략…)큰형 아무개[李璿]와도 사이가

좋지 못하여 선생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조정하며 힘을 다하여 옳은

도리로 간하다가 끝내 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러한 일을 찬성공 李

元秀께 울며 고하고는 하루 만에 잠근 책갑을 놓아두고 떠나갔다. 간

에 아버지,큰형과 서모 앞으로 세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말미에

‘끝내 화해에 이르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모르겠다’고 하 다.”

曺冕周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 다.“(… 략…)선생께서 집안의 다

스림이 어그러진 것을 직 보고서 마음을 다하는 일이 안정되지 않았

다.이때 외조모 李부인께서 江陵에 계셨는지라 이에 찬성공께 청하여

그곳에 가서 [외할머니를]보살피게 되었는데 떠날 때에 세 통의 편지

를 남겨두면서 그 말뜻은 鄭弘溟의 기록과 같았으니 이 편지를 가지

고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략…)

禪學에 빠져든 것이 비록 그 주된 뜻이 집안을 떠나 도에서 어 난

것이지만,근심한 것은 서모와 큰형의 일이었고 살핀 것은 외조모와의

137) 肅宗實  11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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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계 고 [청하여]얻은 것은 찬성공의 명이었고 [편지에서]말한

것은 한 집안의 화합하고 력하는 도리 으니 진실로 모두가 人倫의

大體인 지극한 성실함이 발 된 것이다.138)

(朴世采,｢栗谷선생이 入山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다(甲戌年[1694년]4

월 21일)(記栗谷先生入山時事(甲戌四月二十一日))｣, 南溪續集 20)

李珥의 행 에 해 주목할 만한 異見을 내세운 것은 바로 朴世采이다.

에 인용한 은 朴世采가 1694년에 지은 ｢記栗谷先生入山時事｣로,그가

年譜와 文集을 편찬하는 등의 과정에서 李珥와 련된 온갖 자료들을 검

토해보고 이를 주제로 宋時烈 등의 인물들과 토론까지 경험한 뒤에 나름

로 李珥의 入山 경 를 추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단락에서는 우선 朴世采가 삭발에 해서만큼은 宋時烈을 비롯한 老

論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삭발을 부정하는 근거는,

李有慶의 ｢丁亥後 事｣와 張維의 ｢世傳栗谷剃髮 妄也｣라는 이다. 자

는 李珥의 문인인 李有慶이 1647년 李貴의 상소문 뒤에 붙어있었다고

하는 인데,139)出山한 직후 李珥가 삭발했는지를 살펴보려고 魚叔權이

갓을 억지로 벗겨보았는데 그의 머리털이 길었으며,이를 동학인 李鵬祥도

목격했다는 일화가 실려 있다.140) 에서 宋時烈이 언 했던 張維의

138)“栗谷先生入山時事,其於譜狀詳矣,獨所 違親變形之說如金 ( 涪溪記聞 )､嶺疏

(柳稷疏),久而未息,爲一邊媢賢之大關捩,可駭亦可哀也.每欲深究實跡以明之,久未

得其要.然變形一款,見於李天休｢ 事｣張谿谷 漫筆 ,已極明白,亦無事乎卞釋矣.

惟違親之說,跡嫌勢礙,有難使人曉然 .

適得鄭畸菴 日  (已入 別集 本.)曺冕周 記聞 ,鄭則以爲‘先生庶母 … 又 伯

兄某失和,先生周旋兩間,盡力規諫而終不得,遂泣告其事于贊成公,一日留 鎖冊匣

而去.中有父兄及庶母前三書,末 ‘終不底和則寧有死而不知’’也.

曺則以爲‘先生目見家道之乖,以致心事靡定.時外祖母李夫人在江陵,乃請贊成公往

省,去時留三書,其辭意一如鄭 ,蓋欲以此感動之也.適値行僧之向楓岳 ,因 偕

往,以爲 紓宿願之地.及至有一 僧號生佛,緇徒承訓 數百人,先生從旁聽之,語

多強解,乃 僧曰:‘汝 有不然 .’仍點數句,皆從本文解說, 僧遽下拜曰:‘此眞

生佛矣.’自此緇徒待先生特異,爭願肩輿探勝,而先生亦以勞人辭焉.’…

耽禪雖其主意適 家､道乖離,所憂 庶母伯兄之事,所省 外祖母之親,所得 贊成

公之命,所 一家和協之道,實皆人倫大體至誠之發.”

139)“本在李玉汝疏後,故名｢後 事｣.”(朴世采,｢栗谷先生別集目 ｣, 別集 1,2ㄱ)

140)“今之 曰:‘珥削髮而定名.’此亦不知 也.臣亦後生,其時之事,未及知也,第以

所聞 之.珥 時學於故庶孼學官魚叔權,其時同學 ,是今學官李鵬祥也.珥出山翌

日,卽見魚學官,學官疑珥作僧之 ,欲知其虛實,命脫冠,珥不脫,叔權親執脫冠而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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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이와 유사하게 出山 직후에 李珥의 머리가 길었다는 목격담이 실려

있다.141)이러한 일화들을 근거로 朴世采 역시 李珥의 삭발 가능성을 부정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요한 차이 으로서 朴世采는 무엇보다도 가정불화

와 入山 사이의 인과 계를 인정하 다.두 번째 단락에서부터 朴世采는

入山의 원인을 가정불화에서 발견하는 鄭弘溟과 曺冕周의 기록을 정

으로 받아들인다.이러한 일화에서는 가정불화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인정

하면서도,李珥를 가정불화의 재자로 묘사한다.李珥는 집안에서 서모와

큰형 사이의 계를 조정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는 가정불화를 해결할 계

기를 만들기 해 和協의 뜻을 담은 편지를 남기고 家出을 결행한 인물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화들에 힘입어 朴世采는,겉보기에는 비도덕 인 家出을 정

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한다.일견 天倫을 끊어버린 행 로 보이는 家出이

실제로는 凡人으로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온갖 天倫을 모두 수한 결과라

고 주장하는 것이다.인용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李珥의 家出은 서모와 큰

형의 불화를 해결하려는 노력,江陵에 계신 외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아버지의 명에 따르려는 태도 등 당시 李珥가 책임져야 할 사회

의무를 모두 성실하게 이행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의 문제 은 이러한 내막이 정작 李珥의 자술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다. 의 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이러한 朴世

采는 다른 에서 나름 로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 다.그에 따르면 가

정 내의 불화는 집안 바깥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이

髮,則如雲長髮可過數尺.叔權拍手大喜曰:‘吾乃發明君之虛實矣.’其時鵬祥同參目睹

云.”(｢丁亥後 事｣, 別集 4,8ㄴ;｢諸家記述雜 ｣, 全書 38)

141)“趙承旨持世 於余曰:‘栗谷入山時,或云落髮,或云否也,嘗以問于沙溪,沙溪 似

是落髮.而唯金南窓玄成力辨其不然曰:‘栗谷下山一二年,爲應擧入洛.聞其至,往省

之,時栗谷已有盛名,賓客滿座.栗谷 衆梳頭髮,長幾委地,乃至立梳.長髮之人,於

數年間,決不若是長也,其不曾落髮明矣.’又故直長李謹誠,文伯之諸父也, 鄭公以

周隣居,鄭公 栗谷 時友也,亦 ‘栗谷初出山入京,卽往見, 之同宿,髻大如拳,

世(傳其)剃髮 妄也.’李直長親聞其 而說 持世云.’”(張維,｢世傳栗谷剃髮 妄也

｣, 谿谷漫筆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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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入山을 언 해야 할 경우에 李珥는 일부러 禪學에 탐닉했던

사실만을 드러내어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142)

李珥의 자술과 해진 일화들 사이의 간극에 한 이러한 해명은 사실

朴世采가 李喜朝의 의견을 이어받은 결과로 보인다.1680년에,朴世采는

이미 완성한  栗谷李先生年譜 를 李喜朝에게 보내어 질정을 구하 던

이 있다.이때 李喜朝는 入山이 가정불화와 련되었다는 사실을 年譜에도

넣어야 한다면서,그가 禪學을 배우겠다는 말에 기 어 入山한 것은 가정

에서 벌어진 불화를 집안 바깥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 다.나아가 李喜朝는 이러한 일은 애 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우며,감추려고 한다면 오해가 커져서 의혹을 불릴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어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하 다.143)

따라서 入山의 원인에 한 입장뿐만 아니라 入山에 한 태도에 있어

서도 朴世采의 異見은 상소를 통해 살펴본 宋時烈의 입장과는 구별된다.

宋時烈은 기본 으로 入山이 허물은 아니더라도 李珥에 한 논의로부터

철 히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반면 朴世采는 李喜朝의 의견을 바탕

으로 入山 당시에 보여 李珥의 모습까지 정 으로 포섭하려는 태도를

취하 다.入山의 실상이 그의 해석처럼 사회윤리의 성실한 이행이라고 한

다면,李珥가 가정으로부터 도피했다는 비 (違親)이 힘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朴世采에게 入山은 李珥에 한 오해를 풀기 해서라도 감추어

져서는 안 될 사건이다.

그런데 朴世采가 違親을 해명해야 했던 배경은 그의 異見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보여 다.인용문의 첫 단락에서처럼,朴世采가 애

에 鄭弘溟과 曺冕周의 기록을 요청해서 入山에 한 새로운 입장을 취

한 근본 인 까닭은,기존의 인식만으로는 違親이라는 비 에 처하기 어

142)“且門下[朴世采]抵尤齋書又曰:‘但此事動涉父兄,有難陳告於君父,則戊辰之䟽,不

得不主於耽禪.正如入山時 諸友書,必以氣之說爲主 .’”(李世弼,｢答玄石論栗谷

別集｣[1], 龜川遺稿 6)

143)“庶母之惡旣甚,而伯兄又未善處, 有不忍 ,則坐而目見,亦誠有不忍 ,故遂

托以學禪而入山,使世人不知其由於家變也,此恐無害於‘廢中權’之義也.… 若以其事

爲不當而欲諱之,則恐亦未必不當,况先生旣有此事,而後人乃復諱之,亦未知如何.

且已見於他書,則恐亦終不得以諱也.竊意此事,以事實 之必信,以道理 之無害,

當 無疑也,如何如何.”(李喜朝,｢上玄石朴公｣[庚申2], 芝村集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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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기 때문이다.앞 에서 살펴보았듯 南人이 李珥를 비 하는 요한

논거는 그가 가정불화를 계기로 가족윤리로부터 도피하 다는(違親)사실

이었다.따라서 李珥의 入山이 違親이 아니라는 을 보이지 않는 한,온

한 辨誣는 이루어질 수 없다.144)

하지만 공식 으로 老論의 옹호론에 따라 이루어진 西人의 辨誣 활동에

서 違親에 한 해명은 한 번도 이루어진 이 없었다.이는 老論의 인식

에서 入山의 원인이 禪學에 한 추구에 있었다는 을 당연한 사실로

제한다는 과 련이 있다.宋時烈의 상소문에서도 朱熹의 경우와 李珥의

入山을 同軌에 놓고 악하기 해서,入山의 원인이 禪學임을 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老論의 입장은 南人의 논 을 흐리는 결과를 낳는다.宋

時烈이 李珥로부터 入山을 배제해도 좋다고 단했던 까닭은,李珥에게서

禪學의 의를 벗겨낼 수 있었기 때문이지,李珥가 가족으로부터 떠났다는

을 옹호할 수 있어서가 아니었다.南人이 비 했던 바,李珥가 가족윤리

를 방기했는지에 해서 宋時烈은 정작 침묵을 유지했을 뿐이다.145)違親

이라는 비 에 하여,變形이 아니라는 반론을 펼쳤다는 에서 宋時烈은

분명 南人의 비 을 오독하고 있다.

결과 으로 朴世采의 비 은 老論이 개한 李珥 옹호론의 한계를 노출

하 다.바로 老論이 가정불화와 入山의 상 계에 해서는 정도 부정

도 하지 않은 채로 침묵을 지켜왔다는 것인데,이러한 처가 의도 인 것

이었다면 그러한 老論의 인식의 객 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違親의 가

능성을 검토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었다는 것은,그들의 인식이 실상과

무 하게 정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朴世采는 老論 인사들로부터 비 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표면

으로도 그가 제출한 異見은 老論의 인식에 정면으로 립하는 형태를 취

144)실제로 李珥의 文廟從祀는 西人 스스로 이룬 것이라기보다는 肅宗의 자의 결

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薛錫圭,앞의 책,2002,270면.이는 朴世采

의 지 처럼 南人의 비 에 정면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西人으로선 南人

의 비 을 논 할 수 없었던 정황과 계된다고 하겠다.

145)물론 宋時烈이  涪溪記聞 과 같은 자료를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이에 해서는 다음 에서 상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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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서 入山을 각각 禪學과 가정불화로 설명하

는 두 가설이 양립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유로,宋時烈의 입장과 朴世

采의 입장 역시 양립할 수 없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비록 “부형을

감동시키려고 하 다”라고 하더라도 겸하여 두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

는 듯하고,“오래 지나서 그가 金剛山에 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비록 “외할머니를 뵈러 갔다”라고 하더라도 한 도망

한 자취가 있는 듯합니다.옛말에 “세 번 간하여도 듣지 않으시면 울부

짖으며 따른다”라고 하 으니 자식으로서 변란에 처하고 어버이에게

간하는 도리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법인데,편지를 남기고 잠가두

고서 멀리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듣지 못하 습니다.146)

(李世弼,｢朴世采에게 답하여  別集 을 논하다(答玄石論栗谷別集)｣

[1], 龜川遺稿 6)

에 인용한 李世弼의 편지에서 朴世采에 한 老論의 비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인용문에 선행하 을 법한 朴世采의 서신이 그의 문집에

하지 않고 인용문에도 날짜가 기록되지 않아 정확한 후 사정을 악

할 수는 없다.다만 제목에서  別集 에 한 언 이 있다는 에서 편지가

작성된 시기는  別集 이 편찬되는 1681년을 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한

내용상 그가 편찬한 年譜에 한 검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행하는 朴世采의 편지에서 최소한  栗谷李先生年譜 와  別集 을 함께

보내서 검토를 요청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총 두 편의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答玄石論栗谷別集｣에서 李世弼은

李珥에 한 朴世采의 異見을 여러 방면으로 비 하 다.두 번째 편지가

｢太極問答｣ 語 을 심으로 李珥의 학문 정통성에 한 문제를 다

루고 있는데 반해,첫 번째 편지는 본고가 논의하고 있는 入山의 문제를

직 다루고 있다는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李世弼은 朴世采와 립

146)“觀其‘寧有死而不知也’之語,則雖曰‘欲以感動其父兄.’而兼似有恐動底意,觀其‘久

後聞往在楓嶽’之語,則雖曰‘歸覲其外王母.’而亦似有 遁之跡.古訓:‘三諫不聽,號

泣而隨之.’人子處變諫親之道,固當如是矣,未聞以留書 鎖,遠入山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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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宋時烈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朴世采의 방식으로는 李珥가 禪學에 탐

닉했다는 비 에 취약하다는 ,李珥의 자술 내용을 함부로 의심할 수 없

다는 등 여러 근거를 들어가며 그의 인식을 비 하 다.

李世弼이 핵심 으로 지 하는 朴世采의 약 은 바로 그가 도출해낸 李

珥에 한 異見이 여 히 유가의 가족윤리에 된다는 이다.이는

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鄭弘溟의 기록에 따르면 李珥는

집을 떠나며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가족들이 화해하

지 않으면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놓았다고 되어

있다.하지만 이러한 행 는 억지로 가족들을 화해시키려 했다거나 외할머

니를 핑계로 삼아 가족으로부터 도망쳤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그 다면

자연히 李珥의 入山은 자식의 도리를 어긴 행 로서 옹호될 수 없게 된다.

 史記 에 언 된 微子의 말처럼 유가에서는 설령 부모가 허물이 있을지라

도 자식은 끝내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李世弼의 이러한 반박은 논리 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 측면

을 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그는 끝내 가정불화와 入山

사이의 인과 계를 직 부정하지는 못했다.그가 朴世采의 의견을 기각한

까닭은 朴世采가 정치 비 으로부터 李珥를 충분히 옹호해주지 못할 것

이라고 상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반론은 老論의 인식이 정치 목 을

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 다.실제 李珥의 행 을 설명해 수 있는 인

식에 도달하기보다는,자신들을 정치 으로 유리하게 해 수 있는 인식에

도달하려고 하 던 것이다.

 畸菴雜  .

여기 있는 말들은 선생이 스스로 자책한 상소문과 어 나 매우 타당

하지 못하다.서모가 착하지 않았다는 설의 경우에는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 [서모를]거역할 수 있겠는가?이 때문에 入山했

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이 조항도 삭제하지 않을 수 없다.147)

147)“ 畸菴雜  .

此等說話, 先生自訟疏相爲牴牾,殊甚未安.蓋庶母不良之說,誠有是事,何可違

也?至於因此而入山云則非其實事,此條不可不删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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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時烈,｢栗谷別集訂誤｣, 宋子大全 130)

老論의 표자격에 해당하는 宋時烈의 경우,李世弼보다 더욱 강경한 태

도를 보여주었다.그는 朴世采가 편찬한 李珥 자료집인  別集 을 상 로

분명하게 老論의 노선을 천명하 다. 에 인용한 은 朴世采의  別集 이

간행되자 宋時烈이 그 문제 들을 조목조목 지 하여 해당 기사를 수정하

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한 이다.李世弼의 편지와 유사하게 宋時烈 역시

의 반부에서는  別集 에 수록된 ｢太極問答｣이 李珥의 작이 아니라

는 을 논변하는 데에 치 했다면,후반부에서는  別集 이 수록하고 있는

제3자의 기록들을 취사선택하도록 권고하 다.인용한 부분은 후반부에

해당하는 한 조목으로,148)李珥의 入山과 련된 자료에 해 老論이 취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다.

의 조목에서 宋時烈은 朴世采가  別集 에 수록한  畸菴雜  의 일화

를 삭제하도록 하 다.그런데 이러한 권고의 근거를 주목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다. 畸菴雜  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 거역할 수 있겠

는가(何可違也)”라는 반문은 宋時烈 역시 李珥의 가정불화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을 알고 있으며 동시에 그가 南人의 비 을 의식하고 있음을 짐

작할 수 있게 해 다.그가 가정불화에 해서 외 으로 침묵을 유지했

던 까닭은,그러한 가능성에 무지했다거나 혹은 南人의 의도를 순 히 오

독했기 때문이 아니었다.가정불화에 하여 언 하는 순간 정치 으로 불

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련된 자료들을 드

러낼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宋時烈의 비 은 단순히  別集 자체만을 문제시하는 데

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함축한다.지 까지 선행연구들은 체로 宋時烈의

 別集 비 을  別集 자체에만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하지만

 別集 이 朴世采의 인식과 긴 한 계를 맺고 있었다는 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컨 ,朴世采는 한편으로는 가정불화와 入山의 상 계를

148) 반부에 해당하는 ｢太極問答｣에 한 갈등은 1705년 韓元震이 ｢栗谷別集付籤

｣( 南塘集拾遺 5)를 지음으로써 철학 논쟁으로 변환되었다.김태년,앞의 논문,

2014,98～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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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 鄭弘溟의 기록을  別集 에 수록하 지만,반 로 李珥가 불화의

당사자라고 증언하는 일화들은 일체  別集 에 수록하지 않았다.149)宋時烈

은 朴世采 異見의 바탕이 되는 자료로서  畸菴雜  에 수록된 일화의 가

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에서  別集 에 한 비 은 朴世采의 異見에

한 비 으로 풀이되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朴世采의 異見에 한 老論의 비 태도가  續集 과  外集 에

까지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老論의 입장에서는 朴世采의 인식

과 련되었다는 에서 그가 편찬한 문헌들 일체에150) 해 비 인 입

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宋時烈은 문집들 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別集 을 비 하는 데에 그치기는 하 으나, 續集 과  外集 역시

老論으로서는 언젠가 재편해야 할 상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 宋時烈은 이러한 검열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李珥에 한 老論의

인식이 사실이라는 을 들었다.실제로 그 인식이 정치 으로 만들어진

념이라는 을 고려할 때,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인식에 기여하는 자료

만을 문집에 허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李珥 문집은 마

땅히 老論의 인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인식을 자료에 우선함으로써 자료가 인식에 기여해야한다는 이러한 논

리는 18세기가 되면서 공식 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맞이한다. 國朝詩刪 

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통해 老論의 인식이 定論으로 공인되었던 것

이다.주지하다시피  國朝詩刪 은 17세기 반에 許筠이 기존의 詩選集들

에 수록된 시들을 가려서 완성하 으며 이후 조선시 최고라고 평가된

詩選集이다.다만 許筠이 1617년 역모죄로 처형당하면서  國朝詩刪 은 제

로 간행되지 못하다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廣州府尹이었던 朴泰

淳에 의해 비로소 간행될 수 있었다.151)

149)이에 해서는 다음 장의 첫 에서 논의할 것이다.

150) 續集 과  外集 에 수록된 자료들이 朴世采에 의해 취사선택 되었다는 사실은

제Ⅱ장에서 다루었다.

151) 國朝詩刪 의 간행시기를 1697년으로 추정하는 기존의 설과 달리 임미정은 朴

泰淳이 1695년부터 廣州府尹의 자리에 있었다는 을 들어 간행시기를 1695년으

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 다.임미정,｢ 國朝詩刪 의 두 계열에 하여｣, 南冥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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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袂東西問幾年 동서로 헤어진 지 몇 년이나 되었던지

欲陳心事意茫然 마음 속 일을 늘어놓으려니 마음이 아득해지네.

前身定是金時習 생에는 정말 金時習이었고

今世仍爲賈浪仙 이생에는 이어서 賈島라네.

(｢처음 산을 나와 沈長源에게 주다(初出山贈沈景混(長源))｣, 國朝詩

刪 7)

이 게 간행된 목 본  國朝詩刪 이 문제가 된 것은 1700년에 라도

유생 300여 명을 표로 吳 錫이 상소문을 올렸기 때문이다.152)그가  國

朝詩刪 을 규탄한 까닭은 의 시가  國朝詩刪 에 李珥의 작품으로 실렸

기 때문이다. 의 인용문은 ｢初出山贈沈景混｣의 首聯과 頷聯이다.이 시

는 제목을 통해 추정해보건 ,1555년 金剛山에서 나온 직후에 沈長源과

교유하며 남긴 시라고 추정할 수 있다.出山 직후 江陵에 머물던 시기에

李珥가 沈長源과 깊은 교유를 나 었던 만큼,153)이러한 시가 창작될 만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게다가 동시 의 자료인  明宗實  이나

 雲巖雜  등에도 李珥의 入山과 련된 자료로 頷聯이 인용되어 있다는

에서154)李珥의 작이 아니라고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

이 시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頷聯의 두 구 이다.그는 자

신의 생과 생의 처지를 각각 金時習과 賈島에 비교하고 있다.병칭된

두 인물은,시가 창작된 시기 제목을 짐작해볼 때에 李珥의 入山 경험

과 긴 히 연 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金時習은 世祖의 즉 이후

에 佯狂하고 사회를 떠나 머리를 깎고 ‘雪岑’이라는 法名으로 여러 을 떠

돌며 승려로 살았다.‘賈浪仙’으로 지칭된 이는 唐의 시인인 賈島로 ‘浪仙’

硏究 44,경상 학교 남명학연구소,2014,283～4면.

152) 肅宗實  26년 2월 26일.

153)李珥와 沈長源 사이의 교유에 해서는 다음 장의 제2 에서 상술하 다.

154)“但 時,爲父妾所困而出歸,流寓山寺,久而後返.或云:‘削髮爲僧.’其自詠云:‘前

身定是金時習,今世仍爲賈浪仙.’”( 明宗實  19년 8월 30일);“李珥,字叔獻.

喪母,父蘭秀[元秀]有愛妾,遇之不善,珥發憤 去,入山爲僧,名倚巖[義菴],遍遊楓

岳､五臺諸山.性穎敏,能詩,尤長於文,有‘前身定是金時習,今世仍爲賈浪仙’之句.

(柳成龍, 雲巖雜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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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의 자이다.그는 본래 ‘無本’이라는 이름의 詩僧이었으나 후에는 환속

하 던 인물이다.이러한 金時習과 賈島의 생애를 고려한다면,두 사람을

나란히 등장시켜 자신에게 비긴 시의 頷聯은 당시 李珥 자신이 승려가

되었던 경험을 함축한다고 하겠다.

시의 끝에 달려 있는 批에서 許筠은 이 작품을 아름답다고 평가하면서

도 이 시가 문집에 실리지 못한 경 를 짤막하게 설명한다.155)실제로 이

시는  原集 에서부터  拾遺 에 이르는 李珥 제 문집들의 어느 곳에도 실

리지 못하 는데,許筠은 그 까닭을 문집의 편찬 과정에서 찾는다.이 시는

入山시기 李珥의 승려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李珥의 入山 경험을 노

출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편찬자들이 이 시를 의도 으로 문

집으로부터 배제했다는 것이다.

처음 배우는 자가 高明한 데에 지나쳐서 佛敎에 넘쳐 흘러든 일은

程顥,張載,朱熹가 면치 못했던 일입니다.李珥가 었을 에 禪學에

빠져들었다가 하루아침에 잘못을 깨달은 것은 진실로 옛 인들과 같

은 것이니 그 다면 두 사람[金時習,賈島]에게 그릇되게 비긴 것이

어 옳겠습니까?이에 乙亥年[1635년]이후로부터는 조정의 벼슬아치

와 유생들이 논변하기를 매우 명백하게 하 고 지난날 文正公 宋時烈

이 그의 스승 文元公 金長生의 문집을 올리는 상소에서 李珥가 일 이

變形한 이 없음을 가려내어 洪受疇의 거짓말을 타 한 것이 더욱 통

쾌하 으니,그 다면 이 시는 李珥가 지은 것이 아님을 환히 알 수 있

을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을 비유하는 상은 그 마음의 氣味가 서로 비슷하고

서로 감응하는 것을 로 취하는 법입니다.金時習은 佯狂한 逸民이고

賈島는 傲僻한 시인에 불과한데 李珥는 穆陵盛世에 살면서 어렸을

부터 유학에 뜻을 두었으니,어 스스로를 같은 자들의 무리에 비

유하려 했겠습니까?비록 시의 體裁와 格調로 논해보더라도 이 시의

편이 流宕浮輕하여 李珥의 시가 溫雅平正한 것과는 크게 다르니,비

록 어림짐작한다 하더라도 그 眞僞를 가려내기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

다.(… 략…)

155)“本集不載,似爲三四諱之,然絶佳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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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시의 起句에서 “동서로 헤어진 지 몇 년이나 되었던지”라

고 하 는데,李珥의 상소문과 年譜를 가지고 고증해보면 그가 金剛山

에 있었던 것이 만으로 한 해가 채 못 됩니다.이 시가 과연 스스로 지

은 것이라면 어 그 햇수마 잘못 기록했겠습니까?(… 략…)

이 시는 비단 문집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文純公 朴世采가 뒤이어

모은 李珥의  外集 에도 기록된 바가 없으며  續靑丘風雅 에도 실려있

지 않으니,朴泰淳이 어디에서 증명하고 궁구하여 그것이 李珥의 작품

임을 분명히 알고서 감히 李珥의 이름을 쓰고 그의 자,호, 력,시

호를 이 시의 오른쪽에 주석으로 달아 정확하여 의심할 것이 없는 것

처럼 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156)

(金鎭圭,｢湖南의 儒生들이  國朝詩刪 의 僞詩를 논변하는 상소문을

代筆하다(代湖南儒生論辨國朝詩刪僞詩䟽)｣, 竹泉集 17)

목 본  國朝詩刪 에 실린 시가 이러하다면,老論이  國朝詩刪 을 문제

로 여기는 까닭은 비교 분명하다.이 작품이 李珥의 승려 경력을 증명해

다는 은 그가 文廟에 配享되기에 부 하다는 비 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는지에 한 논쟁이 다시 불

거짐으로써 文廟에서의 李珥의 치가 불안해질 가능성을 사 에 방지하

기 해서라도 이 작품은 僞作이 되어야만 했다.157)

이때 올렸던 상소문은  肅宗實  에 그 략이 실려 있지만,158)金鎭圭

156)“初學之過於高明,泛濫釋敎,程､張､朱之所不免,珥之 時耽禪,一朝覺悟,實如昔

賢,則何可謬擬於彼兩人 哉?玆事自乙亥以後,朝紳章甫論辨甚晣,而向 文正公宋

時烈於投進其師文元公金長生文集之䟽,仍辨李珥之未甞變形,以打破洪受疇之躗

,尤爲痛快,則此詩之非珥所作,不啻灼然矣.

且人之所自况,例取其心事氣味之相類相感,而時習乃佯狂之逸民,島則不過傲僻之

詩人,以珥之生際盛世,自 志學,其肯自况於如彼 流耶?雖以詩之體格論之,此詩

全篇流宕浮輕,大異於珥詩之溫雅平正,雖暗中摸索,不難辨其眞 僞矣.

况此詩起句曰:‘分袂東西問幾年.’而以珥上䟽 年譜 之,則其在楓岳,未滿周年,

此果係自作,則夫豈誤記其年歲耶?

此詩不但本集之所無,文純公朴世采之追稡珥之 外集 ,亦無所 ,又不載 靑丘風雅

 之中,則未知泰淳何所證究,灼知其爲珥作,而乃敢書珥姓名,又註其字號官諡於此詩

之右,有若的確而無疑 然哉!”

157)尹浩鎭,｢ 國朝詩刪 의 刊行과 그 反響｣, 漢文學報 1,우리한문학회,1999,174

면;許捲洙,앞의 책,2005,212면.

158) 肅宗實  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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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竹泉集 에서 그 문으로 추정되는 을 확인할 수 있다.實 에 따르

면 라도 유생인 吳 錫이 상소문을 올렸다고 되어 있고,金鎭圭의 문집

에는 라도 유생을 신하여 지은 것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 상소문은 吳 錫을 신하여 金鎭圭가 지어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

어느 쪽의 의도가 더 강하게 작용하 는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최소

한 두 사람을 포함한 西人이  國朝詩刪 의 해당 작품을 문제시하 다는

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159)

그러나 상소문의 근거들은 주장을 뒷받침해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인

용문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해당하는 작품이  外集 이나  靑丘風雅 에 실

리지 못했다는 을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여러모로 취약한

근거이다.우선 朴世采의  外集 에조차 수록되지 못했다는 이 그 로 근

거로 이용되기 어렵다는 은 분명하다.朴世采는  續集 과  外集 에서도

일정 분량의 자료를 의도 으로 배제하 기 때문이다.160) 原集 을 포함한

 續集 과  外集 이 李珥 작물 부를 포 하지는 못하므로  外集 수록

여부가 眞僞의 기 이 될 수는 없다.

상소문에서 언 하고 있는  靑丘風雅 의 경우에는 몇 가지 사안이 착종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본래  靑丘風雅 는 15세기에 金宗直이 편찬한

詩選集으로 그보다 후 의 인물인 李珥의 시가 실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

하다.161)인용문의 ‘ 靑丘風雅 ’는  續靑丘風雅 를 가리킨다고 보는 편이

그나마 개연 일 것이다.17세기에 柳根이  靑丘風雅 의 뒤를 잇는다는 뜻

으로 편찬한  續靑丘風雅 역시 ‘ 靑丘風雅 ’라고 불리기도 했기 때문이

다.162)실제로  續靑丘風雅 는 李珥 이후 작가들의 시까지 포 하고 있으

면서도 의 시를 수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 히 해당하는 작품이  續靑丘風雅 에 실리지 않았다는 이

159)조선후기에 湖南지역은 西人의 주요한 사회 기반의 역할을 수행하 다.薛錫

圭,앞의 책,2002,237～9면. 한 허권수에 따르면 이 에도 같은 이유로 李珥의

문인들에 의해  國朝詩刪 이 毁板된 이 있었다.許捲洙,앞의 책,2005,212면.

160)이에 해서는 다음 장의 제1 에서 상술할 것이다.

161)윤호진도 앞의 논문,1999,166면에서 이러한 착종을 지 하 다.

162)李鍾默,｢朝鮮 中期의 漢詩選集｣, 정신문화연구 20,한국학 앙연구원,1997,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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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作의 근거로 작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애 에  續靑丘風雅 에는 李

珥의 작품으로 단 한 작품만이 뽑 있을 뿐이므로163)해당하는 詩選集을

李珥 작품의 眞僞 여부를 따질 만한 기 으로 삼을 수 없다. 續靑丘風雅 

는 주로 시인의 문집을 상으로 詩選을 진행하 는데,164)｢初出山贈沈景

混｣이 李珥 문집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다시 말해  續靑丘風雅 에 실려

있을 수 없다는 은  國朝詩刪 의 편찬자인 許筠도 인식하고 있는 사실

이었다.

한 인용문의 ‘ 靑丘風雅 ’가  續靑丘風雅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시

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상소문에서는 가장 엄정하다는 평가를 근거로  

續靑丘風雅 의 권 를 강조하 지만,165)상소문에서 언 한 것처럼 選詩

기 이 엄정했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詩選集은 오히려  靑丘風雅 이지

 續靑丘風雅 가 아니다.私撰 詩選集인 만큼  續靑丘風雅 의 選詩는 도리

어 의심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166)요컨 ｢初出山贈沈景混｣의 출처

와 련된 근거들은  外集 과  續靑丘風雅 의 성격에 한 오해를 바탕으

로 제기되었다는 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이보다 앞선 목에서는 이 시의 首聯을 문제로 삼고 있다.상소문은 시

인이 金剛山에 머무른 시기가 만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몇 년(幾年)’이라

고 지칭할 수 없다는 을 지 한다.앞 에서 살펴보았듯 실제로 여러

年譜들은 李珥가 入山하여 지낸 시기를 만 1년 이하로 기술하고 있었다.

李珥가 자신의 일을 쓰면서 잘못 썼을 리는 없기 때문에,마치 수 년 동안

入山하여 지낸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初出山贈沈景混｣은 僞作이라는 논

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구에 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해있다.애 에

첫 구 의 ‘몇 년(幾年)’이라는 시어는 入山 시기를 한정하는 시어가 아니

라 沈長源과 떨어져있던 시기를 가리키기 해 이용되었다.곧 金剛山에서

163)｢題白沙汀金沙寺,是日適見海 ｣이다.이 작품은  全書 2에 수록되어 있다.

164)李鍾默,앞의 논문,1997,71면.

165)상소문은 朴泰淳이 가장 엄정한 詩選集인  續靑丘風雅 를 참조하지 않았다고

비 하 다.“東詩之選 , 風雅 精,而泰淳亦不以參閱焉.”(金鎭圭,｢代湖南儒

生論辨國朝詩刪僞詩䟽｣, 竹泉集 17)

166)李鍾默,앞의 논문,1997,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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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낸 시기가 1년 이하이기 때문에 ‘몇 년(幾年)’이라는 표 이 하지 못

하다는 주장은 시의 맥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임

을 알 수 있다.

이 시를 出山하고 나서 지었다는 뿐만 아니라 沈長源에게 주었다는

을 상기한다면,도리어 해당하는 시어는 사실에 근 하 다고까지 볼 수

있다.여러 年譜가 언 하듯 李珥는 1554년 入山하기 직 까지 최소한 3년

간은,右水運判官이 된 아버지의 부임지 던 황해도,아버지의 집이 있는

서울,그리고 어머니의 상을 치른 坡州를 오가며 지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67)반면 沈長源은 주로 江陵에서 지냈던 인물로,1555년 出山 이후로

李珥와 깊은 교유를 나 이 있다.곧 關東에 살고 있는 沈長源과 그 서

쪽에서 지냈던 李珥가 떨어져 있던 시기는 최소한 3년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결국 이 시어는 李珥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로 江陵을 떠나 있었던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을 가리킨다는 에서 오히려 사실에 부합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선 문단에서는 李珥가 스스로를 金時習이나 賈島와 같은 異端

의 무리에 비교한 구 이 불합리하다고 지 된다.李珥와 같이 이념 으로

완 한 인물이라면 유가 이념의 경계 머에 치한 인물들과 자신을 동

일시하여 비유가 정체성을 표방할 리가 없다는 말이다.그러나 李珥 시

의 실제를 본다면 이러한 근거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같은 시기에 지

어졌던 ｢用前韻贈沈景混｣1( 拾遺 1)에서는 스스로를 신선을 찾아 래도

로 떠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인물(“我欲 仙蓬島去”)로 그리기도 하 다.

李珥가 비유가 정체성을 가진 화자로 등장하는 시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168)

특히나 李珥가 자신을 金時習과 동일시하기도 했다는 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거의 유사한 시기에 쓰인 ｢偶吟｣( 拾遺 1,1555년 작)에서

“子長[司馬遷]은 내가 사모하는 분이고 /悅卿[金時習]은 내가 친애하는 이

167)“辛亥,三十年.(先生十六歲.)五月,丁申夫人憂,葬于坡州斗文里紫雲山.(時贊成

公爲右水運判官,先生從往海西,還到西江聞訃.喪祭一遵 家禮 ,廬墓三年,不脫衰

絰,躬執祭饌,雖洗滌等事,不委於僮僕.)”(｢年譜｣, 全書 33)

168)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다음 장의 두 번째 에서 상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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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네(子長吾所慕,悅卿吾所親)”라고 하 듯 李珥는 스스로를 金時習과 가

까운 인물로 묘사했던 것이다.물론 이 경우에는 司馬遷과 병칭되었다는

에서,金時習을 거론한 근거가 禪學에 종사했던 경험에 있다기보다는 산

수에서 노닐며 문장력을 길 다는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司馬遷의 문

장력이 은 날의 遠遊에서 기인했다는 말이 리 퍼져있었듯이,金時習

역시 국을 방랑하며 많은 시를 남긴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李珥 자신이 金時習을 異端이라 비 하지는 않았다는 도 지 할 필요

가 있다.상소문에서 ‘ 같은 자들의 무리(如彼 流)’라는 지 은 賈島와

함께 金時習의 행실이 법도에 맞지 않았다는 에서 ‘異端의 무리’라는 말

로 환언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李珥는 金時習을 단순히 異端의 무리에

국한하기보다도 오히려 후세의 스승이 될 만한 인물로 여겼다.1582년에

宣祖의 명에 의해 李珥는 ｢金時習傳｣을 지었는데,여기서 그는 金時習이

타고난 氣의 한계를 지 하면서도 그가 節義와 倫紀를 지켰다는 을 높

이 평가하여 伯夷에 비길 만한 인물로 보았다.169)요컨 李珥는 스스로를

金時習에 비기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며,나아가 그를 부정 인 인물로 간

주하지도 않았다는 에서 상소문의 논리는 타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작품이 李珥 시의 분 기와 다르다는 주장 역

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을 쉽게 알 수 있다.李珥 한시에서 온화하고

차분한(“溫雅平正”)분 기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은 이미 선행연구자

들이 지 한 사항이다.170)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李珥의 한시

에서는 술을 통해 낭만 으로 실 사회를 벗어나려 했다거나 도가 세

계에 한 욕망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여 動的인 분 기를 형성한 경우도

많다.상소문의 논자는 李珥 한시를 ‘溫雅平正’이라는 평어로 요약할 수 있

다는 제에 서있지만,이는 李珥 자료 체를 악하지 못한 데서 이루어

진 발언이라 하겠다.

나아가 가장 처음에 언 된 바 李珥가 삭발하지 않았다는 을 근거로

169)심경호, 김시습 평  ,돌베개,2003,53～54면;최 하,｢김시습 의 분석을

통해 살펴 본 율곡문학과 율곡사상의 의의｣, 栗谷學硏究叢書 5,栗谷學

,2007,892～3면;황 연,앞의 책,2000,74면.

170)박종우,앞의 논문,2003,10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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頷聯의 불합리성을 지 하는 주장에 해서는 애 에 李珥의 삭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 문제이다.오로지 西人의 정치 권 에 의지하지 않는

한은 그의 삭발을 부정할 수 없다는 에서,이러한 방식으로는 해당하는

자료가 僞作임을 객 으로 증명할 수 없다.실제로 상소문은 1635년에

蔡振後가 李珥를 비 하는 상소를 올린 이래 이러한 비 을 반박했던 이

가 宋時烈과 같이 권 있는 인물이었다는 을 내세울 뿐이다.西人의 입

장에서 西人의 권 에 기 어야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을 객 으로 타

당한 주장이라고 수 하기는 쉽지 않다.

이외에도 상소문은,許筠이 작가를 의도 으로 혹은 실수로 잘못 기입했

을 가능성을 논 하는 등 여러 근거들을 제기하 으나,17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하는 작품이 僞作임을 보이기에 충분한 력을 가지고 있

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 뒤에 禮曹에서 覆奏하 다.“ 國朝詩刪 3책의 謄本이 세상에

한 지는 벌써 오래 되었는데,거기에 이른바 文成公의 詩라고 하는 1편

은 이미 문집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그 셋째,넷째 구의

말뜻이 李珥의 실제 행 과는 크게 어 나고 잘못되었으니,상소 에

진술한 내용은 참으로 식견이 있는 것입니다.”172)

( 肅宗實  26년 2월 26일)

하지만 객 으로 타당하지 않은 상소문의 논리는, 에 인용한  肅宗

實  의 기사에서 보이듯이 당 에 공식 으로 인정을 받는다.吳 錫의

청원이 들어간 이후 肅宗은 禮曹에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명하 는데,禮

曹에서는 이러한 상소문의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初出山贈沈景混｣이 李

珥의 僞作이라는 주장을 공식 으로 인정하 다.이에 肅宗에 의해  國朝

171)이는 문자시비에서 곧잘 나타나는 비난방식이다. 컨 ,崔錫鼎의  禮記類編 

을 비 한 경우에도,편찬자목록에 朴世采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崔錫鼎이 公

論의 비난에 핑계를 마련해둔 것이라는 식으로 비난하 던 이 있다.양기정,｢ 

禮記類編 의 毁板과 火書에 한 연구｣, 民族文化 39,한국고 번역원,2012,

221～3면.

172)“其後禮曹覆奏曰:‘ 國朝詩刪 三冊謄本,流傳已久,而其所 文成公詩一篇,旣是

本集之所不載,且其三四語意, 實蹟大相乖謬,疏中所陳,誠有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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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刪 을 간행한 朴泰淳이 사태를 책임지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173)

이 게 ｢初出山贈沈景混｣이 僞作이라는 주장이 당 에 타당하게 받아들

여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논란의 배경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이 상

소문이 제출된 것은 1700년으로,이 시기는 이미 세 차례의 換局을 거치면

서 西人이 南人에 한 정치 우 를 확실히 하 던 시기이다.이후로 西

人은 老論과 論으로 분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南人에게 정치

주도권을 빼앗기진 않을 수 있는 치를 유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 우 를 바탕으로 李珥는 이 시기에 文廟에 안정 으로

자리를 잡는다.비록 己巳換局 이후 南人의 집권으로 인하여 李珥가 文廟

에서 잠시 黜享된 이 있기는 하 으나,甲戌換局으로 西人이 정권을 장

악하게 되면서 1694년에 復享되었다.이 시기 이후로 文廟 내에서 李珥의

치가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은 西人의 집권에 의한 文廟從祀 운동

이 성공 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보여 다.174)

吳 錫의 상소문이 제출된 시기가 西人의 정치 우 가 확보된 때 다

는 과 함께, 외 으로 西人의 입장을 변하 던 老論의 인식이 상소

문에서 발견된다는 역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인용문에서 宋時

烈의 상소문이 옳은 것이었다고 직 언 하 을 뿐만 아니라,李珥의 入

山을 朱熹의 初年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李珥의 삭발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는 주장은 이미 앞 에서 살펴본 宋時烈 상소문의 내용과 동일하

다.李珥가 入山한 동기로서 禪學에 한 탐닉을 든다는 역시 상소문에

작동하고 있는 인식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다.

李珥에 한 宋時烈의 인식이 객 이라기보다는 정치 으로 만들어진

념이라는 은 상술한 바 있다.곧 허술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상소문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그들의 인식을 철시킬 수 있

173)“判曰:‘朴泰淳之不能審愼,混同刊出,誠有所失,罷職.’”( 肅宗實  26년 2월 26

일)

174)許捲洙,앞의 책,2005,212～3면.이러한 성공은 西人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

이라기보다는 肅宗의 자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薛錫圭,앞의 책,2002,270

면. 컨 ,1696년 丁時翰이 상소를 올려 李珥를 黜享하도록 요청했을 때에도 肅

宗이 나서서 요청을 거부하 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肅宗實  22년 2월 28

일)이는 언 했다시피 西人이 南人의 비 에 정면으로 응하지 않았던 정황과

계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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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당 西人의 정치 우 가 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다.175)西人이 집권한 상황에서 西人이 외 으로 표방하 던 宋時烈·老

論의 인식에 어 나는 자료는 은폐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李珥의 승려

경험,出山 이후로 나타나는 禪學의 분 기 등을 보여주는 이 시는 확실히

西人,老論에게 꺼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國朝詩刪 을 둘러싼 논란과 그 결과는 李珥 자료와

老論의 인식 사이의 간극에 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첫째로 이 사건은

老論의 인식이 주장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세칭 ‘李珥 자료’라는 것들을

검열하는 기 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공인되었음을 보여 다.西人의 집권

을 배경으로 老論의 인식이 定論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이는 자

연히 南人이나 朴世采를 비롯한 여타의 異見들과 달리 西人의 입장을

변하는 역할을 맡았던 老論의 인식이 우 를 유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老論의 인식이라는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는 李珥

자료의 특징을 보여 다.우선,시 속에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어떤 정체성

을 가진 것으로 드러내는가의 문제를 들 수 있다.상소문에서는 ｢初出山贈

沈景混｣에서 화자가 스스로를 金時習과 賈島와 같은 異端의 인물에 비겼

다는 이 거슬린다고 지 되었다.이는 앞서 宋時烈이 李珥의 사회 면

모를 朱熹의 학문과 연 지어 설명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곧 화자가 유가 이념을 벗어나 사회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를 취하는 시

편들은 老論의 인식에 따라 李珥에게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시 정조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사회규범으로부

터의 일탈인 入山을 李珥와 분리하려는 老論의 입장에 따르면 李珥의 시

는 溫雅平正한 분 기를 띠어야 한다.사회를 벗어나 산수자연의 월

세계에서 노닐고 있는 것 같은 가벼운 분 기의 작품들은 李珥의 작품으

로 인정하기 꺼려졌던 것이다.이는 出山 이후 李珥를 入山과 분리하여 이

해한 것과 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애 에 入山 자체가 학

175)비록 文廟從祀 자체가 西人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이미 西人의

주장에 따라 文廟從祀를 허락한 이상 국왕 역시 그들의 편을 들어 수밖에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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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出山과 함께 李珥가 異端을 끊어버렸다고 믿

고 싶은 老論으로서는 학자의 차분한 분 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시편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 문면에는 언 되어 있지 않으나 僞作으로 정된 ｢初出山贈沈景混

｣이 沈長源과의 교유에서 창작된 시라는 역시 특기할만하다.앞 장에서

언 했다시피 沈長源과의 교유시는 李珥의 교유시 에서  全書 로부터

가장 많이 배제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沈長源은 出山 이후로 李珥와 비

교 깊은 정을 나 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음에도,그와의 계에

서 이루어진 교유시가 보여주는 특성들은 老論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

웠다고 하겠다.

이에 자연히 老論의 인식이 定論이 된 시 으로부터 朴世采의 문집은

좌시할 수 없는 상이 된다.하지만 李縡는 이 자료들을 僞作으로 정할

수는 없었다.배제작들이 老論의 인식에 부합하지는 않지만,｢初出山贈沈

景混｣처럼 명백히 기를 범하여 물의를 빚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이

러한 난 앞에서 李縡가 定論이 된 宋時烈의 인식을 철해나간 모습을

살펴 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或 所答｣은 수북한 책들에 끼어들어가 다시 검토해보았는데,이

의 문장은 매우 좋으나 처음 산을 나왔을 의 기미이니,바른 도리에

순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科體詩와 戱作詩,靑詞를 삭제하는 뜻으로

미루어본다면 [이 도]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그러나 이는 [禪

學에 빠졌던]허물을 감추려는 데에서 나와 그러한 것이 아니지만 뒷

사람들이 혹여 이와 같이 오인하지 않겠습니까. 에  老峰集 을 刪

定할 에 그[閔鼎重]가 尹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선생이라고 칭한 것

을 는 남겨두려고 했으나 그 후손들이 제거해버렸습니다.보내오신

편지에서 [이 을]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것도 아마 같은 뜻

일 것입니다. 는 노선생의 문집이 다른 문집과 事體가 로 구별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176)

176)“｢或 所答｣,入於亂帙中,試更 檢也,此文文章則儘好,而係是初出山時氣味,未

覺其純於正.以科體詩及戲作靑詞刪沒之意推之,刪去爲得.然此非出於欲爲諱過而然,

後人無或誤認如此否.往年 峰集 刪定時,其 尹䥴書之稱先生 ,愚欲存之,而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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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縡,｢李鎭五에게 답하다(答李丹城)｣[甲子2], 陶菴集 12)

의 인용문은 李縡가  全書 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1744년에 李珥의 후

손인 李鎭五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문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편지를

바탕으로 李鎭五와 李縡 모두 ｢或 所答｣이라는 李珥의 을 배제하는 데

에 합의하 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全書 를 비롯한 李珥 문집에 해당

하는 이 실려 있지 않아서 재 그 구체 인 내용을 악할 수는 없다.

다만 해당하는 이 李珥가 出山한 이후에 쓰인 산문으로 비교 철학

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정도는 추정해볼 수 있다.

李縡가 이 을 배제한 가장 큰 원인은 에서 入山과 련된 분 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이는 李縡가 老論의 인식을 근거로 배제 작업을 진행

했다는 을 드러내 다.李縡는 이러한 배제를  老峯集 의 편찬 과정에서

‘斯文亂賊’으로 평가된 尹鑴에게 閔鼎重이 ‘先生’이라는 호칭을 쓴 허물을

그 후손들이 감춘 것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았다.애 에 老論은 入山을

李珥의 허물로 보는 데에 반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그보다도 李縡는

李珥 문집이 특수성을 가진다는 을 언 하며 이러한 배제를 결정하 는

데,이는 宋時烈이 李珥의 入山을 李珥와 분리하여 이해한 것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入山의 행 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던 朴世采와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李縡가 이러한 入山과 련되는 작품의 특징을 科體詩,戱作,靑

詞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或

所答｣은 표면 으로는 科體詩,戱作,靑詞 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

음에도 같은 원칙 속에서 배제되었다.이는 곧 세 범주가 문면 그 로 이

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을 드러낸다.李縡는 科體詩,戱作,靑詞 등의 자

료를 통해서는 李珥에 한 老論의 인식을 구 할 수 없다고 여긴 듯하다.

이는 특히 靑詞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靑詞는 나라에서 거행

하던 도교 의례인 醮祭에 쓰인 로,당시에 네 편의 靑詞가  外集 에 실

려 하고 있었다.177)李珥가 이러한 을 지으라는 宣祖의 명에 순순히

後孫去之.來示中宜刪云云,豈亦一般意耶.愚以爲 先生文集, 他集事體自別故也,

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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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 않았던 일화가 당 에 리 알려져 있었는데,178)이러한 일화는 李

珥가 異端에 하여 비 태도를 취했다는 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

이곤 하 다.179)이러한 정황은 李珥가 지은 靑詞가 出山 이후 李珥의 異

端의 의를 부정하려고 했던 老論의 정치 의도에 배치되는 자료임을

알 수 있게 해 다.곧 李珥의 靑詞를 배제한 것은,그것이 定論을 구 하

는 데에 부 합하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요컨 李縡는 南人이나 朴世采 등에 응하여 老論의 인식을 사실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  全書 를 편찬하 다고 할 수 있다.朴世采의

인식은 외 으로 南人에 효과 으로 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老論이

내세운 옹호론의 논리 한계를 노출시켰다는 에서 문제 이었다.이에

기존에 공인된 宋時烈의 인식에 부합하는 李珥 자료를 심으로  全書 를

편찬함으로써 老論의 인식이 定論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여한 것이다.

본 장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李縡는 18세기에 들어서 공식

으로 인정받은 宋時烈·老論의 인식을 수용하여 그에 부합하는 자료집으로

서  全書 를 편찬하 다.이러한 편찬 작업은 외 으로는 文廟從祀 논쟁

의 역사에서 南人의 비 에 응하여 李珥를 옹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  全書 의 편찬은 내 으로는 西人 내에서 李珥에 한 定論

을 마련하 다는 의미를 가진다.李縡는 朴世采가 자신의 異見을 바탕으로

편찬한 문집들을 해체하여 공인된 인식에 따라 재구성하 는데,이는 한편

으로는 南人에 한 반박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朴世采가 노출한

老論의 인식상의 약 을 은폐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177)｢摩尼山塹城醮三獻靑詞｣두 편과,｢壽星醮靑詞｣,｢無題淸詞｣등이  外集 3에

수록되어 있다.

178)“李栗谷在玉 時,命製摩尼山醮靑詞,公上箚曰:‘殿下旣知其爲左道,不敢强使諫

官製進,而乃命 臣,是諫官不可以左道事君,而講官猶可以左道事君.’此眞儒 之

也,若非栗谷,則其有不帖然承當 乎?(出 芝峯類說 .)”(｢諸家記述雜 ｣, 全書 

38) 練藜室記述別集 4에도 거의 동일한 일화가 실려 있는데  朝野記聞 에서 인

용하 다고 되어 있다.이 일화가 언 한 李珥의 말은 ｢辭命製摩尼山醮靑詞箚｣, 

全書 3에서 확인된다.

179) 練藜室記述別集 에서는 이 일화를 淫祠를 한 것과 련된 일화들 사이에

배치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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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栗谷全書 에서 배제된 

李珥 한시의 양상

제 1  일탈의 행 과 方外人文學의 면모

지 까지 살펴본 편찬 배경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全書 에서 배제된

李珥 한시의 양상을 구체 으로 확인할 것이다.제1 에서는  全書 가 편

찬되기 이 단계에 이미 배제되었던 작품들을 통해 西人이 은폐한 李珥

의 면모를 확인해볼 것이다.제2 에서는  全書 로부터 배제된 작품들을  

全書 에 수록된 작품들과 비교하여 그 미학 특징을 밝 낼 것이다.이

게 李珥 문집들의 편찬 과정에 따라 李珥 한시들을 차례로 살펴 으로써

지 까지 지 되지 않았던 李珥 한시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첫 번째 에서 다룰 작품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李珥의 행 을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 체로 ‘方外人文學’은 金時習처럼 지배체제에 반발하는

인간형으로서 方外人의 문학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180)하지만 본고에서는

자 사후에 이루어진 문집 편찬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方外人文學의 개

념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체제에 한 항을 동기로 가

지지 않았고 당 에 이념을 벗어나는 행 로 단죄되지 않았던 사건이라도,

후 에 이념의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간주되어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이에 본고에서는 편찬자의 시 를 기 으로 하여 이념을 벗어난

다고 간주될 수 있는 행 을 보이는 인물을 ‘方外人’이라는 용어로 지칭하

고,이와 련된 작품을 ‘方外人文學의 면모’를 가진 것으로 기술하기로 하

겠다.이러한 맥락에서 方外人文學의 면모를 가지는 李珥 한시는 老論이

180)林熒澤.｢조선 기 문인유형과 方外人文學｣, 韓國文學硏究入門 ,黃浿江·金容

稷·趙東一·李東歡 編,知識産業社,1982;姜貞和,｢16세기 遺逸의 方外人的 性向에

한 고찰｣, 東方漢文學 38,東方漢文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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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운 바,이념에 부합하는 李珥 이미지에 한 반례라고도 할 수 있겠다.

老論의 주장과 달리 李珥는 자신의 일탈 경험을 시를 통해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分袂東西問幾年 동서로 헤어진 지 몇 년이나 되었던지

欲陳心事意茫然 마음 속 일을 늘어놓으려니 마음이 아득해지네.

前身定是金時習 생에는 정말 金時習이었고

今世仍爲賈浪仙 이생에는 이어서 賈島라네.

山鳥一聲春雨後 비 내린 뒤에 한 기 산새 소리 들려오고

水村千里夕陽邊 석양녘 물가 마을이 천리에 뻗어있네.

相逢相別渾無賴 만나고 헤어질 기약 믿을 수 없어

回首浮雲點碧天 머리 돌리니 뜬구름이 푸른 하늘에 이 떠있

네.

(｢처음 산을 나와 沈長源에게 주다(初出山贈沈景混(長源))｣, 國朝詩

刪 7)

우선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初出山贈沈景混｣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이 작품은 앞 장에서 西人과 南人의 공방의 주요한 논쟁 이었

던 승려 생활과 계된다.당시에 이 작품은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문제가 되었던 頷聯은  明宗實  에 인용되어 있고,앞 에서 다룬

 國朝詩刪 의 논란이 있기 이 에 洪萬宗 역시  詩評補遺 에서 의 시의

眞僞에 해 논하기도 하 다.181)洪萬宗에 따르면 이 시는  栗谷詩律 이

라는 서 에 실려 하고 있었다고 하니,이 작품이 李珥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82)

首聯과 頷聯에 해서는 앞 장에서 이미 자세히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

서는 頸聯과 尾聯을 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이 시는 頷聯에서 李珥

181)“李栗谷｢出山贈沈長源｣.(許筠所撰 國朝詩刪 中.載 栗谷詩律 ,以｢初出山贈沈

長源｣爲題.又注曰:‘此詩,本集雖不在,亦自絶佳’云.)詩曰:… (筠爲人輕佻好侮 ,

無乃托名僞作也歟.)”(洪萬宗, 詩評補遺 上, 洪萬宗全集 ,太學社,1980,268면)

182)앞 장의 제2 에서 다룬  國朝詩刪 의 논란이 있기 이 에도 이미 李珥의 문

인들에 의해  國朝詩刪 이 毁板된 이 있었다.허권수 212면;洪重寅,待百 ,

81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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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삭발 사실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구 에서도 李珥가 심리

으로도 禪學과 긴 하게 련되어 있다는 인상을 다.이는 구체 으로

許筠이 달았다고 하는 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朴泰淳에 의해 목 으로

간행되기 이 의  國朝詩刪 183)에는 목 본에 들어있지 않은 許筠의 評이

頸聯과 尾聯에 붙어 있다.먼 頸聯에는 “高僧의 말인 듯하다(猶是龍象

語)”라는 評이 붙어있는데,여기서 ‘龍象’은 덕이 높은 승려를 가리키는 말

로,이 평어는 곧 頸聯이 高僧의 시와 비슷한 분 기를 담고 있다는 을

의미한다.尾聯에서도 앞 연에 이어서 “역시 깨달은 뜻이 있다(亦有悟意)”

라는 評이 달려있는데,이 역시 시인의 정신을 禪學의 깨달음과 연 지어

악하고 있는 목이라고 하겠다.許筠의 이러한 評은, 시를 통해 시인

과 禪學의 연 성을 읽어낼 수 있음을 보여 다.

頸聯의 評은 아마도 앞에 바로 보이는 아름다운 경물을 있는 그 로

읊었다는 을 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禪과 련된 운문 작품들에서

는 깨달음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고 일상 인 경물을 있는 그 로 보여주

는 방식으로 표 하곤 한다. 컨  碧巖  제20칙에서는 “ 녁 구름 돌

아와도 다 가리지 못하 으니,먼 산 끝없이 층층이 푸르구나(堪 暮雲歸

未合,遠山無限碧層層)”는 이 실려 있고,조선후기의 승려인 義沾은 “祖

師가 서쪽에서 온 분명한 뜻 알려거든,떨어지는 꽃 우는 새로 가득한

산을 보게나(要識西來端的意,落花啼鳥滿山春)”라는 시구를 남기기도 하

다.이러한 표 은 상을 논리 으로 따져서 얻는 상 인 지식보다 사

물을 그 로의 상태로 볼 것을 강조하는 禪學의 특징에서 비롯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184)頸聯에서 시인은 지난 승려생활을 돌이켜본 뒤의 감회

를 직 드러내지 않고 다만 날의 맑은 경치를 통해 표 하 던 것이다.

尾聯에서도 역시 禪學과의 연 성을 따져볼 수 있다.구름이 이리 리

183)간행되기 이 의  國朝詩刪 은 許筠의 수정고본으로 알려져 있는 이화여 소

장본을 참조하 다.이 자료에 해서는 박철상,｢허균 수정고본(手定稿本) 국조

시산 의 출 과 그 가치｣, 한국문화연구 12,이화여자 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에 자세하다.

184) 無門關 제37칙에서 한 승려가 祖師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자 趙州가 “뜰 앞

의 잣나무(庭前栢樹子)”라고 답하 다는 일화는 이러한 선불교의 특징을 잘 보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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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듯 자신의 생도 마음 로 조종할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화자는

만나고 헤어지는 인간사에 한 집착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首聯에서 정

리되지 않은 복잡한 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화자는 頸聯과 尾聯을 거치면

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데에 이른 것이다.앞서 이 시를 부정한 金

鎭圭의 상소문에서 이 시를 두고 流宕浮輕하다고 평가했음을 확인하 는

데,이는 인간사에 얽매이지 않고 구름처럼 유유자 한 화자의 심리를 가

리킨 것이라 볼 수 있겠다.

朴世采가 이 작품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이 시의

인지도와 李珥에 한 그의 심을 고려한다면 그가 이를 알지 못했을 가

능성은 낮아 보인다.그럼에도 이 시가 문집에 실리지 못했던 까닭은,이

시에서 李珥가 方外人의 면모를 보여 다는 에서 朴世采의 인식에 부합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시의 내용과 달리 朴世采는 李珥의 삭발을 부정하

고,그의 家出 원인을 禪學이 아닌 가정불화에서 찾으려는 입장에 서 있었

으므로 이 작품을 문집에 수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우선 그가 문집을 편찬할 때에 자신의 인식과 어 나는

李珥 자료들을 의도 으로 배제하 던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지지될 수 있

다.선행연구자는 체로 朴世采가 李珥 자료들을 모두 포 했다고 이해하

지만,185)그 역시 조선후기 문집 편찬의 일반 인 방식처럼 나름의 기

에 따라 자료들을 산삭하 다.이러한 편찬방식은,그의 인식과 긴 히 연

되어 있었던  別集 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栗谷은 10여 세에 문장이 이미 성숙하여 높은 명망이 있었다.아버지

가 첩에게 빠져서 아버지로부터 뜻을 얻지 못하여 출가하여 정처 없이

떠돌며 法名을 ‘義菴’이라 하 다. 들이 그를 존경하여 ‘生佛’이라고

하면서 竹兜子로 어깨에 메고 다녔다.나이 20세가 되어서 머리를 기르

고 과거에 응시하여 甲子年의 生員試와 大科에 壯元으로 제하 다.

좋은 벼슬을 역임하고 宣祖의 知遇를 받아 벼슬이 贊成에 이르 다.당

시 유림의 수가 되었으나,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깎아내려 돌아보

지 않았다.186)

185)정호훈,앞의 논문,2011,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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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時讓, 涪溪記聞 , 은 인용자)

에 인용한  涪溪記聞 의 일화는 그 한 이다.인용문에서는 李珥가

겪었던 아버지와의 불화,승려생활,귀환,벼슬,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계가 차례로 서술되어 있다.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涪溪記聞 은 李珥의

삭발을 인정하고 있다. 한 朴世采의 의견과 달리  涪溪記聞 은 부자간의

불화가 家出의 직 인 원인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 벼슬길에 나아

간 뒤에 주변 인물들로부터 李珥가 시되었다는 역시 李珥를 존숭

하 던 朴世采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목이었을 것이다.

이 게 朴世采의 인식에 어 나는  涪溪記聞 의 목들은  別集 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別集 에는 그가 아버지와의 불화로

家出하 다는 내용,삭발하고 法名을 받아 승려로 지내다가 과거를 볼 때

에 머리를 다시 길 다는 내용,주변 인물들로부터 비난의 상이 되었다

는 내용 등이 모두 삭제되었다.유가 이념에 들어맞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일탈의 행 을 모두 삭제한 것이다.그 결과  別集 에는 그가 어렸

을 부터 가지고 있었던 빼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과거에 제하여 높은

벼슬에 이르 다는 만이 나타날 수 있었다.187)

李喜朝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初出山贈沈景混｣을 朴世采가 의도 으로

문집에 싣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李珥에 해 朴世采와 유사

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李喜朝는 1687년에 金剛山에 갔다가 長安寺의

승려들을 통해 李珥의 편지 한 통을 입수하 다.그 편지는 장인이 되는

盧慶麟에게 보낸 편지로,“머리의 검은 머리칼을 잘랐고,몸에 걸친 흰 옷

을 검게 물들 습니다(削頭邊之黑髮,緇身上之白衣)”는 내용으로 미루어보

아,자신이 삭발하여 승려가 되었던 경험을 밝히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하지만 李珥의 삭발을 인정하지 않았던 李喜朝는 이러한 편

지를 거짓으로 간주하고 자의 으로 폐기해버렸다.188)이 게 李珥의 삭발

186)“栗谷十餘歲,文章已成有重名.父惑於嬖妾,不得於父,出家雲遊,禪號義菴.緇徒

之以爲生佛,以竹兜子肩擔而行.年二十長髮應擧,魁甲子生員及第.歷敭華貫,受

知宣廟,位至贊成.爲一時儒林領首,異議貶之亦不恤也.”

187)“栗谷十餘歲,文章已成有重名.魁甲子生員及第.歷敭華貫,受知宣廟,位至贊成.

爲一時儒林領首.”(｢拾遺雜 ｣中, 別集 3,25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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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된 자료들이 개인에 의해 자의 으로 쉽게 폐기될 수 있었던 당

의 분 기를 감안한다면,李珥의 일탈을 보여 ｢初出山贈沈景混｣역시 朴

世采가 의도 으로 문집에 싣기를 거부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 가운데 긴요하거나 한만하게 주고받은 시문들을 모두 수록하

는 것도 본래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妓生 柳枝에게 詞 한 수

花巖副守[李 歲]에게 구 한 수 만큼은 함께 수록할 필요가 없으

니,어째서이겠습니까?이러한 들이 본래 무슨 계가 있겠습니까마

는,비록 선생의 성 한 덕에 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후세에 가

르침을 남길 수 있는 일도 아니니,이런 들을 수록하는 것은 후세 사

람들이 살펴서 결정하고 편찬하는 뜻이 아닐 듯합니다.가만히 바라건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89)

(李之濂,｢ 朴和叔｣[壬子2], 恥菴集 2)

｢柳枝詞｣는 이미 의 의견을 취하시어 산삭하여 없앴으니 몹시 다

행스럽습니다.｢戱贈松溪｣ 구 한 수는 비록 설사 산삭해 없애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하여 외우는 데에 무슨 상 이 있겠습니까?다만 正

集[ 原集 ]은 고치기 어려우니 쉽게 의논할 수 없겠습니다.어떻습니

까?190)

(李之濂,｢ 朴和叔｣[壬子3], 恥菴集 2)

188)“黃昏入長安,佛殿燦金碧.䂓模一何壯,盡是吾民力.怪底得一書,慘矣先賢辱.痛

明其誣,緇徒亦解惑.(長安､表訓,爲山中巨刹,而長安法 䧺麗.僧輩持一書示

余,其題則曰‘盧牧使’,而下書‘栗谷先生’四字,盖以栗谷 於出山後,以此抵盧公,

自叙其事,而因乞爲婿云.其 已甚駭悖,書是四六而滿篇皆無理,其中二句,有曰:

‘先背生我之父,後棄育我之母.’又曰:‘削頭邊之黑髮,緇身上之白衣.’余 僧輩曰:

‘此有一 可破其誣,栗谷先遭其母夫人喪,服闋,卽入山,經歲後出來,是時其父公尙

無恙在世,豈有先背父後棄母之理哉?’遂取筆抹‘栗谷先生’四字,僧輩亦皆唯唯.抑不

但此也,其一篇,體制不成貌㨾,决非能文 所做,雖未知何人所作,而必是欲誣栗谷

故作此,播之山門,以爲證成削髮之計,可 巧且慘矣,僧輩亦 下覺悟,其賢於世

人,可 遠矣.)”(李喜朝,｢歸自楓岳,紀遊兼述懷, 寄伯祥,魯望兩兄,求和｣, 芝

村集 1)

189)“且其中緊慢酬唱,並爲收載,本非不可,而如贈柳枝詞一律及如贈花巖副守一絶,則

並不當載,何 ?此本有何關係,雖不敢 有累於先生之盛德,亦非所以垂訓於後世 ,

則收載此文,恐非後人審定纂集之意也.竊望更加商量如何?”

190)“｢柳枝詞｣,旣蒙俯採刪去,幸甚.｢戱贈松溪｣一絶,雖使刪去,何關於人皆傳誦?顧

 正集 難改,則未易議耳.如何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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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似當年杜牧之 나[李珥]도 당시의 杜牧처럼

看花偏愛未開枝 꽃을 볼 때 유독 피지 않은 가지 좋아한다네.

丁寧芳約君 記 정녕코 꽃다운 약속을 그 [權應仁]는 모름지기

기억하여

莫使 春恨 遲 찾는 약속이 늦었다고 한탄하게 하지 마오.

(李珥,｢松溪[權應仁]에게 장난으로 지어주다(그가 측실로 어린 여인

을 두었는데 자못 姿色이 있었기 때문에 희롱하여 지었다.○庚申年

[1560년])(戱贈松溪(有側室 女,頗有姿色,故戱作○庚申年))｣, 原集 10,

21ㄴ～22ㄱ)

朴世采에게 보낸 李之濂의 서신들은  續集 과  外集 으로부터 의도 으

로 배제된 李珥 한시들을 추가 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다. 에 인용한

두 편지는 李之濂이 1672년 당시 李珥 자료를 수습하던 朴世采191)에게 보

내는 조언을 담고 있다.두 통의 편지에서 李之濂은 새로 수합한 李珥의

자료라 하더라도 모두 문집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을 주장하 다.이러

한 주장을 바탕으로 그가 문집으로부터 배제하도록 권고한 자료는 ｢柳枝

詞｣,｢贈花巖副守｣,｢戱贈松溪｣등이었다.

그런데 에 인용한 ｢戱贈松溪｣의 경우는 다른 두 작품들과 달리  原集

 에 이미 수록되어 있었던 작품이라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두 번째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原集 에 손을 는 일에 이미 李之濂은 강력

하게 부정 인 의사를 표했던 이 있기 때문이다.192)그럼에도 불구하고

191)1672년에 朴世采는 李珥가 살던 海州에서 가까운 白川으로 이주하게 된 것을

계기로 李珥 자료들에 쉽게 근할 수 있었다.“歲壬子適罹喪病,歸寓于白川,

先生所居海陽相接也.海之人士,往往來見,語及 文集 事,乃其從玄孫紳,爲世采詳

先生草藁方在石潭 第 凡九卷,頗有未及登於刊本 .又  文集 抄選,雖出牛溪

先生,而其分類卒業,多是朴公汝龍諸人所爲,蓋以刊役在於萬曆庚戌故也.世采於是

亟取其藁而讀之,凡所 寫皆作楷體,題下又輒具甲子,無不可識 .”(朴世采,｢跋栗

谷先生續集｣, 南溪正集 68; 續集 跋)

192)李珥 자료를 정리하려던 朴世采의 최 기획은,자신이 수합한 자료들을 모두

 原集 에 追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蓋嘗側聞是集之始編也,牛溪先生頗 先生門

下諸公同加校正,而今 首尾體例,誠有違於 大全 ､ 集 等書.苟爲如此,猶欲膠

守 誤,則是子朱子所 非二先生文之不幸,亦文定之不幸 ,復作於今日也.”(朴世

采,｢ 閔大受(辛亥九月四日)｣, 南溪正集 27)이에 李之濂은  原集 자체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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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原集 에 실린 작품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사실은,첫 번째 인용문

에서처럼 李之濂이 문집에서 나타나는 李珥의 모습을 크게 의식하고 있었

다는 을 드러낸다.그는 문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해당하는 인물을 후세

에 모범이 될 만한 존재로 나타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재 이 서신들에 한 朴世采의 답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정

확한 반응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인물의 창

은 조선후기 문집 편찬의 일반 인 목 이었던 만큼 朴世采 역시 결과

으로 李之濂의 권고를 충실히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原集 자체를 수정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미 수록된 ｢戱贈松溪｣를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나머지 두 작품은  續集 과  外集 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李之濂이 언 한 세 작품 에서도 ｢贈花巖副守｣에 해서는 자세히 논

의하기 어렵다.花巖副守는 太宗의 6세손인 李 歲인데,李珥와 그의 교류

를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그에게 시편은 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두 작품은 재 문을 확인할 수 있다. 에 인용한 ｢戱贈

松溪｣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權應仁의 소실이 어린 것을 희롱하며 지

은 작품이다.이 시에는 杜牧이 한 어린 소녀가 자란 뒤에 맞이할 것을 약

속했다가 약속했던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버

렸다는 고사가 이용되었다.아마도 이 작품은 權應仁의 첩을 두고 희롱한

다는 가벼운 분 기를 표출했다는 에서 배제 상이 되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겠다.起句와 承句에서 李珥는 자신도 杜牧처럼 어린 여인을 좋아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여인에 한 이러한 언 은 농담일지라도 공공연히

드러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曾日月兮幾何 세월이 얼마나 되었던가,

悵綠葉兮成陰 푸른 잎이 그늘을 이룬 것이 서 구나.

矧余衰兮開閤 하물며 나는 쇠하여 여색을 내보내야 하고

六塵兮灰心 세상의 정욕도 식어버렸네.

하는 일은  原集 의 편찬자 던 成渾을 비롯한 前賢의 뜻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그보다는 그가 새로 수합한 자료를 續集과 別集의 형태로 엮는 편이 낫

다고 力說하 다.(李之濂,｢ 朴和叔｣[壬子2];｢ 朴和叔｣[壬子3], 恥菴集 2;｢

朴和叔｣[壬子4], 恥菴集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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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

閉門兮傷仁 문을 닫자니 仁을 상할 것이고

同寢兮害義 잠자리를 같이하자니 義를 해칠 것이라,

撤去兮屛障 병풍은 치워버리더라도

異牀兮異被 침상을 달리하고 이불도 달리했네.

恩未畢兮事乖 恩情이 다하지 않았는데 일이 어그러져

夜達曙兮明燭 밤이 새벽에 이르도록 촛불을 밝 두었네.

天君兮不欺 하늘은 속일 수 없어서

赫臨兮幽室 깊은 방까지 밝게 임하시리니,

失氷冸之佳期 얼음 풀리는 좋은 때를 놓쳤으니

忍相從兮鑽穴 차마 서로 몰래 정을 통할 수야 있겠는가.

(… 략…)

倘三生兮不虛 혹시라도 三生이 거짓된 말 아니라면

逝 遇爾於芙蓉之城장차 芙蓉城에서 를 만나리.

(｢柳枝詞｣,이화여 박물 소장본193))

여성에 한 李珥의 태도가 논란을 일으킬 법했다는 은 ｢柳枝詞｣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柳枝詞｣는 李珥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인

1583년 9월 28일에 그와 친 하게 지냈던 기생인 柳枝에게 써 작품이다.

이에 해서는 기생인 柳枝를 하는 李珥의 태도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

기 때문에 의도 으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 이미 이종문에 의해

상세히 밝 진 바 있다.194)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李珥의 이

미지와 련하여 이 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 李珥의 여성 계에 해서는  淸野談藪 에 실린 黃眞의 일화를 참

조할 수 있다.이 일화에서 개성의 유명한 기생인 黃眞은 李珥와 鄭澈,柳

成龍 에 李珥를 제일로 평가했는데,그 까닭은 그가 다른 이들과 달리

黃眞의 재주만을 아껴서 담소만 나 고 밤이 되자 그녀를 물리쳤기 때문

193)이하 이화여 박물 에 소장된 시첩에 기록된 柳枝 련 시편의 원문은 趙南

國,｢栗谷이 柳枝에게 詩｣, 江原文化硏究 12,江原大學校 江原文化硏究所,

1993,208～14면에서 확인하 다.

194)이종문,｢栗谷과 柳枝,｢柳枝詞｣의 승 과정에 한 고찰｣, 韓國漢文學硏究 

51,한국한문학회,2013,18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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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다.195)물론 黃眞과 李珥의 생존시기가 떨어져있다는 을 감

안할 때 이것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이 일화는 최

소한 당 인들이 李珥에 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보여 다.당 인들

은 李珥가 義理에만 심을 두고 있었을 뿐 여색이나 정욕에 연했던 인

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잔치자리에서 아리따운 기생들을 물리치려

던 成渾과 달리 굳이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며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涅而不緇,亦一道也)”이라 한 일화196)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李珥의 말은  論語 ｢陽貨｣에서 따온 말로,아리

따운 여인이 있더라도 자신이 정욕을 발동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로 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체로 李珥는 여성을 할 때에도 정욕을 품

지 않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戱贈松溪｣에서 어린 여인을 좋아한다고 밝힌 것처럼 의 시

역시 당 인들의 상식과 달리 李珥가 여색에 연하지만은 않았음을 보여

다.李珥는 스스로 柳枝에 하여 정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

으나197)동시에 義를 해친다거나 하늘이 보고 있다는 을 들어 재차 자신

이 그녀와 정을 통할 수 없는 까닭을 제시하 다.이러한 까닭들은 李珥가

柳枝와 정을 통한 뒤에 소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을 의미한다.李珥는 그녀를 소실로 들이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그녀와

정을 통할 수 없었던 것이지,198)애 부터 정욕에 해 연하 다고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 에서 柳枝와의 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시간의 흐름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푸른 잎이 그늘을 이룬 것

195)김동욱 역, (국역)청야담수 2,보고사,2004,295～8면.

196)“先生[成渾]入城日,適赴松江懸弧之 ,及階見紅粉在列,語主人曰:‘彼紅粉,恐不

宜於今日之 .’栗谷笑曰:‘涅而不緇,亦一道也.’先生遂陞座.(出 牛溪 行  .)”(｢

諸家記述雜 ｣, 全書 38)宋時烈이 ｢栗谷別集訂誤｣에서 이 일화를 삭제하도록

권고하 음에도 李縡는  全書 에 수록하 는데,이 역시 李珥가 여색에 연하

다는 당 인들의 인식을 뒷받침해 다고 할 수 있다.

197)“柳枝,士人女也,落在黃岡妓籍.余按海西時,以丫鬟爲侍妓,纖細妖冶,貌秀而心

慧,余撫憐之,初非有情欲之感也.”

198)정우 ,｢조선시 妓生 詩帖의 존재양상과 문화사 의미｣, 한국고 여성문학

연구 18,한국고 여성문학회,2009,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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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 구나(悵綠葉兮成陰)”라는 구 은 ｢戱贈松溪｣와 마찬가지로 杜牧

의 ｢歎花｣라는 시에서 가져온 말로,여인의 한창 때를 의미하는 이 지나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하물며 나는 쇠하여 여색을 내보내야 하고(矧余衰

兮開閤)”라는 구 은 晉의 王敦이 여색에 빠져 건강이 나빠졌는데 주변에

서 여색을 삼가라고 간하자 그가 곧장 뒷문을 열어 수십 명의 여인을 내쫓

았다는 고사와 련된다.곧 쇠약해진 李珥가 건강상의 문제로 그녀와 함

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얼음 풀리는 좋은 때를 놓쳤으니(失

氷冸之佳期)”는  詩經 ｢匏有苦葉｣에서 남녀가 얼음이 풀리기 에 만나

야 한다고 한 구 을 가져온 것으로,李珥가 쇠약해져서 두 사람이 결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갔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구 들은 결국 李珥 자신이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柳枝와 함께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 을 쓸 당시인

1583년의 상황이므로,이보다 앞서 柳枝와 만나고 있을 시기에는 용될

수 없다.곧 건강상의 이유로 그녀와 함께할 수 없다는 李珥의 말은 그가

정욕에 연하 다는 을 부정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柳枝를 향한 그의 마음은 내세에서 그녀와의 인연을 기약하는 마지막

구 을 통해 더욱 부각된다.‘芙蓉城’은 海州의 별칭이기도 하지만, 軾의

｢芙蓉城詩序｣에서처럼 王迥,周瑤英 등이 신선놀음하던 仙境을 가리키기

도 한다.이 시에서는 “맑은 기운 받아 선녀 같은 모습 타고났네(鍾淑氣兮

稟仙姿)”라는 구 처럼 시종 그녀를 선녀와 같이 맑고 깨끗한 인물로 그리

는데,이러한 묘사 끝에 그녀를 다음 생에 신선세계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친 것이다.내세라는 비합리 인 세계를 가정할 정도로 그녀에

게 두고 있었던 마음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 다.

天資綽約一仙娥 빼어나게 태어난 선녀 같은 그 자태

十載相如意態多 10년을 서로 알아 익숙한 그 모습.

不是吳兒腸木石 이 몸인들 夏統 같은 木石이기야 하겠나마는

只緣衰病謝芬華 병들고 늙었기로 사 해야 한다네.

含悽遠 似情人 멀리 보내며 情人처럼 서러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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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爲相看面目親 다만 얼굴이나 친했을 따름이지.

更作尹邢從爾念 네 뜻 따라 첩을 다시 둘 수도 있겠지만

病夫心事已灰塵 병든 이라 세상 정욕 재처럼 스러져버렸다네.

每惜天香棄路傍 매번 天香이 길가에 버려짐을 안타까워하 으니

雲英何日遇裵航 雲英이 裵航을 어느 날에나 만날지.

瓊漿玉杵非吾事 瓊漿과 玉杵는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서

臨別還慙贈短章 헤어지며 시나 써 뿐이니 안타깝구나.

(｢다시 짧은 시 세 수를 써주다(復申以短篇三首)｣,이화여 박물

소장본)

｢柳枝詞｣끝에는 李珥가 柳枝에게 덧붙여 써 구 세 편이 붙어있

는데,이 세 편의 시에서도 李珥의 같은 태도가 드러난다.첫 번째 구에

서도 그녀를 선녀같이 빼어난 인물로 묘사하면서 자신이 그녀에게 마음이

동하 음을 암시한다.轉句에서는 晉의 處士 夏統의 고사를 이용하 다.

稽 출신 夏統에게 당시 재상이었던 賈充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동원하여

벼슬을 권유하 음에도 흔들리지 않자,賈充이 “이 吳 땅 사람은 창

자가 나무로,심장이 돌로 되어있구나(此吳兒,木腸石心也)”라고 했다고 한

다.곧 李珥 스스로 자신이 夏統처럼 마음이 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다만 병약함의 문제로 그녀를 가까이할 수 없다는 정황을 드러낸 것이다.

두 번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起句와 承句에서는 자신이 柳枝와 정

을 통하지 않았음을 더욱 분명히 강조하 다.애 에 이 시를 지은 것이

그러한 사실을 로 써서 남기기 해 지어졌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강조

하는 것은 당연하다.세 번째 구 에서 “尹邢”은 漢武帝가 총애하던 尹夫

人과 邢夫人을 가리키는 말로 소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柳枝의 뜻에

따라 그녀를 소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자신은 건강이 악화되어 그

럴 수 없다는 것을 밝힌 목이라고 하겠다.

마지막 작품 역시 柳枝에 한 李珥의 마음을 짐작하게 해 다.承句와

轉句는 唐代에 유행했던 雲英과 裵航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太平廣記 

에 실린 이 고사에 따르면,裴航이란 이가 藍橋驛을 지나다가 雲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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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신선들이 마신다는 瓊漿을 받아 마시고 옥으로 된 공이(玉杵)를 가지고

신선의 약을 찧은 뒤에 雲英을 처로 맞이하고 두 사람이 함께 신선이 되

었다고 한다.곧 承句는 雲英과 같은 선녀인 柳枝가 그녀의 짝을 언제 만

날지 모르겠다는 말이고,轉句는 자신이 그녀의 짝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

라는 말이다.柳枝를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버려두기에도 안타까운

시인의 마음을 표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듯 ｢戱贈松溪｣ 柳枝와의 사이에서 쓰인 작품들이 李珥에 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면모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柳枝에 해서

그는 단순히 정욕에 연했다기보다는,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실 인 장애물을 고려했을 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곧 문면을 통해 어린

여인을 좋아한다고 밝혔으며 어린 기생에게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에서 이러한 작품들은 方外人文學의 면모를 보여 다고 하

겠다.

이상에서  全書 의 편찬 이 단계에  原集 , 續集 , 外集 의 범 밖

으로 려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재 확인되는 작품이 많지는 않은 만

큼,그 경향을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다만 이러한 작품들은

조선후기에 은폐되었던 일탈의 행 ,즉 李珥의 승려 경험 여성을 하

는 문제 인 태도 등을 보여 으로써 方外人文學의 면모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그 결과 이러한 작품들에서 모두 유가 이념에 합하지 않은

표 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도 주목해볼 수 있을 것이다.｢柳枝詞｣의

경우는 특히 도가 색채를 띠는 단어들이 빈번히 이용되었는데,이러한

경향을 가진 작품들이 李珥 문집에서 려났다는 사실은 다음 의 논의

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제 2  산수유람과 放達의 미학

앞 에서는 일탈에 한 李珥의 행 을 담은 작품들이 이미  全書 의

편찬 이 시기부터 문집에 수록될 수 없었음을 살펴보았다.이 게 직

으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은  全書 편찬에 앞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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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삭되었으므로,李縡가  全書 편찬 과정에서 배제한 작품들은 같은 방식

으로 다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이에 본 에서부터는  全書 로부터 배제

된 작품과  全書 에 수록된 작품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화자의

양상 미학 성격에 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曳杖陟崔嵬 지팡이 끌고 산꼭 기 오르니

長風四面來 긴 바람 사방에서 불어오네.

靑天頭上帽 푸른 하늘은 머리 의 모자이고

碧海掌中杯 푸른 바다는 손바닥의 술잔이네.

(｢毗盧峯에 올라서(登毗盧峯)｣, 拾遺 1; 續集 1)

배제작 에서는 金剛山에 들어갔을 에 지은 작품들이 가장 먼

에 띤다.｢登毗盧峯｣은  臥遊  , 林下筆記 등에서 金剛山과 련한 작

품으로 빠지지 않고 환기되었던 작품이다. 시의 轉句와 結句는 ｢楓嶽行

｣의 구 인 “崑崙山은 손을 떠난 공이고,큰 바다는 발에 바르는 기름이라

네(崑崙脫手毬,大海塗足油)”와 흡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두 작품이 모

두 李珥의 작품으로 인지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全書 에 수록되지 못

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全書 배제작의 특성과 련하여 이 구 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登毗盧峯｣의 해당하는 구 에서 자연물은 화자의 감각에 제약을 받지

않고 표 된다.하늘이 사람 머리에 얹을 수 있는 모자이고 바다가 사람의

손으로 쥘 수 있는 잔과 같다는 진술은 결코 감각기 의 찰에 의지해서

는 도출될 수 없는 결론이기 때문이다.이처럼 감각 수 에 화자를 국한

되지 않도록 한 원인은,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화자의 호기로운 욕망이라

고 볼 수 있다.｢楓嶽行｣에서 해당하는 구 을 후하여 “마음만 비우면

만사가 하나 되고,기운만 커지면 세상도 비좁아라(心虛萬事一,氣大六合

窄)”,“가슴 속에 산수가 있으니(胸中有山水)”라는 진술은 이러한 욕망이

작동하 음을 비교 분명하게 보여 다.

이러한 욕망은 그가 金剛山의 최고 인 毗盧峯 정상에 올라있다는 과

도 통한다.산에 오르는 행 는 정신 고양과 유비 계를 이루고 있다.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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珥 역시 自得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산에 올라 정상의 경을 바라보는 일

에 비유하는 방식으로 역 성 의 학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을 남기기

도 하 다.199)金剛山에서 가장 높은 毗盧峯에 올라 경치를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등산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높은 정신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을 내포한다.毗盧峯 정상에 서 있는 화자의 모습은

감각을 월한 드높은 경지에서 우주와 하나가 되려는 放達한 욕망을 의

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을 살펴볼 때,이 시의 의경을 형성하는 데에 화자가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시가 표 하는 바로서 우주와 합일하

려는 욕망은 하늘과 바다에 한 화자의 진술을 통해 직 으로 드러나

있다. 한 정신 고양의 상태도 毗盧峯 정상에 서 있는 화자의 상징 인

포즈를 통해 표 되어 있다.화자는 자신의 말과 행 를 통해 자신의 放達

한 내면을 극 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작품에서 그려진 화자의 형상 자체가 크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이다.비록 화자는 일견 가만히 서 있는 한 인간일 뿐이지만 그가 서 있는

곳은 毗盧峯 정상이며,그의 내면은 물리 제약을 월하여 멀리 하늘

과 바다에까지 뻗어가는 형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화자의 형

상으로 인해 시의 분 기는 제법 動的이고 호쾌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이

는 선행연구자들이 李珥 한시의 특징으로 지 한 차분한 분 기와는 사뭇

거리가 있다는 에서 특징 이다.金鎭圭의 상소문에서 李珥 한시의 분

기를 “溫雅平正”이라는 평어로 한정한 것이 잘못된 평가 다는 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登毗盧峯｣은 호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화자의 정서를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放達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

客夢頻驚地籟號 바람 소리에 나그네의 꿈은 자주 놀라 깨는데

打窓秋葉亂蕭騷 창을 두드리는 가을 낙엽은 우수수 어지럽네.

不知一夜寒江雨 온 밤 찬 강에 내린 비에

減却龜峯幾尺高 龜峯 깎인 것이 몇 척이나 되는지.

(｢龜峯 당에서 비바람 속에 새벽을 지새다(龜峯草 風雨徹曉)｣, 

199)｢答成浩原｣[壬申5], 全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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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書 1; 原集 10)

曳杖煙蘿逕 안개 낀 덩굴 길로 지팡이 끌고서

支頭 樹根 오래된 나무뿌리에 머리를 괴었네.

石泉幽處咽 돌샘은 그윽한 곳에서 울리고

松籟靜中喧 솔바람은 고요한 가운데 소란스럽네.

鳥動巖花影 새는 바 꽃 그림자를 움직이고

苔留㵎雨痕 이끼엔 시냇가의 빗자국 남아있네.

暮雲生邃谷 녁 구름 깊은 골에 피어나

從却鎖山門 그 로 산문을 잠그네.

(｢三淸洞에서 노닐다(遊三淸洞)｣, 全書 2; 外集 1)

｢登毗盧峯｣에서 나타나는 放達의 미학은 수록작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의 두 작품은 모두  全書 에 수록된 작품으로,첫 번째로 인용한 ｢

龜峯草 風雨徹曉｣는 1559년에 李珥가 李之蕃의 집에서 밤을 보내며 지은

작품이고 두 번째로 인용한 작품은 1569년에 지어진 ｢遊三淸洞｣이다.두

작품 모두 ｢登毗盧峯｣과 마찬가지로 자연물에 한 화자의 심을 나타내

고 있다는 에서는 공통 이지만 차분하고 靜的인 인상을 다는 에서

는 ｢登毗盧峯｣과 조된다.

이러한 미감의 차이는 우선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의 비 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洪萬宗은  詩評補遺 에서 ｢龜峯草 風雨徹曉｣가

자연 경물을 꾸 없이 그려내었다는 을 통해 시인의 바른 性情을 알아

볼 수 있다고 평가하 다.200)실제로 작품은 바람 소리,낙엽 부딪는 소리,

강에 빗 기가 떨어지는 소리 등 당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물론 이러한 자연 상이 화자에 의해 청각

으로 포착된 결과이며,龜峯에 한 화자의 의문으로 시를 끝맺고 있다는

에서 화자가 없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하지만 화자의 역할은 다

만 외부로부터 주어진 자극을 독자들에게 달함으로써 감각 으로 포착

된 자연 상을 달하는 정도일 뿐,｢登毗盧峯｣처럼 자신의 내면을 직

200)“作語天然,各盡妙處,其性情之正得於詩 ,於此可見矣.”(洪萬宗, 詩評補遺 下,

 洪萬宗全集 ,太學社,1980,27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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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러내는 데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두 번째로 인용한 ｢遊三淸洞｣에서 더욱 분명하다.이 시

에서는 화자의 구체 인 행 나 정서에 한 표상은 최소화되고 외부 환

경에 한 감각만이 면에 나타나는 것이다.頸聯에서부터는 首聯에 잠시

등장했던 화자의 시선에 따라 자연물에 한 시·청각 감각내용이 나열

될 뿐이다.이를 두고 홍학희는 자연을 소재로 한 李珥의 한시가 “경물을

보이는 로 서술하고 … 심하게는 무미건조함으로 느껴질 정도로 상인

풍경 행 의 나열에 그치는 경향이 짙다”라고 지 한 바 있다.201)화자

는 다만 담담하게 경물을 서술할 뿐,자신의 내면을 표 하여 독자들에게

일정한 정서를 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화자의 비 이 작은 것은 의 수록작들이 鋪陳의 방식으로 의경을 설

정하 기 때문이다.鋪陳은 묘사나 서경과 유사하게도 주 이 배제된 상태

에서 언어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의경을 형성하는 방법을 말한다.202)

이러한 경우에 화자는 특정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표면 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작품 내에서 그 비 이 어들 수밖에 없다.

수록작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화자의 특징은 자연히 작품의 분 기에도

향을 미친다.｢龜峯草 風雨徹曉｣에서 화자는 방안에서 가만히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며,｢遊三淸洞｣에서 화자는 나무에 머리를

기 채로 주변의 경 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이 게 화자는 물리 으

로 靜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심리 으로도 靜的이다.｢登毗盧峯｣에서 자

신의 강한 욕망을 표 하려 했던 모습과 달리 두 수록작의 화자는 극

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에서 차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203)자연히 이러한 작품들은 靜的인 분 기가 지배 이므로

배제작에서 나타나는 放達의 미학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수록작에서 放達의 미학을 찾아볼 수 없는 까닭은 화자와 상 사이의

계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일 이 김혜숙은 ｢遊三淸洞｣과 같은 李珥

201)홍학희,앞의 논문,2001,66면.

202)成範重,｢韓國漢詩의 意境設定 方法과 樣相에 한 硏究—朝鮮時代 詩話集 所

載詩를 資料로 하여—｣,서울 학교 박사논문,1993,12～21면.

203)이종묵,앞의 논문,2002,117～23면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시인이 수양을 통해

확보한 정신미와 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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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에서 감각 찰의 방식을 통해 “보는 자는 보는 상과 하나가 된

다”고 주장하기까지 하 으나,204)이는 논리 으로 수 하기 어려운 주장

이다.시에서 찰 혹은 응시가 유지되고 있는 한 주체와 객체 사이의 합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감각 찰이 필연 으로 찰의 주체와

찰 상의 분리 혹은 양자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제한다는 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205)｢龜峯草 風雨徹曉｣에서 화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당 바깥에 치한 자연물의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을 뿐,

그에 심리 으로 다가서지는 않는다.結句에서 龜峯이 얼마나 깎 는지를

추측하고 있다는 것은,외부 자연물과 직 으로 계 맺지 않고 있음을

보여 다.｢遊三淸洞｣의 자연물들 역시 실제로는 화자에게서 그리 멀리 떨

어져 있지 않음에도 그 모습을 직 드러내지 않고 “그윽한 곳(幽處)”에

머물러 있다.수록작에 나타나는 경물에 한 감각 인 묘사는 찰 주체

로서 화자와 찰 상으로서 산수에 한 거리를 제로 가능하다.

이러한 거리감은 자연히 ｢登毗盧峯｣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화자와 상

의 합일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放達한 미감이 나타날 수 없게 한다.수록

작의 화자가 상의 력에 휩쓸리지 않는 것과는 조 으로,앞서 ｢登毗

盧峯｣에서 화자는 멀리 치한 거 한 자연물일지라도 손을 뻗어 할

수 있을 것처럼 표 함으로써 자연과 극 으로 합일하기를 추구하 다

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배제작에서는 상인 자연물에 한 찰의

태도 혹은 거리두기가 충분히 유지되지 못했던 것이다.반면 ｢登毗盧峯｣의

화자에게 산수는 단순히 거리를 두고 서술해야 하는 서경의 상이 아니

라 화자가 극 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상이다.

此山有羽人 이 산에 羽人이 있어

馭風凌空行 바람을 타고 허공을 날아다니는데

綠髮飄若煙 푸른 머리털을 연기처럼 휘날리며

巖竇藏其形 바 구멍에 그 몸을 감춘다오.

204)金惠淑,앞의 논문,2000ㄱ,285면.

205)홍학희 역시 李珥 한시의 화자가 심미 상에 빠져들어 몰입하지 않고 거리를

둔 채로 상을 객 으로 서술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 하 다.홍학희,앞의

논문,1999,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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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年食松脂 천 년 동안 송진만 먹으면서

蟬蛻得長生 번뇌에서 벗어나 오래 살면서

見人不接 사람을 보고도 말붙이지 않지만

顏秀方瞳淸 그 얼굴이 수려하고 모난 도 맑다오.

君胡不見此 그 어째서 이 사람 보지 않는가?

似無物外情 속세 벗어날 뜻 없어서인가?

(… 략…)

我聞此僧 내 이 스님의 말을 듣고서

還更回躅 돌아오려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

遂作半歲留 끝내는 반년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

所聞非虛說 들은 것이 헛된 말이 아니었네.

(｢내가 金剛山을 유람할 에 게을러서 시를 짓지 않았는데 유람을

마치고 나서야 듣고 본 것들을 모아 3천 자의 시를 이루었다.감히 시

라고 할 것은 못되고 다만 두루 경험한 것을 기록했을 뿐인지라 말이

속되기도 하고 운이 복되기도 하 으니,보는 이들은 비웃지 말기를

바란다(余之遊楓嶽也,懶不作詩,登覽旣畢,乃摭所聞所見,成三千 .非

敢爲詩,只 所經歷 耳, 或俚野,韻或再押,觀 勿嗤)｣,206) 拾遺 1; 

外集 1)

新知兼 友 새 벗에 옛 벗까지 함께

携手得天游 손 맞잡고 자유롭게 노니네.

雨後千峯淨 비온 뒤라 천 우리 깨끗하고

松間一逕幽 소나무 사이로 오솔길이 그윽하네.

仙區纔半日 仙境까진 겨우 반나 남았고

塵世定三秋 속세는 정녕 삼 년이나 멀어졌네.

咫尺蓬萊在 지척 간에 蓬萊山이 있으니

何 海外求 어 굳이 바다 밖에서 찾을 건가.

(｢淸風溪洞(淸風溪洞)｣, 拾遺 1; 續集 1)

배제작의 화자가 산수에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

206)이 작품의 제목이 길어 본문에서는 ‘｢楓嶽行｣’으로 약칭하겠다는 은 제Ⅱ장에

서 이미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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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과의 거리감을 월하려는 욕망을 가졌다는 은 구체 으로 신선

세계에 한 지향으로 나타난다. 에 첫 번째로 인용한 ｢楓嶽行｣은 ｢登毗

盧峯｣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작품인데,마찬가지로 온 우주와 하나가 되려

는 화자의 放達한 욕망을 드러낸다.나아가 ｢楓嶽行｣에서는 인용한 단락에

서처럼 신선세계를 직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화자는 “굳이

여기 머물 필요 없겠네(不必於此留)”라 말하고서도 속세를 벗어나도록 권

유하는 스님의 말을 이기지 못하여 金剛山에서 반년을 더 보낸다.그리고

“들은 것이 헛된 말이 아니었네(所聞非虛說)”라는 구 처럼 실세계의 것

이라고 할 수 없는 도가 존재들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그가 경험한

상은, 에 인용된 내용처럼 不 長生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선을 비롯

하여  山海經 에 나올 법한 괴상한 짐승,고고함을 자랑하는 仙鶴 등 모두

얼마간 비 실 속성을 지닌 존재들이었다.

여기서 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월 상들을 시인이 실

제로 경험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상상력의 소산을 실제 경험처럼 진술하

게 만든 원동력의 정체이다.207)주지하다시피 李珥가 살았던 16세기는

실사회 머의 세계를 상정하는 무속이나 도가 불가가 강하게 부정되

던 시기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세의 번뇌를 모른 채 깨끗하게 살아가

는 羽人의 존재를 정하는 진술에는,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에 한 화자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다.시의 반부에서부터 화자는 자신이 천성 으로 산수를 좋아한다고 진

술함으로써(“余生愛山水”)속세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합하지 않음을

드러내었다.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화자의 욕망에 의해 시에서는 사회

바깥에 별세계가 존재한다는 이 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全書 로부터 배제된 주요한 작품들에서 화자는 산수유람을 통

해 비 실 세계,혹은 도가 세계에 한 강한 지향을 드러낸다. 에

두 번째로 인용한 ｢淸風溪洞｣은 李珥가 金剛山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556년에 지은 시이다.비에 씻긴 자연물의 맑음을 아끼며 화자는

차 자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데,이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의 치를

207)金注樹,앞의 논문,2009,56～8면.



-90-

신선세계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 다.頸聯에서 화자는

‘반나 (半日)’과 ‘삼 년(三秋)’을 비시켜 표 함으로써 자신이 오히려 세

속의 사회를 더욱 소원하게 여긴다는 을 강조하 다.그 연장선상에서

尾聯에서도 화자는 마음만 먹으면 신선의 공간인 蓬萊山에 도달할 수 있

다고 진술한다.배제작에서 비 실 인 仙境은 화자에게 도리어 친근하게

나타난다.

首聯의 ‘天遊’는 본래  莊子 ｢外物｣의 “마음에 天遊가 없으면 온갖 정

욕이 서로 다투게 된다(心無天遊,則六鑿相攘)”는 구 에서 비롯한 단어로,

주석들에서는 얽매이지 않는(不係)마음 상태라고 풀이하 다.이 구 은

결국 정욕들을 자극하는 세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이는 작품들에서 화자가 仙境을 친근하게 서술하는 상을 해

명할 수 있게 해 다.세속에서의 일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放達한 내

면을 바탕으로 화자는 신선세계와의 거리감을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

다고 보는 것이다.208)

我疑龍伯豪 아마도 龍伯國의 호걸이

一釣連六鰲 한 번에 여섯 자라를 이 낚았는데

三山遂失所 마침내 세 神山이 방향을 잃어

泛海驚仙曹 바다에 떠서 신선들을 놀라게 하고

流到我疆 떠돌다가 우리 강토에 이르러

作此羣山王 뭇 산들의 제일이 되었는지도.

又疑西河吳 아마도 西河의 吳剛이

荷斧桂樹旁 계수나무 곁에서 도끼를 메고

斫桂落此地 계수를 베어 이 땅에 떨어뜨렸는데

萬古無時停 만고토록 멈추지 않아서

玉幹化爲石 옥 같은 기가 돌로 변하여

高積巉靑冥 높이 쌓여 푸른 하늘에 솟았는지도.

虛實竟誰分 진실과 거짓을 그 가 분별하여

何人作山經 어떤 사람이 山經을 지으려나?

208)김주수 역시 ‘天遊’라는 단어를 통해 李珥의 한시가 마음을 비우려는 지향을 보

여 다고 평가하 다. 의 논문,5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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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從作天遊 이번 天遊를 해보고서부터

始覺吾生浮 우리 생애가 부질없음을 비로소 깨달았네.

(｢내가 金剛山을 유람할 에 게을러서 시를 짓지 않았는데 유람을

마치고 나서야 듣고 본 것들을 모아 3천 자의 시를 이루었다.감히 시

라고 할 것은 못되고 다만 두루 경험한 것을 기록했을 뿐인지라 말이

속되기도 하고 운이 복되기도 하 으니,보는 이들은 비웃지 말기를

바란다(余之遊楓嶽也,懶不作詩,登覽旣畢,乃摭所聞所見,成三千 .非

敢爲詩,只 所經歷 耳, 或俚野,韻或再押,觀 勿嗤)｣, 拾遺 1; 外

集 1)

‘天遊’라는 단어는 ｢楓嶽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에 인용한 목은

앞에서 인용한 단락에 이어지는 부분이다.‘天遊’라는 단어에 앞서서 화자

는 자신이 경험한 비 실 공간인 金剛山을 도가 공간으로 규정한다.

金剛山이 曇無竭,즉 法起菩薩의 거처라는 스님의 말에 반 하여 화자는

金剛山의 유래를 도가 설화와 연 지어 설명하 던 것이다.첫 번째 설

화는  列子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다섯 神山을 떠받들고 있던 열다섯 마

리의 자라들 에 여섯 마리를 龍伯國의 거인이 잡아가는 바람에 岱輿와

員嶠라는 두 神山이 떠내려갔다고 되어 있다.두 번째 설화는  酉陽雜組 

에 실린 것으로,신선술을 익히던 吳剛이 달로 貶謫되어 그곳에서 자라는

계수나무를 베었다는 이야기이다.화자는 표류하던 두 神山이 강산이 된

것이거나 혹은 吳剛이 달에서 베어낸 계수나무가 지상에 쌓여 金剛山이

되었다고 추정함으로써 그곳을 신선의 공간으로 조명한 것이다.

앞의 ｢淸風溪洞｣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노니는 산수를 탈속의 仙境으로

묘사한 뒤에,화자는 天遊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우리 생애가

부질없음을 비로소 깨달았네(始覺吾生浮)”라는 구 은 강산 유람을 끝

내고 산을 나오면서 남긴 말로 일차 으로는 유람의 감회를 요약하는 진

술이라고 할 수 있다.이 말은 金剛山이라는 도가 공간이 세속과 립하

는 곳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세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은 金剛

山에서는 가능하지만 세속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화자가 이러한 감회를 出山의 과정에서 나타냈다는 을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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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이 구 은 단순히 강산 유람이라는 과거에 한 감회를 담

는 데에 그치지 않고 出山 이후로 이어질 삶에 한 망과도 련이 되기

때문이다.곧 이 구 은 화자가 出山 이후에 세속의 생활에 념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심원한 탈속의 경지를 경험한 화자에게 세속의 생활은

보잘 것 없는 수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 듯 화자는 산수를 떠나서조

차도 산수에 한 추구 혹은 탈속의 지향을 포기하지 않는다.배제작에서

산수는 화자가 추구하는 탈속의 세계를 품고 있다는 에서 수록작의 화

자처럼 단순히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상이 될 수 없는 것

이다.

松間引步午風涼 소나무 사이 걸으니 낮바람 시원하여

手 金沙到夕陽 빛 모래 손장난하다 물녘이 되었네.

千載阿郞無處覓 천 년 의 阿郞은 찾을 길이 없고

蜃樓消盡海天長 신기루 스러지니 하늘과 바다가 멀구나.

｢金沙寺에 쓰다.이날 마침 신기루를 보았다(題金沙寺.是日適見海 )

｣(이하 ‘｢題金沙寺｣’), 全書 2; 原集 10)

行傍淸溪步步遲 맑은 시내 따라 가노라니 걸음이 더딘데

奇巖懸瀑雪花飛 기이한 바 매달린 폭포에 꽃이 날리네.

羽人應在水窮處 羽人이 응당 물 다한 곳에 있으련만

路斷雲深惆悵歸 길 끊기고 구름 깊어 쓸쓸이 돌아서네.

(｢玉溪洞에 들어가다(入玉溪洞)｣, 全書 1; 原集 1)

배제작에서 나타나는 탈속에 한 추구는  全書 에 수록된 작품에서 화

자가 산수에 숨겨진 신선세계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과 조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진다.첫 번째로 인용한 ｢題金沙寺｣는 南龍翼의  箕雅 ,閔百

의  大東詩選 ,張志淵의  大東詩選 등 여러 詩選集에 자주 선발되었던

작품이다.209)이 작품에서 신기루(海 )를 본 화자의 감회는 일종의 아쉬

움이다.신기루의 明滅을 통해 그곳에서 노닐었다고 하는 阿郞과 같은

209)김남기,앞의 논문,2005,93면.柳根의  續靑丘風雅 에도 李珥의 작품으로는 유

일하게 이 작품이 선발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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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의 존재 가능성에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닿을 수 없이

먼 곳에 있다는 에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진술은 앞서 ｢楓

嶽行｣에서 화자가 도가 세계를 실제로 경험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상반

된다.이 작품이 선집들에 실려 李珥의 표작으로 간주되었다는 은,李

珥의 한시에 나타나는 양 측면,신선세계와의 거리감과 친근감 에서도

후 인들은 주로  全書 수록작의 특징인 자에만 주목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인용한 ｢入玉溪洞｣은 1560년에 지어진 작품이다.起句와 承句

를 통해 화자는 李珥의 다른 산수시처럼 맑은 시냇물과 폭포의 장 에 마

음이 이끌려 차 자연의 깊은 곳을 향해 들어간다.하지만 이러한 진은

結句에서 끊어진 길과 깊은 구름에 의해 장애를 받아 단된다.｢入玉溪洞

｣의 화자는 산수에 한 욕망을 끝내 단념해야 하는 것이다.

화자가 포기해야 했던 상으로서 끊어진 길과 깊은 구름 머에 치

한 것은 轉句의 언 과도 같이 신선들이 사는 세계이다.이는 한편으로는

배제작과 마찬가지로 산수를 향한 화자의 욕망이 탈속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게 해 다.起句와 承句를 통해 보여주었던 화자의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면 그 끝에는 隱 혹은 신선세계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선세계가  全書 수록작의 화자로서는 도달불가능한 곳에

치해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화자가 욕망

하 던 玉溪洞의 자연은 도리어 그것이 간직하고 있는 별세계를 끊어진

길과 깊은 구름으로 감추어둠으로써 화자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이

다.｢遊三淸洞｣의 자연물이 맑은 것으로 정되면서도 그윽한 곳으로 물러

나 있듯 ｢入玉溪洞｣의 신선세계 역시 화자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치해 있다.

｢題金沙寺｣와 ｢入玉溪洞｣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앞 에서 살펴

본 ｢淸風溪洞｣과 조를 이룬다.｢淸風溪洞｣에서는 “仙境까진 겨우 반나

남았고 /속세는 정녕 삼 년이나 멀어졌네(仙區纔半日,塵世定三秋)”와 같

은 구 을 통해 자신이 오히려 사회와 멀리 떨어져 있고 신선세계에 도리

어 가깝다는 을 강조하 다.반면 두 작품에서는 ‘멀구나(長)’,‘끊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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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깊어(深)’등의 시어를 통해 자신이 신선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배제작과 달리 화자는 속세를

떠나 산수에 들었으면서도 신선세계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210)

若木平明車載脂 동틀 무렵 수 에 기름치고서

幾度登山復渡水 몇 번이나 산 넘고 물을 건넜는지.

孤山迫在大野頭 孤山은 른 들에 잇 어 있고

洛江煙波遶汀沚 낙동강은 뿌연 안개가 물가를 두르고 있네.

披榛覓路扣竹扉 덤불 헤치고 길 찾아 사립문 두드리니

童應門迎我喜 동자가 문에 나와 반갑게 나를 맞이하네.

玲瓏朱閣絶點塵 산뜻한 붉은 각 먼지 한 없어

而不陋奢不侈 검소하면서도 추하지 않고 화사하면서도 사치

스럽지 않네.

空階梅萼未返魂 빈 뜰의 매화 송이는 아직 피지 않았는데

九臯淸音時入耳 깊은 못의 학 울음 때때로 귀에 들어오네.

(… 략…)

嗟余誤落輭紅中 아,나는 紅塵 속에 잘못 떨어져

役役未免牽僞累 고생하며 거짓에 이끌리는 신세 면치 못하 네.

擧世徒知鷄肋味 “온 세상이 다만 鷄肋 맛을 알 뿐이라

秋風誰憶鱸魚美 가을바람에 농어 맛을 뉘라서 기억하겠나.”

先生一 眞起余 선생의 한 마디 말 진정 나를 깨우쳤으니

放浪江湖吾所跂 江湖에서 방랑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힘쓸 일이네.

矢 身世 樵 맹세컨 한평생 고기 잡고 나무하며 늙을지언정

不欲醉生還夢死 속세에서 취생몽사는 하고 싶지 않다네.

今宵巵酒不 辭 오늘 밤 술잔을 굳이 사양하지 않는 건

210)김풍기,｢정언묘선에 나타난 율곡의 심미이상｣, 栗谷學硏究叢書 5,栗谷學 ,

2007,129～38면;안 회, 궁극의 시학:스물네 개의 시 풍경 ,문학동네,2013,

88～91면에 따르면 李珥가 제시한 풍격인 ‘沖澹蕭散’ 에서도 ‘蕭散’은 일종의 고

독감으로 쓸쓸한 정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원하는 상과 닿을 수 없는 상

황에서 고독감이 발생된다는 을 감안한다면,수록작에서 나타나는 신선세계와

의 거리감은  全書 수록작에서 蕭散의 미학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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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除萬事從此始 인간만사 쓸어내길 여기에서 시작하려고.

(｢梅鶴亭을 방문하다(訪梅鶴亭)｣, 拾遺 1; 外集 1)

배제작의 탈속 지향은 에 인용한 ｢訪梅鶴亭｣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李珥 한시에서 나타나는 樓亭이 勝景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라는 은 이미 지 된 사항이다.211)｢訪梅鶴亭｣의 공간 배경인 梅鶴亭

도,서울에서 생활하던 화자가 산과 물을 몇 번이나 지나왔을지 모를 만큼

사회로부터 먼 곳에 치해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李珥의 아우인 李瑀

의 장인인 黃 가 만년에 지은 정자인 梅鶴亭은 제3·4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孤山’으로 불렸던 경상북도 구미시의 낙동강가에 치하고 있

다.인용문에서처럼 이 시에서 이곳은 이름 그 로 매화나무가 보이고 학

의 맑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난다.특히 ‘九臯’로부터 들

려오는 학의 울음이란  詩經 의 ｢鶴鳴｣에서 가져온 표 으로,梅鶴亭이 은

거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공간임을 의미한다.실제로 黃 는 여러 번

벼슬에 천거되었음에도 직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 은거하 던 인물이

다.인용문의 생략된 부분에서 梅鶴亭의 주인인 黃 를 만난 것을 “더구

나 物外의 땅에서 다시 만났으니(況復相逢物外境)”라고 표 하 듯,수려

한 산수를 자랑하는 梅鶴亭은 속세에서 사회 생활을 하는 이가 쉬

이 찾아갈 수 없는 脫俗의 공간이다.

梅鶴亭에서 주인은 자신의 생활방식을 통해 화자에게 번뇌로 얼룩진 사

회를 벗어나도록 가르친다.그의 언 에서 화자로 하여 깨달음을 얻

게 하는 ‘鷄肋’이라는 단어는 세속생활에 한 시인의 인식을 단 으로 드

러낸다.이 시어에는 그가 지 까지 보잘 것 없는 생활을 하기 해

어쩔 수 없이 세속에 붙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담겨있다.｢楓嶽

行｣의 “우리 생애가 부질없음을 비로소 깨달았네(始覺吾生浮)”라는 구

처럼 세속에서의 생활은 화자가 진실로 지향하는 삶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본 배제작들의 연장선상에서 ｢訪梅鶴亭｣의 화자가 품은 지향

은 주인이 언 한 晉의 張翰의 고사를 통해 드러난다.張翰은 벼슬살이를

211)홍학희,앞의 논문,2001,66～7면;유호진,앞의 논문,2007,3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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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에 어느 날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고향의 농어회를 떠올리고는

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인물이다.명 를 바라고 벼슬에 얽매여

사는 것보다 자신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낫다는 이러한 고사는 결국 세속

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산수에서 자유롭게 노닐겠다는 화자의 放達한 지향

을 보여 다.｢訪梅鶴亭｣후반부에서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굽 야 하는

사회생활은 다시 하지 않겠다며 江湖人으로서 정체성을 표방하는 것이다.

｢訪梅鶴亭｣의 마지막 구 에 나타나는 술은 화자의 탈속 추구를 분명

히 드러냄으로써 작품이 放達한 미감을 성취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는

소재이다.시의 맥락을 고려할 때에 가장 마지막 구 에서 술에 의해 씻겨

나간 인간만사란 결국 그의 신선세계를 향한 욕망을 방해하는 세사 일체

를 가리킨다.사회에서 생활을 하기 한 조건들, 컨 과거시험이

라든가 생계상의 조건들을 술로 잊어버림으로써 비로소 화자는 사회를 떠

나 강호에서 방랑하겠노라는 호탕한 다짐을 실 할 수 있으리라 망하는

것이다.

화자의 정체성과 술 사이의 이러한 계를 악한 뒤라야 그 앞 구 인

“취생몽사는 하고 싶지 않다네(不欲醉生還夢死)”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이는 일견 시가 그리는 상황과 반 되는 진술이다.그가 ‘醉

生夢死’로 규정한 삶이란 사회에 얽매여 산수를 향한 내면의 욕망을 억

르는 삶인데,정작 그가 실제로 술을 마시며 취해있는 곳은 산수를 표상하

는 梅鶴亭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화자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사회가

아닌 산수에서 발견하고 있으며,나아가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추구가 술

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산수에서 살겠노라

다짐하는 화자에게는 속세에서의 삶이 오히려 요한 것을 망각한 취한

상태에 불과하다.이 시보다 앞서서 1556년에 李珥가 李希參에게 지어 ｢

贈李景魯次韻｣( 拾遺 1)에서도 실사회에서의 생활을 비 실 인 金剛山

체험과 비교하여 “속세 생활이 邯鄲의 꿈이었네(人間一枕夢邯鄲)”라고 한

이 있다.세속을 떠나 산수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순간에야 비로소 眞과 僞,꿈과 실의 역 된 계가 가능해지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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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록작에서 음주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부분

이다.｢訪梅鶴亭｣에서 화자의 탈속의 욕망을 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 던

질탕한 음주의 장면과 달리 부분의 수록작에서 나타나는 음주의 장면은

오히려 단정하고 차분하다고까지 표 할 수 있다.

相携地上仙 지상의 신선들을 이끌고

坐 滄溟月 앉아서 푸른 하늘의 달빛을 구경하네.

秋光滿上下 가을빛이 아래에 그득하고

萬境皆淸絶 온 세상이 모두 깨끗하구나.

神飆吹嫋嫋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오는데

玉笛雲衢徹 옥피리 소리 천상세계로 울리네.

臨觴忽惆悵 술잔 하자 갑자기 서 퍼지는 건

美人天一末 우리 님이 하늘 끝에 있어서라네.

(｢李海壽,趙憲 등 여럿과 함께 浩然亭에 올라서( 李大仲,趙汝式諸

君,登浩然亭)｣(이하 ‘｢登浩然亭｣’), 全書 2; 原集 10)

에 인용한 작품은 ｢登浩然亭｣으로 ｢訪梅鶴亭｣과는 상반되는 음주의

모습을 나타낸다.이 작품은  箕雅 ,閔百 의  大東詩選 ,張志淵의  大東

詩選 등에 거듭 선발되었던 만큼 李珥의 표작이라 할 수 있다.이 시에

서 화자는 반부의 여섯 구에 걸쳐서 세상을 떠난 신선처럼 노니는 모습

을 그려내었다.頷聯과 頸聯에서 나타나는 맑은 자연물은 이러한 모습을

더욱 부각해 다.시원한 바람과 가을날의 깨끗한 기운은 속세의 티끌이

묻지 않은 신선 같은 인물들의 내면과 조응한다.

하지만 尾聯에 이르러 시 정조는 변한다.頸聯까지 흥겹게 이어지던

정서는 마지막에 멀리 있는 임 을 그리는 하강 정조로 환된다.사회

굴 를 벗어나 신선처럼 노니는 듯 했던 모습에 이어서 임 에 한 미

련을 떨치지 못한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실제로 이 시는 李珥가

벼슬자리에 있지 않았던 1579년에 지어진 시이다.그리고 이러한 분 기의

환이 음주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술을 마심으로써

세속을 잊고 탈속의 목표에 투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訪梅鶴亭｣의

화자와 달리 ｢登浩然亭｣의 화자는 술을 마심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떠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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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에 한 미련을 상기하게 된다.

음주와 련하여서는  全書 로부터 배제된 沈長源과의 교유시 역시 주

목해볼 수 있겠다.沈長源과의 교유시에서는 어렵지 않게 음주의 장면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沈長源과 여러 차례의 교유하면서212)李珥가 창

작한 시는 총 12제 16수로,이 숫자는 그가 자주 교유했던 아우 李瑀(11

수),李海壽(10수),成渾(10수)등과 교유하며 지은 작품수를 상회한다.그

런데 이러한 교유의 비 과 달리 정작  全書 에 실리게 된 沈長源과의 교

유시는 다만 1제 2수에 지나지 않는다.

山前得酒飮山光 산 앞에서 술 얻어 산 빛을 마시노라니

鳥碎花姸春晝長 지 귀는 새와 어여쁜 꽃에 낮이 길구나.

無限別 今日散 끝없는 이별의 시름 오늘 털어버리니

松風吹耳勝簫簧 귀에 부는 솔바람 피리소리보다 낫구나.

(｢沈長源에게 주다,2수(贈沈景混(長源),二首)｣1, 全書 1; 外集 1)

君無貌敬 그 와 겉치 의 공경은 없어도

相許結心親 서로 허여하여 마음으로 친했었지.

傾蓋關東月 關東의 달빛에서 처음 만났다가

同樽漢北春 漢陽의 날 술동이를 함께하네.

僻居鄰澗壑 벽지에 사느라 계곡을 이웃하 고

深巷絶蹄輪 깊은 시골이라 찾는 손을 거 하기도 하 네.

靜裏常談洽 고요한 가운데 정담 나 기가 즐거운데

瓊辭照眼新 구슬 같은 시가 에 띠어 새로워라.

(｢沈長源에게 주다(贈景混)｣, 拾遺 1; 外集 1)

의 두 수는 모두 1569년에 지어진 작품으로 ｢贈景混｣의 제4구를 참조

할 때 아마도 江陵에 살던 沈長源이 서울에서 벼슬하던 李珥를 찾아온 상

황에서 지어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그런데 이 두 수는 본래  外集 에 ｢

漢城贈景混,三首｣라는 동일한 제목 아래에 묶여 있었던 작품이라는 을

212)李珥와 沈長源의 주요한 교유는 최소한 4차례 이상으로 추정된다.이한길,앞의

논문,2008,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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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필요가 있다. 全書 에는 첫 번째로 인용한 작품을 포함한 두 수만

이 수록되었을 뿐,두 번째로 인용한 시는 배제된 것이다.두 시 모두 단정

하고 차분한 분 기 속에서 沈長源과 술과 시를 함께하며 그에 한 情誼

를 나타내고 있다는 에서 일견 이 다 할 차이는 없는 듯하다.문면에

나타나는 음주의 장면은 ｢訪梅鶴亭｣에 나타나는 질탕한 음주의 장면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全書 에 실리지 못한 ｢贈景混｣은 頷聯과 頸聯에 걸쳐서 과거의

교유를 정 으로 추억하고 있다는 차이를 지 해볼 수 있겠다.두 사람

이 추억하고 있는 과거는 關東,즉 江陵에서의 만남이라는 에서 1555년

의 교유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李珥와 沈長源의 교유시가 시작

되는 시기 역시 이 때라는 을 감안한다면,首聯에서 나타나는 두 사람

사이의 유독 깊은 情誼란 기실 1555년의 교유에서 비롯하 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贈景混｣에서 李珥는 오로지 두 사람만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를 매우

정 으로 추억한다.頷聯에 따르면,이 두 사람은 궁벽한 시골마을에 隱

居하다시피 지내면서 근처의 계곡에서 노닐기도 하 고 서로 이외의 다른

사람과 교유하지 않았다고 되어있다.213)동일한 시기에 지어졌고 마찬가지

로  全書 에 수록되지 못한 ｢次景混遣懷韻｣( 拾遺 1)에서도 “鏡浦湖에서

린 즐거움이 꿈에도 그리워(鏡湖行樂夢悠悠)”라며 이 시기를 정 으

로 추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까지 말하 다.

吸海長鯨萬壑空 긴 고래가 바닷물 마셔 온 골짜기 빈 듯

醉顏生熱愛松風 취한 얼굴에 열이 나 솔바람이 좋구나.

平江飜雪侵沙碧 날리는 같은 강물이 모래에 닿아 푸르고

落日低山蘸水紅 나직한 산에 지는 해가 물에 잠겨 붉어지네.

宇宙已歸詩酒裏 우주도 이미 시와 술 속에 들어갔으니

山川都在有無中 산천이야 모두 있거나 말거나일세.

朗詠佳編仙趣發 아름다운 시 낭랑히 읊으니 신선 흥취 동하는데

213)실제로 沈長源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유가 드물었다고 한다.“性孤介不合於時,

非義則一毫無取,罕 人交,杜門日事攻文.”(許筠,｢進士沈兄墓表｣, 惺所覆瓿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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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鰲天外戴三峯 하늘가에 여섯 자라 세 우리 지고 있네.

(｢沈長源의 시에 차운하다(次景混韻)｣, 拾遺 1; 外集 1)

의 ｢次景混韻｣은 이 시기 李珥와 沈長源 사이의 교유의 성격을 짐작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이 시의 경우 앞의 ｢贈景混｣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강한 흥취가 두드러진다.首聯의 첫 구 인 “긴 고래가 바닷물

마셔 온 골짜기 빈 듯(吸海長鯨萬壑空)”은 호탕한 음주의 모습을 그리는

목이다.“吸海長鯨”은 杜甫의 ｢飲中八仙歌｣에서 “긴 고래가 여러 시내를

빨아들이듯 마시네(飲如長鯨吸百川)”를 변형한 구 로,마치 큰 고래가 바

닷물을 들이키듯 술동이의 술을 비운다는 의미이다.“萬壑”은  莊子 에서

바다를 가리키는 말인 “大壑”을 변용한 것으로,화자가 마시는 술의 양을

과장하여 표 한 것이다.이러한 비유는 앞서 바다를 술잔에 비유했던 ｢登

毗盧峯｣을 연상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음주가 ｢訪梅鶴亭｣에서 이루어졌던 음주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은 그 이후로 나타나는 자연물에 한 욕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頷

聯에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강한 색채 비를 바탕으로 江陵의 아름다운

자연물을 그려내었다.그리고 이러한 자연물에 한 애착은 醉氣와 함께

仙趣를 일으킴으로써 화자를 속세로부터 떠나도록 부추긴다는 에서 탈

속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을 부정할 수 없겠다.

한 頸聯에서 시와 술을 통해 우주와 일체가 된 화자의 모습은 ｢登毗盧

峯｣에서 거 한 자연과 일체화하려는 화자의 욕망을 연상하게 하며,214)실

재하지 않는 도가 세계인 三神山이 앞에 아른거리는 것처럼 묘사하는

尾聯은 상상의 산물인 羽人을 경험했다는 ｢楓嶽行｣의 진술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아름다운 자연물에 한 애착을 바탕으로 한 음주는

화자를 세속을 훌훌 털어버리고 신선의 세계로 이끈다는 에서 배제작의

放達한 성격을 갖추고 있다.

기실 이 시에 해서 논자들 사이의 異見이 있었다는 은 서론에서부

214)술과 취한 얼굴 빛 그리고 물결과 햇빛 사이의 색채 상동성을 근거로 세계와

의 합일에 한 화자의 욕망을 읽어낸 경우도 있다.이한길,앞의 논문,2007ㄴ,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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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언 한 바 있었다.이념 근을 시도했던 홍학희는,이 시가 실세계

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 히 실사회에 한 부

정을 함축한다는 데에는 반 하 다.215)반면 박종우의 경우 화자가 리

는 질탕한 풍류로부터 이념 인 긴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을 근거로

탈이념 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216) 全書 배제작들이 공통

으로 보여주는 放達한 미감을 고려했을 때,홍학희의 해석보다는 박종우의

해석이 실상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次景混韻｣의 화자는 이념

긴장 없이 산수에 한 욕망을 술을 통해 표 하면서 속세를 떠나 도가

세계로 떠나려는 放達한 뜻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호탕한 음주,자연에 한 강한 애착,세속에 한 미련의 부재,신선세

계에 한 도달가능성 등 지 까지 살펴본  全書 배제작의 특징들은 ｢次

景混韻｣의 분 기를 낭만 으로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다.앞서 살펴본 ｢贈

沈景混,二首｣1의 “산 앞에서 술 얻어 산 빛을 마시노라니 /새 지 귐과

꽃 어여쁨에 낮이 길구나(山前得酒飮山光,鳥碎花姸春晝長)”에서는

같이 음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遊三淸洞｣에도 등장했던 솔바람과

새소리를 바탕으로 비교 차분하고 정제된 분 기를 조성하 다.이는 선

행연구자들이 李珥 한시의 특징으로 지 한 차분한 분 기와도 상통한다

고 할 수 있다.반면  莊子 에서 시어를 따오고 三神山과 같은 도가 상

상력까지 더한 ｢次景混韻｣에서는 도가 분 기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배제작들의 분 기는 이념 근으로 포 되지 않는 역에 치한

것이다.

沈長源과 교유하면서 지은 시는 부분이(9수)이 시기에 지어졌으며,

모두들 동소이하게 ｢次景混韻｣이 지닌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用前

韻贈沈景混,二首｣( 拾遺 1)에서는 “내 신선 찾아 蓬萊島로 떠나려는데(我

欲 仙蓬島去)”,“미친 흥은 모조리 작은 술독에 맡기고(狂 都 付 缸)”

라며 자신의 신선세계에 한 동경 질탕한 음주를 노출하 고,｢湖上醉

別景混,三首｣2( 拾遺 1)에서도 “지역이 래에 가까워 구름이 옷에 스며

드네(地接蓬萊雲惹衣)”라며 도가 세계와의 친근감을 드러내었다.

215)홍학희,앞의 논문,2001,68～70면.

216)박종우,앞의 논문,2003,107면.



-102-

그 다면 이후에 지어진 ｢贈景混｣,｢次景混遣懷韻｣을 포함하여 沈長源

과의 많은 교유시들이  全書 로부터 배제된 경 역시 이해할 수 있겠다.

우선,沈長源과의 교유를 통해 탄생한 부분의 교유시가 1555년에 지어진

작품들처럼 放達의 미학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다는 이 첫 번째 근거라

고 하겠다. 한 설령 시편 자체에서는 분명  全書 배제작의 성격이 강하

게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경우에도 화자가 정 으로 추억하는 내용

을 따라가 본다면,그것이 결국 ｢次景混韻｣과 같은 교유양상을 정하고

있다는 이 두 번째 근거일 것이다.放達의 미학을 드러내는  全書 배제

작들을 정 으로 환기하는 ｢贈景混｣,｢次景混遣懷韻｣등의 진술이 바로

해당 작품들을  全書 로부터 배제되도록 만든 원인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全書 로부터 배제된 주요한 작품들에서는 화자의

산수유람을 통해 放達의 미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화자

는 金剛山을 비롯하여 국의 산수를 유람하며 ｢登毗盧峯｣에서처럼 放達

한 내면을 극 으로 드러내기도 하고,｢楓嶽行｣에서처럼 산수의 자연물

과 합일하고 탈속의 세계를 찾아나서는 데에 극 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나아가 ｢訪梅鶴亭｣에서처럼 음주를 통해 탈속의 지향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에서 이러한 배제작의 放達의 미학을 규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본 으로 세사에 얽매이지 않고 월 인 세계를 지

향하는 화자가 호탕한 정서를 드러낸다는 에서 ‘豪放의 미학’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217)하지만 ｢楓嶽行｣이나 ｢訪梅鶴亭｣에서 살펴볼 수 있

듯이 화자의 豪放한 면모가 속세를 부정하는 탈속의 욕망을 바탕으로 이

루어진다는 에서는 豪放과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218)화자는 자신을 번

뇌로 구속하는 속세로부터 벗어나기 해 월 세계를 지향함으로써 放

達의 미학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배제작을 특징짓는 이러한 放達의 미학은 앞서 살펴본 金鎭圭의

상소문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初出山贈沈景混｣을

217) 二十四詩品 에 한 안 회의 해석에 따르면 豪放한 시인의 마음은 유한한

사물과 자아의 역을 벗어나 우주까지 무한히 확장된다.안 회,앞의 책,2013,

338면.

218) 의 책,594면에서는 불쾌한 삶을 음주를 통해 월하려는 문학 태도를 ‘曠

達’이라 지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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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하는 과정에서 金鎭圭는 李珥 한시에서 유가이념에 걸맞지 않은 지향

을 보이는 화자가 나타나는 경우나,溫雅平正하지 못하고 流宕浮輕한 정서

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고 보았다.이러한 주장은 결국 유가가 아닌 도가

의 선계를 좇아 실을 벗어나려 하는 화자와 호탕하고 자유분방한 분

기가 이루어내는 放達을 면 으로 부정하게 된다.

이는 결국 金鎭圭가 제시한 기 에 알맞게끔 李縡가 해당하는 작품들을

 全書 로부터 배제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다.이는 기실 앞서 살펴본

宋時烈의 인식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宋時烈은 李珥의 후반생의 모습

에 집 하여 그가 朱熹의 뜻에 걸맞게 사회질서에 지 한 심을 쏟았다

는 을 강조하 고,그가 異端과 연하 음을 단언하 다. 월 세계

를 지향하는 화자라든가 학자의 차분한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 작품들은

宋時烈이 구축한 李珥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자연

히 宋時烈의 인식을 이어받은 李縡로서는 放達의 미학이 나타나는 작품들

을 공공연히 李珥 문집에 실을 수 없었던 것이다. 全書 는 이러한 작품들

을 산삭하여 南人보다 우월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던 것이다.

 全書 의 편찬 과정에서 李縡가 放達한 작품을 주로 배제하 다는 은

반 로 자신의 탈속 지향을 부정하고 속세에 한 깊은 심을 표 한

작품들이  全書 에 빠지지 않고 실려 있다는 을 통해서도 추정해볼 수

있는 사실이다. 全書 에 수록된 이러한 작품들은 아래에서 보이듯이 체

로 去의 생활을 읊은 시편들인 경우가 많다.

行藏由命豈由人 나가고 물러남은 천명에 달렸지 어 사람에 달

렸겠는가마는

素志曾非在潔身 평소 뜻이 은둔에 있었던 건 아니었네.

閶闔三章辭聖主 궐문에서 세 번 상소로 성스런 군주께 하직하고

江湖一葦載孤臣 江湖의 조각배에 외로운 신하를 실었네.

疏才只合耕南畝 모자란 재주는 밭가는 데에나 당할 뿐인데

淸夢徒然繞北辰 맑은 꿈은 부질없이 북극성을 향하네.

茅屋石田還 業 띠집과 자갈밭의 옛 가업으로 돌아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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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生心事不憂貧 반평생의 심사 가난은 걱정치 않는다네.

(｢물러날 것을 구하는 상소를 써서 세 번 올리고서야 윤허를 받자,

배를 타고 서쪽으로 내려오면서 감회가 있어 짓다(陳疏求 ,三上乃允,

乘船西下,有感而作)｣(이하 ‘｢陳疏求 ｣’), 全書 2; 原集 10)

屑屑之譏我所甘 구차하다는 기롱도 나는 달게 받아들이리니

素心非欲 雲巖 본심이 구름과 바 틈에서 늙고 싶었던 건 아니

었다네.

舟行不忍南山遠 배 떠나 南山 멀어지는 걸 차마 보지 못하여

爲報篙師莫擧 사공에게 돛을 올리지 말라고 이르네.

(｢배에서 南山을 돌아보고 허 하여 짓다(舟中回望南山,悵然有作)｣

(이하 ‘｢舟中回望南山｣’), 全書 2; 原集 10)

四遠雲俱黑 사방으로 구름이 모두 검은데

中天日正明 천에는 해가 한창 밝구나.

孤臣一掬淚 외로운 신하 한 의 물을

灑向漢陽城 漢陽城을 향해 뿌리네.

(｢서울을 떠나 배를 타고 海州로 내려가다(癸未年)(去國舟下海州(癸

未))｣, 全書 2; 原集 10)

이 작품들은 李珥가 직을 버리고 돌아올 때에 지은 작품들이라는

에서 공통 이다.첫 번째로 인용한 작품은  芝峯類說 에는 李珥가 사간

을 그만두고 돌아갈 때인 1574년에 지은 작품으로 되어있으나,219)세 번

상소하여 물러났다는 頷聯의 구 을 감안한다면 이는 오류로 보인다. 全

書 의 차례를 고려한다면,1573년에 주로 돌아올 때에 지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두 번째로 인용한 작품은 1578년에 사간으로 부르는 명을 받고

나갔으나 임 을 면 하지 못하고 주로 돌아오며 지은 작품이다.마지막

작품인 ｢去國舟下海州｣는 1583년에 朴謹元,宋應漑,許篈 등의 탄핵을 받

아 병조 서 자리를 그만두고 海州로 내려가며 지은 작품이다.

219)“李栗谷以大司諫 歸田里,有詩曰:‘閶闔三章辭聖主,江潮一葦載孤臣.’辭氣之間,

有和平之意.”(李睟光, 芝峯類說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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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작품은 퇴거와 련된 작품이면서도 이후로 李珥와 련하여 자

주 회자되는 작품이었다는 공통 이 있다.｢陳疏求 ｣는  箕雅 ,張志淵의

 大東詩選 등에 뽑 있다.｢舟中回望南山｣은 詩選集에 뽑힌 경우는 없으

나,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宋浚吉이 이 작품을 통해 李珥가 가진 사회

심을 강조한 이 있기도 하다.마지막 작품은  箕雅 , 大東詩選 등에

뽑 있으며, 鶴山樵談 에 ‘｢出城感懷｣’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기도 하다.

이 세 작품들은 모두 속세에 한 심과 放達 사이에서 후자를 강하게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 다.｢陳疏求 ｣의 首聯,｢舟中回望南山｣의 承句는

모두 화자 스스로 자신의 본심이 산수가 아닌 세속의 사회에 놓여 있다고

선언한다.이는 수록작과 배제작을 포함한 여러 작품들에서 자신이 원하여

산수를 유람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한 것이다.宋浚吉이 ｢舟中回望南山｣을

통해 李珥의 사회 심을 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게 탈속의 지

향을 부정하고 속세에 한 심만을 강하게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舟中回望南山｣起句의 “屑屑之譏”는 본래 漢의 王良이 출처가 구차했

음을 비난하는 말로, 사간으로 불러주자 사간 직을 받을 것처럼 서울

로 돌아온 李珥가 주변으로부터 받았던 비난을 의미한다.실제로 李珥의

출처는 이 부터 논란거리 다.이보다 앞서 1575년에는 그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成渾조차도 李珥의 출처를 비 했던 이 있을 정도 다.220)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치활동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시의 말처

럼 李珥는 임 에게 오래도록 정성을 쏟는 것이 요하다며 세속의 사회

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거두지 않았다.

이 게 속세의 실을 걱정하는 화자의 내면은 자연히 습 인 형상으

로 나타난다.｢陳疏求 ｣에서는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임 을 멀리서 생각

하는 마음을 가진 인물로 나타나고,｢舟中回望南山｣과 ｢去國舟下海州｣에

서는 임 과 멀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앞서

살펴보았던 작품들에서 속세 바깥에 화자를 탈속으로 끌어들이는 맑은 자

연물이 있었던 것과 달리 ｢陳疏求 ｣의 尾聯에서 화자를 둘러싼 환경은

220)“先生去年以大諫, 不合 去,而今又供職,諸公多疑其出處.牛溪先生亦語人曰:

‘如叔獻出處,古未之有也.’”(｢行狀｣, 全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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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다기보다는 황량한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러

한 황량한 이미지는 頸聯과 尾聯에서 나타난 화자의 습 인 포즈를 부

각한다.｢陳疏求 ｣와 같은 시기에 지어진 ｢乞 蒙允,感著首尾吟四絶,名

之曰感君恩(癸酉)｣에서도 자신이 사는 栗谷里를 황량한 곳으로 표 하

는데(“古木荒灣栗谷邨”)｢陳疏求 ｣에서도 띠집에 자갈밭을 일구고 겨우

살아가야 하는 열악한 상황은 이를 견뎌내는 화자의 이념 인 포즈를 더

욱 부각해 다.

이 세 작품에서는 더 이상 탈속의 추구,자연물에 한 극 인 합일의

욕망,放達한 내면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애 에 스스로 속세의 존재라고

선언한 화자가 탈속 상에 길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게

放達함을 거부하는 작품들이  全書 에서 배제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는 은,편찬자 역시 李珥 한시의 이러한 측면에 을 두고 있었다는

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全書 를 편찬한 李縡를 포함하여 조선후기

의 주요한 평자들은 모두 李珥 한시 에서도 放達하지 않은 작품들에 주

목했던 것이다.

李縡가 放達한 미감을 가진 작품들을 주로 배제하 다는 사실은,李珥

반기 작품을  全書 에 수록한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겠다.제

Ⅱ장에서 이미 반기 작품의 산삭비율이 높다는 을 살펴보았는데,이는

곧 반기에 放達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했다는 말로도 받아들여볼 수 있

겠다.실제로 지 까지 살펴본 주요한 배제작들은 모두 李珥가 생의 반

기에 창작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登毘盧峯｣,｢楓嶽行｣,｢淸風溪洞｣,

｢訪梅鶴亭｣등의 작품들은 모두 李珥가 30세가 되기 에 지어졌다.

이 게 李珥가 은 시기에는 放達한 시를 주로 지었던 만큼 수록작

에도 이러한 미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1554년 처음 서울

을 떠나 入山할 때에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동문을 나서다(出東門)｣( 全

書 1)에서는 세상의 굴 를 벗어나 자유롭게 노닐겠다는 포부가 나타난다.

 論語 에서 孔子는 “내가 어 뒤웅박처럼 한곳에 매달린 채 먹지도 못하

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吾豈匏瓜也哉,焉能繫而不食)”라며 가지

못할 곳이 없다는 말을 하 는데,이 말을 빌어 李珥는 ｢出東門｣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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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웅박같이 되어 /처량히 얽 있으랴(胡爲類匏瓜,戚戚迷處所)”라고

하 다.그가 入山하러 가는 길에 이루어진 이러한 진술은,거 한 우주 속

에서 자유롭게 유랑하겠노라는 포부를 밝힌 것이라 볼 수 있겠다.

嵯峨雪峯幾千仞 높다란 雪峰이 몇 천 길인가

鳥道人行白雲外 흰 구름 밖 오솔길로 사람들이 다니네.

靑藜戛上犖确中 지팡이 끌고 험한 산을 더듬어 오르니

兩眼漸覺東丘隘 동방 땅이 좁은 을 두 으로 알겠네.

夜投禪室徹曉坐 밤에는 에 들어 새벽까지 앉아서

時聽笙簫來上界 때때로 천상의 피리소리 듣기도 하네.

金鷄一鳴登絶 첫 닭 울 때 정상에 올라가니

萬境熹微天尙昧 하늘이 아직 어둑하여 온 세상이 보일 듯 말 듯.

臾火光漲天地 조 뒤 햇살이 온 천지에 퍼지니

不辨滄波 曉靄 바닷물결과 새벽안개를 분별할 수 없네.

朱輪轉上數竿高 둥근 해가 두어 길 높이 솟아올라

一朶彩雲如傘蓋 한 송이 채색 구름이 마치 일산 같네.

靑紅漸分水 天 푸른색과 붉은색이 차 물과 하늘로 나뉘어

極目始知東海大 멀리 바라보곤 비로소 동해 큰 을 알겠네.

扶桑暘谷渺何處 扶桑과 暘谷이 아득히 어느 곳에 있는지

欲看出處知無奈 해 나오는 곳을 보려 해도 볼 수 없네.

秦皇夸父等 兒 秦始皇과 夸父가 어린애 같아

千載令人起一喟 천 년 뒤에도 사람을 한숨짓게 하는구나.

(｢金剛山에서 九井峯에 올라 일출을 보다(楓嶽登九井看日出)｣, 全書

 1; 外集 1)

 林下筆記 에 金剛山과 련하여 ‘｢看日出｣’이라는 제목으로 뽑 있는 ｢

楓嶽登九井看日出｣에서도 반기의 放達을 살짝 엿볼 수 있다.金剛山 九

井峯에 올라서 일출을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이 시 역시 시인의 포

부를 드러내고 있다.화자는 구름 속으로 난 길을 따라 높은 산에 오른다.

등산이 정신 고양과 유비된다는 것은 앞 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시에서도 화자는 산에 오름으로써 세속의 생활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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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에 도달한다.이러한 높은 경지는 그가 앉아서 밤을 지새우며 때때로

천상계의 피리소리를 듣는다는 구 에서 강화된다.천상계의 신선들과 소

통할 수 있을 정도로 고아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林下筆記 에 나란히 선발되어 있는 金宗直의 ｢登金剛看日出

｣( 佔畢齋集 2)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金宗直 역시 金剛山에 올라

일출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지었는데,“속세에서 코고는 소리 아직도

우 와 같은데 /나는 산 우리 향해 머리털 말리네(人寰鼻息尙雷鳴,輒向

峯頭晞我髮)”라며 자신을 세속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표 하 다.｢登

金剛看日出｣의 화자는 한 우리에서 동해바다가 술잔처럼 작다는 것을

느끼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정신을 한껏 고양하기도 하 는데,(“滄

溟眼底 如杯,八極風來神橫逸”)이는 에서 살펴본 ｢登毗盧峯｣의 화

자를 생각나게 한다.

하지만 ｢登金剛看日出｣이나  全書 배제작과 달리 ｢楓嶽登九井看日出｣

은 반부에서 보인 放達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 는데,이러한 은 이

작품을 李縡가  全書 에 수록한 배경을 짐작하게 해 다. 반부에서 온

세상을 보잘 것 없는 상으로 낮추어 보았던 것과 달리,“멀리 바라보곤

비로소 동해 큰 을 알겠네(極目始知東海大)”라는 구 처럼 일출의 장

앞에서 화자는 동해바다가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다시 왜소한 인간

으로 돌아온다.｢登毗盧峯｣에서 손 안에 담길 수 있는 술잔처럼 작게 여겼

던 동해바다가 다시 거 한 자연물로 돌아갔다는 것은, 반부의 호쾌한

욕망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마지막 구 에서 秦始皇과 夸父를 비웃은 데에서도 이러한 환을 확인

할 수 있다.秦始皇이 徐福에게 불사약을 구해오도록 하 던 일이  史記 

에 보이고,夸父는  列子 ,｢湯問｣에서 태양을 쫓아가다가 목이 말라 죽은

인물이다.이 구 은 金宗直의 ｢登金剛看日出｣을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

“崦嵫로 해 들어가는 것 볼 필요 없으니 /이제 夸父의 목마름은 우습기만

하구나(不 崦嵫看入處,至今冷笑夸父渴)”라는 구 처럼 金宗直은 일출만

못한 일몰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기 해 夸父를 비웃는 것

으로 시를 마무리하 다.하지만 夸父에 한 李珥의 반응은 이와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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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楓嶽登九井看日出｣에서 秦始皇과 夸父를 향한 한숨은 그들이 인간 조

건을 월하려고 했다는 에서 비롯한다.그에 따르면 두 인물은 인간의

보잘 것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다는 것

이다.일출에서 일으킨 豪放한 기상을 夸父에 한 비웃음을 통해 끝까지

유지했던 金宗直의 경우와 달리 李珥의 작품에서는 夸父에 한 한숨을

통해 放達한 분 기는 한풀 꺾인다.放達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끝내

세속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李縡가  全書 에 이 작

품을 수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吾生賦性愛山水 내 타고난 성품이 산수를 좋아하여

策杖東遊雙蠟屐 지팡이 짚고 나막신 한 켤 로 동쪽으로 노닐었

네.

世事都歸掉頭中 세상사 모두 사 해버리고서

只訪名山向楓嶽 명산 찾아 金剛山 향하 을 뿐.

(… 략…)

臾火輪涌扶桑 세 태양이 扶桑에서 솟아나

照破乾坤一夜黑 온 천지의 새카만 밤을 비추어 몰아내네.

僧 此地 奇絶 스님 말하길 “이 곳이 가장 뛰어난 경치이니

世閒何翅仙凡隔 어 세간의 신선과 범인의 격차일 뿐이겠습니

까?”

嗟余俗緣磨不盡 아,나는 속세 인연 끊으려 해도 되지 않아

不能棲此全吾 여기 머물며 나의 즐거움 온 히 하지 못하네.

他年勝遊如可續 나 에 멋진 유람 이어갈 수 있게 되면

寄語山靈 記憶 산신령에게 꼭 기억해달라고 말 해주오.

(｢金剛山에서 본 로 기록하다(楓嶽記所見)｣, 全書 1; 原集 10)

이러한 환의 의미는 앞의 작품과 동일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던 것으

로 보이는 ｢楓嶽記所見｣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이 작품 역시  

林下筆記 , 臥遊  에 金剛山과 련하여 언 된 바 있는 작품이다.이

시의 반부는 앞 에서 살펴본 ｢楓嶽行｣과 흡사하다.두 시에서 화자가

金剛山에 오른 것은 산수에 한 욕망이 작동한다는 에서 크게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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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楓嶽記所見｣의 “내 타고난 성품이 산수를 좋아하여(吾生賦性愛山

水)”와 ｢楓嶽行｣의 “내 나서부터 산수를 좋아하여(余生愛山水)”라는 거의

동일한 진술은,金剛山으로 향한 원인이 그의 산수취향에서 비롯한 것임을

보여 다.아울러 ｢楓嶽記所見｣의 “세상사 모두 돌아보지 않고 떠나서(世

事都歸掉頭中)”와 ｢楓嶽行｣의 “이 세상의 물건이 아니리라(不是下界物)”

등의 구 에서 이러한 산수취향이 탈속 성격을 띠고 있음 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入山의 장면에서 보이는 유사성과는 달리 그 이후로 出山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진술에는 상이한 면모들이 나타난다.무엇보다

도 ｢楓嶽記所見｣에서 그의 出山이 꽤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을 지

할 수 있다.인용문의 략된 부분에서 화자는 入山 이후 산의 경치가

제공하는 맑은 이미지를 좇아 차 인 이 드문 깊은 곳으로 이끌리게 된

다.“거닐다 보니 그새 속세 바깥 사람 되었는지(逍遙便作物外人)”라는 구

처럼 화자는 산에 깊이 들어갈수록 자신의 마음에서도 차로 속세의

기운을 지워간 것이다.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보이듯 이 게 인간사회

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난 곳에서 화자가 마주하게 된 것은 ｢楓嶽登九井看

日出｣에서 살펴보았던 해돋이의 장 이다.여기서 그에게 해돋이를 보여

스님의 말은 이 장면이 시 체에서 가지는 치를 짐작하게 해 다.

스님은 그곳이 세속에서 상상하는 신선의 경지 이상의 곳이라고 말한다.

入山 이후로 화자가 차 인간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는 을 감안한

다면,이러한 발화는 일종의 탈속에 한 권유라고까지 생각해볼 여지를

남긴다.그를 金剛山으로 이끈 욕망을 성취하기 해서는 이제 그곳에 머

물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訪梅鶴亭｣에서 梅鶴亭 주인의 말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떠나 살아가려는 다짐을 한 목처럼,해돋이

의 장 이 펼쳐지는 장면은 ｢楓嶽記所見｣에서 산수 혹은 탈속에 한 화

자의 욕망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장면은 곧바로 산을 내려온 화자의 아쉬움이 묻

어나는 갑작스러운 탄식으로 환된다.이러한 갑작스러움은 이 의 구

들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다른 정체성을 표방하는 발화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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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탈속의 욕망이 최고조에 달하자마자 화자는 “속세 인연

끊으려 해도 되지 않아(俗緣磨不盡)”라며 자신이 探勝을 계속할 수 없는

근거로서 자신과 세속 간의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를 드러낸다.속세를

떠나 강호를 방랑하기로 하 던 ｢訪梅鶴亭｣과 달리 ｢楓嶽記所見｣의 화자

는 자신이 여 히 속세에 속한 인물이라는 을 잊지 않고 있다.비록 화

자의 욕망은 사회 머의 산수를 가리키고 있으나,“여기 머물며 나의 즐

거움 온 히 하지 못하네(不能棲此全吾 )”라는 구 은 화자가 그 욕망만

을 좇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듯 설령 었을 때 지어 放達한 기미가 엿보이는 작품이라 하더라

도 그러한 미학이 충분히 성취되지 않은 작품들이  全書 에 수록되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상은 그만큼  全書 편찬 과정에서 李縡가

放達한 작품들을 극 으로 배제하려고 했던 정황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嗟余素志出風塵 아,나의 본뜻은 풍진을 벗어나

江海 子欣相從 江海에서 그 와 상종하는 일이었건만

那知風樹慘余懷 내 가슴에 風樹의 슬픔이 올 어 알았겠나.

遊 事難再逢 옛 놀이 즐거웠던 일을 다시 만나기 어렵겠구나.

江山形勝摠依然 강산의 뛰어난 경치는 모두 그 로인데

逸 感 惟吾 뛰어난 흥취로 옛일 느낀 건 나뿐이네.

重陳空使心鬱紆 거듭 털어 놓아 야 마음만 답답할 뿐이니

不如付 堯千鍾 천 잔 술에 부치느니만 못하리.

(｢海松亭에서 ‘松’자 운을 얻다(海松亭得松字)｣, 拾遺 1; 外集 1)

그러나 배제작에서 나타나는 放達조차도,그를 둘러싼 사회 조건이 변

화하면서 차 비 이 어드는 모습을 보여 다. 의 시는 1565년 李珥

가 江陵의 경포 남쪽에 치하는 海松亭에서 지은 시의 후반부이다.인

용한 부분에서 화자는 강호에서 방랑할 뜻을 실 하지 못하는 까닭을 “風

樹의 슬픔(風樹慘)”이라고 표 하 다.이는 부모님을 여읜 슬픔을 의미하

는데,실제로 이 시를 짓기 조 인 1561년에 그는 아버지의 상을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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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

아버지를 여읜 것이 그의 放達에 장애로 작용했다는 은,李珥 집안의

경제 사정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그의 집안에서 그간 녹 을

받아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사회에

나아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221)실제로 李珥는 자

신의 벼슬이 생계를 이어가기 한 祿仕라는 을 수차례 언 한 이 있

다.222) 한 나 에는 일가친척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생계까지 책임

지려고까지 하 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223)

요컨 李珥는 이 시기를 후하여 실과 마주함으로써 월 욕망에

만 빠져있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겠다.실제로도 그는 아버

지의 상을 치른 직후인 1564년 문과에 제하여 호조좌랑으로 직생활을

시작하 다.생계에 한 이러한 의식은 제한 이듬해에 지어진 ｢大和道

中｣( 拾遺 1)이라는 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 시는 江陵 근처의

大和라는 곳을 지나다가 민가에서 하룻밤을 보낸 경험을 서술한 시인데,

李珥의 작품 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백성들의 피폐한 실을 사실 으로

그려낸 시라고 할 수 있다.그는 민가에서 머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불친

한 우를 받았는데,그는 그 원인을 그들의 궁핍한 살림살이에서 찾고

있다.224)경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넓지 못하다

는 을 읽어낸 이 시는 이 시기 李珥의 생계에 한 민감한 의식을 반

한다고 할 수 있겠다.放達이 탈속에 한 지향을 내포한다는 을 감안한

221)“科業未就,臣父棄世,名宦之念, 絶於心.尙慮家累無依,欲遂其生,應擧不輟.

區區之意,只求升斗之祿,以救飢寒耳.”(｢辭副校理疏｣, 全書 3);“典籍之科,只爲

付祿而已,非委任之職,辭此而至於餓死,則恐非中道.… 一家數十口,朝夕絶糧,

其乞於人,寧受君賜也.”(｢ 宋雲長(翼弼○甲子)｣, 全書 11)

222)“僕世無產業,窮不能家. 親在 ,甘旨常闕,爲人子 能不動心哉?傭作商賈,如

可爲也,吾不羞賤,但國俗有定,士庶異業,固不可抑而行之也.猶有科擧一路,可得養

之資,故爲親屈耳,非敢以干祿爲貧,爲孔孟之正脈也.”(｢答成浩原(渾○甲寅)｣, 

全書 9)李珥의 祿仕에 해서는 김혜숙,앞의 논문,2001ㄴ,206～22면이 자세하

다.

223)“丁丑五年.(先生四十二歲.)正月,還石潭, 宗族作同居戒辭,行司馬氏朔望 .

(立祠 ,作正寢,請伯嫂郭氏奉神主來居,以主祭祀,遂 兄弟子姪同爨,因作｢同居

戒辭｣.)”(｢年譜｣, 全書 34)

224)“喟然却 歎,此豈民風惡.何時不贏糧,到處人心朴.”(｢大和道中｣, 拾遺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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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속세의 실에 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계속될 수 없는 미학이라

는 은 분명하다.李珥 한시 에서도 반기에만 放達의 미학을 보이는

작품이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全書 로부터 배제된 주요작의

특징은 放達의 미학으로 요약될 수 있다.이러한 미학은 화자가 산수유람

을 통해 극 으로 자신의 放達한 내면을 표 하거나 혹은 탈속의 세계

를 지향하며 술을 통해 자신의 월 욕망을 거리낌 없이 표 하는 장면

으로 실 된다.이러한 작품들은 유가 이념에서 벗어나는 이미지를 노출하

기 때문에 李珥를 옹호해야 했던 宋時烈이나 李縡로서는 문집에서 배제하

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 이러한 미학은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회에 진입하여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자 자연히 약화

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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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老論의 정치 인식에 따라  全書 가 편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李珥가 행한 일탈의 행 을 담은 작품들이나 放達의 미학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배제되었다는 을 살펴보았다.이러한 작품들이 배제

될 수 있었던 데에는 李珥에 한 南人의 비 을 반박하기 해 老論이 만

들어낸 인식과 이를 사실로 철할 수 있었던 정치권력이 배경으로 작동

했던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해 본고는 우선  全書 를 포함한 李珥의 여

러 문집들이 편찬된 과정과 배경을 살펴 으로써 다른 李珥 문집들과 구

별되는  全書 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제Ⅱ장에서는  全書 보다 앞

서 간행된  原集 , 續集 , 外集 등의 문집들을 살펴보고,여기에 수록된

자료들이  全書 에 흡수되는 비율을 따져보았다.그 결과  續集 과  外集

 등 朴世采가 편찬한 문집들에 수록되었던 자료들이  全書 에 수록된 비

율이 낮으며,이는  全書 를 편찬할 때에 편찬자인 李縡가 李珥에 한 宋

時烈의 입장을 이어받아 朴世采의 인식에 비 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Ⅲ장에서는 정치 맥락 속에서  全書 편찬의 의미를 고찰하 다.제

1 에서는 우선 李珥를 둘러싼 西人과 南人의 립 계를 살펴보았다.南

人으로부터 李珥를 옹호하기 해 宋時烈을 비롯한 西人은 李珥의 학문

·정치 공효를 강조하고 李珥로부터 禪學의 의를 벗겨내려고 노력하

다.18세기의 李縡 역시 이러한 인식을 이어받고 있다는 에서  全書 

가 南人의 비 으로부터 李珥를 옹호하기 해 편찬된 문집임을 알 수 있

었다.

제2 에서는 西人 내부에서  全書 의 편찬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

다.우선 李珥에 한 朴世采의 인식이 宋時烈과 老論의 논리 약 을 노

출하 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老論의 인식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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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말 西人의 집권을 배경으로 定論으로 공인받을 수 있었다.이러한 배

경에서  全書 의 편찬은 朴世采의 인식과 련된 자료들을 문집에서 배제

함으로써 老論의 인식이 가지는 약 을 은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全書 는 李珥에 한 宋時烈의 인식을 西人 내의 定論으로 만드는 데에 기

여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全書 로부터 배제된 李珥 한시의 모습은 제Ⅳ장에서

살펴보았다.배제작을 李縡에 의해 극 으로 배제된 작품과 그 지 않은

작품으로 구별하여,제1 에서는  全書 편찬 이 에 이미 李珥 문집에서

배제된 작품을,다음 에서는  全書 편찬 과정에서 李縡에 의해 배제된

작품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全書 편찬의 이 단계에  原集 , 續集 , 

外集 의 범 밖으로 려난 한시 작품은 재 확인되는 수가 많지는 않으

나,李珥의 승려 경험이라든가 여성을 하는 문제 인 태도 등 당 사회

규범을 벗어나는 일탈의 행 을 반 하 다는 에서 方外人文學의 면모

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들은 南人의 비 에 취약한 李珥

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에서 일 부터 문집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다음으로  原集 , 續集 , 外集 등에 수록되어 있었음에도  全書 에서

배제된 작품들로부터는 放達의 미학을 읽어낼 수 있었다.放達의 미학은

화자가 자신의 放達한 내면을 극 으로 드러낸다거나,산수에 숨겨져 있

는 탈속의 세계를 지향한다거나,질탕한 음주의 장면을 통해 탈속의 욕망

을 거리낌 없이 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 되었다.放達의 미학은 체

로 李珥의 반기 작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그가 직에 나아가 생계

를 책임져야 하게 된 이후로는 차츰 약해지는 면모를 보 다.이러한 작품

들은 논란의 직 인 원인이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異端과의 연 학

자로서의 차분한 모습 등 宋時烈이 내세운 李珥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全書 로부터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지 까지 李珥 한시에 하여 이루어졌던 이념

근의 한계를 확인했다는 은 본고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다.李珥 한

시에 이념 으로 근하는 경우에는 老論의 정치 시각에 한정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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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즉  全書 나 沖澹蕭散의 미학 혹은 李珥 한시에

한 조선후기 비평을 심으로 李珥 한시를 살펴보는 방법은 李珥의 후

반기 작품과 련하여서만 타당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李珥의 한

시 에서도 차분하고 고요한 분 기를 특징으로 하는 후반기 작품과는

달리 반기에는 放達함을 특징으로 삼았으며,나아가 李珥 사후로 老論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많은 작품들이  全書 나 조선후기

비평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는  全書 의 간행된 형태에 해서는 고찰하지 못하 다.李縡

가 편찬한  全書 는 그 로 간행되지 않고 李縡 사후 洪啓禧에 의해 간행

되었는데,이 과정에서  全書 에서 배제된 많은 자료들이 다시 ‘ 拾遺 ’라

는 제목으로 간행될 수 있었다.편찬 과정에서는 배제되었던 자료들이 간

행 과정에서 다시 등장한 셈인데,이는 결국 李珥에 한 인식이 李縡 사

후에 다시 얼마간의 굴 을 겪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하지만 본고는  全

書 의 편찬에 한정하여 논의를 개하 기 때문에 이에 해서는 기술하

지 못하 다.

한  全書 의 수록작과 배제작을 아울러 李珥 한시 반을 아울러 분

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극 으로 모색하는 데까지 논의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본 연구는 선행연구 간 상충이 벌어졌던 원인을 밝

냄으로써 앞으로의 李珥 한시 연구를 비하는 성격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는 만큼,이러한 작업에 해서는 후고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117-

참 고 문 헌

1.자료

1-1.李珥 자료

원문자료

李珥, 栗谷先生文集 ,규장각 소장(奎5750;奎6703).

李珥, 栗谷先生續集 ,모덕사 소장(모1-123).

李珥, 栗谷集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 소장(韓9-44).

李珥, 栗谷先生外集 ,규장각 소장(一簑819.52-Y57y).

李珥, 栗谷先生別集 ,규장각 소장(奎5292).

李珥, 栗谷先生全書 , 韓國歷代文集叢書 210～7,경인문화사,1994.

李珥, 栗谷先生全書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44～5).

宋時烈·尹宣擧, 栗谷牛溪二先生年譜 ,규장각 소장(奎3070).

번역본

율곡학회 편,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 본 栗谷 李珥 ,율곡학회,2000.

李珥,韓國精神文化硏究院 譯, (國譯)栗谷全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8.

이천용 편, 덕수이씨 800년 ,德水李氏大宗 ,2006.

1-2.그 외 자료

奇大升, 高峯集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40).

金時讓, 涪溪記聞 ,고 번역원 DB.

金鎭圭, 竹泉集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174).

南龍翼, 壺谷詩話 , 韓國詩話叢編 3,趙鍾業 編,太學社,1996.

朴世采, 南溪集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138～42).

朴淳, 思菴集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38)



-118-

宋時烈, 宋子大典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108～116).

楊應鼎, 松川遺集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37).

柳夢寅, 於于野談 ,돌베개,2006.

柳成龍, 雲巖雜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남평문씨 인수문고(인

-417)).

尹拯, 明齋遺稿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135～6).

李肯翊, 練藜室記述 ,고 번역원 DB.

李世弼, 龜川遺稿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續45～6).

李睟光, 芝峯類說 ,고 번역원 DB.

李裕元, 林下筆記 ,고 번역원 DB.

李縡, 陶庵集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194～5).

李縡, 陶庵全集 ,保景文化社,1989.

李廷龜, 月沙集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69～70).

李之濂, 恥菴集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續38).

李恒福, 白沙集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62).

李滉, 溪集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29～31).

李喜朝, 芝村集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170).

張維, 谿谷漫筆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92).

鄭曄, 守夢集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66).

許筠, 惺所覆瓿藁 ,고 번역원 DB( 韓國文集叢刊 74).

洪萬宗, 洪萬宗全集 ,太學社,1980.

國學振 硏究事業推進委員 編, 臥遊  ,韓國精神文化硏究院,1997.

南龍翼 編,趙季 校註, 箕雅校註 ,中華書局,2008.

閔百 編, 大東詩選 ,서울 학교奎章閣,2001.

柳根 編, 續靑丘風雅 ,규장각 소장(가람古811So24;奎1003).

張志淵 編, 大東詩選 ,亞細亞文化社,1980.

許筠 編,  國朝詩刪 , 亞細亞文化社, 1980; 규장각 소장(想白古

811-H41g);이화여 소장(고811.1085 허17a);장서각 소장



-119-

(K4-69).

 朝鮮王朝實  ,국사편찬 원회 DB.

朱熹, 晦菴集 ,中國基本古籍庫.

胡廣, 性理大全書 ,中國基本古籍庫.

번역본

김동욱 역, (국역)청야담수 ,보고사,2004.

허균 편,강석 ·강혜선·안 회·이종묵 역, 허균이 가려뽑은 조선시

의 한시 ,문헌과해석사,1999.

2.연구논

2-1.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본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 소장 한국문화

재 ,국립문화재연구소,2014.

국립 앙도서 , 慕德祠 古書目  ,국립 앙도서 도서 연구소,

2010.

김용헌, 조선 성리학,지식권력의 탄생:조선시 문묘 종사 논쟁 읽기

 , 로네시스,2010.

柳鐸一, 嶺南地方出版文化論攷 ,世宗出版社,2001.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社,1996.

閔丙秀, 韓國 漢文學 散藁 ,태학사,2001.

徐大錫 編, 朝鮮朝文獻說話輯要 ,集文 ,1991～2.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2002.

설석규, 朝鮮中期 士林의 道學과 政治哲學 ,경북 학교출 부,2009.

손 식, 조선의 역사와 철학의 모험 ,UUP,2007.

손 식, 이성과 실 ,UUP,2011.



-120-

심경호, 김시습 평  ,돌베개,2003.

안 회, 궁극의 시학:스물네 개의 시 풍경 ,문학동네,2013.

윤 해, 주자의 선불교비 연구 ,民族社,2000.

이성무, 조선시 당쟁사 ,동방미디어,2000.

이종묵, 한국 한시의 통과 문 미 ,태학사,2002.

林熒澤,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 비평,1984.

조동일, 한국 문학사상사 시론 ,지식산업사,1998.

조동일,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2000.

천혜 , 韓國 金屬活字 印刷史 ,범우,2012.

한 우, 율곡 李珥 평  ,민음사,2013.

許捲洙, 南人과 西人間의 兩大論爭:朝鮮後期 文廟從祀와 禮訟 ,술이,

2005.

황 연, 이율곡,그 삶의 모습 ,서울 학교출 부,2000.

2-2.논문

姜明官,｢栗谷의 詩論과 修養論—性情·山水와 修養의 問題—｣, 동양한

문학연구 9,동양한문학회,1995.

姜貞和,｢16세기 遺逸의 方外人的 性向에 한 고찰｣, 東方漢文學 38,

東方漢文學 ,2009.

金建佑,｢ 서문답록 의 간행과정과 훼 시비｣, 藏書閣 14,한국학

앙연구원,2005.

김남기,｢율곡 이이의 문학 세계｣, 역사문화논총 1,역사문화연구소,

2005.

김수진,｢ 능호집 (凌壺集)편집시각 고찰｣, 국문학연구 27,국문학회,

2013ㄱ.

김수진,｢朝鮮後期 刊本文集의 編輯傾向—규장각 소장 자료를 심으로

—｣, 奎章閣 42,서울 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2013ㄴ.

金秀珍,｢朝鮮後期 文集刊行의 推移와 그 特徵｣, 語文硏究 41,한국어

문교육연구회,2013ㄷ.



-121-

김순희,｢｢文谷集｣의 서지학 고찰｣, 書誌學硏究 50,서지학회,2011.

김순희,｢石洲 權韠의  石洲集 察｣, 書誌學硏究 51,서지학회,2012.

김 진,｢朝鮮朝 文集 刊行의 諸樣相—朝鮮後期 事例를 中心으로—｣, 

民族文化 43,한국고 번역원,2014.

김종진,｢16세기 사림 의 시론과 미의식｣, 栗谷學硏究叢書 5,栗谷學

,2007.

김주수,｢율곡 시의 원 비평—遠接使 때의 차운시들에 해서—｣, 韓

國漢文學硏究 39,한국한문학회,2007.

金注樹,｢栗谷 李珥의 시문학 연구—산수․ 원 문학을 심으로—｣,

韓國學中央硏究院 박사논문,2009.

김태년,｢‘正典’만들기의 한 사례, 栗谷別集 의 편찬과 그에 한 비

들｣, 民族文化 43,한국고 번역원,2014.

김풍기,｢정언묘선에 나타난 율곡의 심미이상｣, 栗谷學硏究叢書 5,栗

谷學 ,2007.

김향숙,｢尹宣擧 父子 文集의 刊行과 毁板에 한 고찰｣, 書誌學報 35,

한국서지학회,2010.

金惠淑,｢栗谷의 自然吟詠에 返照된 學問的 修練—主敬과 格物․致知․

窮理｣, 韓國漢詩硏究 8,한국한시학회,2000ㄱ.

김혜숙,｢율곡의 교유시 연구Ⅰ—교유의 情誼와 情操를 심으로—｣, 

韓國詩歌硏究 8,한국시가학회,2000ㄴ.

金惠淑,｢栗谷 李珥의 삶과 시｣, 韓國漢詩作家硏究 6,한국한시학회,

2001ㄱ.

김혜숙,｢율곡의 去就와 士의 節義｣, 울산어문논집 15,울산 학교,

2001ㄴ.

김혜숙,｢栗谷 詩의 道 吟詠 방식과 心狀․美感｣, 古典文學硏究 24,한

국고 문학회,2003.

朴京信,｢栗谷 李珥의 詩文學 硏究｣,성신여자 학교 박사논문,2007.

박 규,｢17세기,栗谷 李珥 文集의 편찬에 한 제 논의 고찰｣, 사

도 회지 9,한국사립 학교도서 의회,2008.



-122-

박종우,｢栗谷 李珥의 詩世界에 한 一 察—주로 詩世界의 特徵的 局

面과 美的 特質을 심으로—｣, 栗谷思想硏究 6,栗谷學 ,

2003.

박철상,｢허균 수정고본(手定稿本) 國朝詩刪 의 출 과 그 가치｣, 한

국문화연구 12,이화여자 학교 한국문화연구원,2007.

백승호,｢세상을 향해 소리 내고 벙어리— 菴 安鼎福 연구—｣, 韓

國漢文學硏究 58,한국한문학연구,2015.

徐廷文,｢朝鮮中期의 文集編刊과 門派形成｣,국민 학교 박사논문,

2007.

서정문,｢｢栗谷碑銘｣의 찬술과 개찬 논란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47,

朝鮮時代史學 ,2008.

成範重,｢韓國漢詩의 意境設定 方法과 樣相에 한 硏究—朝鮮時代 詩

話集 所載詩를 資料로 하여—｣,서울 학교 박사논문,1993.

손유진,｢율곡시에 나타난 산수유람 체험의 형상화 방식과 지향｣, 東

方學 24,한서 학교 동양고 연구소,2012.

辛承云,｢유교사회의 출 문화—특히 조선시 의 문집 편찬과 간행을

심으로｣, 大東文化硏究 39,성균 학교 동문화연구원,

2001.

신항수,｢李瀷의 문집 간행과 그 성격｣, 한신인문학연구 3,한신 학교

한신인문학연구소,2002.

신항수,｢성호 문집의 본에 한 연구—잡 를 심으로—｣, 泰東古

典硏究 31,翰林大學校 泰東古典硏究所,2013.

신항수,｢홍계희의 편찬 간행 활동과 도통의식｣, 역사와 담론 66,

호서사학회,2013.

안동 ,｢방외인문학의 재인식｣, 古典文學硏究 29,한국고 문학회,

2006.

양기정,｢ 禮記類編 의 毁板과 火書에 한 연구｣, 民族文化 39,한국

고 번역원,2012.

吳洙彰,｢인조 정치세력의 동향｣, 조선시 정치사의 재조명 ,李泰



-123-

鎭 편,태학사,2003.

禹應 ,｢16세기 畿湖士林派의 형성과 그 문학 지향｣, 韓國漢文學硏

究 31,한국한문학회,2003.

우인수,｢숙종조 남계 박세채의 노·소 재와 황극탕평론｣,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上,이태진·김백철 편,태학사,2011.

유새롬,｢17세기 西人의 學統意識과 栗谷年譜의 편찬｣,서울 학교 석

사논문,2005.

유성선,｢ 경연일기(經筵日記) 의 본 표제(標題)에 한 서지 (書

誌的)검토(檢討)｣, 율곡사상연구 18,율곡학회,2009.

兪成善,｢｢石潭野史·日記｣에서 ｢經筵日記｣까지 刊行過程의 思想的 推移

硏究｣, 韓國古典硏究 22,한국한문고 학회,2011.

유호진,｢栗谷 詩의 이미지 연구｣, 古典文學硏究 31,한국고 문학회,

2007.

尹浩鎭,｢ 國朝詩刪 의 刊行과 그 反響｣, 漢文學報 1,우리한문학회,

1999.

李源周,｢栗谷先生神道碑銘과 그 刪改事實에 하여｣, 韓國學論集 15,

계명 학교,1988.

이은정,｢17세기 李珥·成渾의 행 ·학문에 한 인식과 文廟從祀｣,고려

학교 석사논문,2012.

이종묵,｢한국한시와 철학｣, 한국한시연구 1,한국한시학회,1993.

李鍾默,｢朝鮮 中期의 漢詩選集｣, 정신문화연구 20,한국학 앙연구원,

1997.

李鍾默,｢賜暇讀書制와 讀書 에서의 문학 활동｣, 韓國漢詩硏究 8,한

국한시학회,2000.

이종문,｢栗谷과 柳枝,｢柳枝詞｣의 승 과정에 한 고찰｣, 韓國漢文

學硏究 51,한국한문학회,2013.

이택동,｢후 詩文에 투 된 ·栗 형상｣, 한국고 연구 18,한국고

연구학회,2008.

이한길,｢율곡의 경포호 한시의 해석과 번역｣, 율곡사상연구 14,(사)



-124-

율곡연구원,2007ㄱ.

이한길,｢율곡의 경혼 심장원 련 한시 고찰1｣, 율곡사상연구 15,

(사)율곡연구원,2007ㄴ.

이한길,｢율곡의 경혼 심장원 련 한시 고찰2｣, 율곡사상연구 16,

(사)율곡연구원,2008.

임미정,｢ 國朝詩刪 의 두 계열에 하여｣, 南冥學硏究 44,경상 학

교 남명학연구소,2014.

林熒澤.｢조선 기 문인유형과 方外人文學｣, 韓國文學硏究入門 ,黃浿

江·金容稷·趙東一·李東歡 編,知識産業社,1982.

장원연,｢조선시 서책의 교정에 한 연구｣, 書誌學硏究 42,서지학

회,2009.

장원연,｢조선시 개인문집의 간행과 교정｣, 書誌學報 34,한국서지학

회,2009.

鄭萬祚,｢ 조 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추진｣, 조선시 정치사의

재조명 ,李泰鎭 편,태학사,2003.

정우 ,｢조선시 妓生 詩帖의 존재양상과 문화사 의미｣, 한국고

여성문학연구 18,한국고 여성문학회,2009.

정원재,｢지각설(知覺說)에 입각한 이이(李珥)철학의 해석｣,서울 학

교 박사논문,2001.

정재훈,｢조선 기 栗谷學派의 형성｣, 역사문화논총 1,역사문화연구

소,2005.

鄭亢敎,｢栗谷의 漢詩에 나타난 儒·佛觀｣, 栗谷思想硏究 3,栗谷學 ,

1997.

鄭亢敎,｢栗谷 李珥의 詩文學 硏究｣,경원 학교 박사논문,2003.

정호훈,｢16·17세기 栗谷學派의 형성과 활동—著述·文集의 편찬과 政治

論을 심으로—｣, 史學硏究 103,한국사학회,2011.

趙南國,｢栗谷이 柳枝에게 詩｣, 江原文化硏究 12,江原大學校 江原

文化硏究所,1993.

조동일,｢山水詩의 경치,흥취,주제｣, 국어국문학 98,국어국문학회,



-125-

1987.

조세형,｢栗谷 李珥의 文學思想과 16世紀 文學의 한 局面｣, 한국국어

교육연구회 논문집 49,한국어교육학회,1993.

崔善慶,｢栗谷先生文集 板本硏究｣,계명 학교 석사논문,1991.

崔誠桓,｢朝鮮後期 李縡의 學問과 寒泉精 의 門人敎育｣, 歷史敎育 77,

歷史敎育硏究 ,2001.

崔承洵,｢栗谷의 漢詩文 硏究｣, 江原大學校 論文集 14,江原大學校,

1980.

崔承洵,｢栗谷의 文學觀｣, 栗谷思想史硏究 1,栗谷學 ,1994.

최 하,｢김시습 의 분석을 통해 살펴 본 율곡문학과 율곡사상의

의의｣, 栗谷學硏究叢書 5,栗谷學 ,2007.

홍우의,｢栗谷의 道學詩 硏究｣, 韓國古典硏究 6,한국고 연구학회,

2000.

홍학희,｢李珥 산수기행시의 主氣的 망｣, 우리 한문학사의 새로운

조명 ,이혜순·박무 外,집문당,1999.

홍학희,｢栗谷 李珥의 詩文學 硏究｣,이화여자 학교 박사논문,2001.



-126-

Abstract

A Study on Yi I's Poetry

Excluded from

The Complete Works of Yulgok

LEE HAN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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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thesisanalyzesthepoemsofYulgokYiI(1536～1584)thatwere

notincludedinhisliterarycollectionTheCompleteWorksofYulgok.

Previousstudiesonhispoemsreachedconflictingconclusionsbecause

theyoverlookedthefactthatcharacteristicsofthepoemsnotincluded

inthenamedcollectionaredifferentfrom onesofthepoemsincluded.

Thisthesisfocusesonthecharacteristicsofthepoemsnotincludedin

thecollectionandarguesthatpoliticalconflictsduringthelateJoseon

dynastycausedanexclusionofcertainpoemsfrom YiI’sliterary

collection.

First,chapterⅡ examineshow andwhyYiI’sliteraryworkswere

organizedintovariousliterarycollections.Thischapter,byexamining

how manyliteraryworksfrom previouscollectionswereinclud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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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ompleteWorksofYulgok,revealsthatonlyalimitednumberof

poemsfrom formerliterarycollectionscompiledbyParkSe-chaewent

intoTheCompleteWorksofYulgok.ThisstatisticsconfirmsthatYi

Jae,aneditorofTheCompleteWorksofYulgok,succeededSong

Si-yeol’s approach to YiI’s work and was criticalof Park’s

understandingofYiI.

ChapterⅢ examinesthemeaningofTheCompleteWorksofYulgok

in the political context.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political

confrontationsbetweenWesternersandSoutherners.TodefendYiI

from Southerners'criticism,Westerners,representedbySongSi-yeol,

emphasizedYiI’sacademicandpoliticalachievementsandtriedto

dissociateYiIfromBuddhism.CompiledbyYiJaewhoadoptedSong’s

argument,TheCompleteWorksofYulgokwasalsointendedtodefend

YiIfrom Southerners'criticism.

ThesecondsectionanalyzeswhatthecompilationofTheComplete

WorksofYulgokmeansinthecontextofinternalconflictsamongst

Westerners.Although Park exposed the weak points ofSong's

approach,withWesterners'risetothepower,Song'sargumentbecame

thedominanttheorygoverningYiI’sworks.TheCompleteWorksof

YulgokcontributedtoestablishingSong'sargumentasthedominant

theorybyexcludinganumberofpoemssupportingPark'sposition

from thecollection.

Theworksexcluded from The Complete WorksofYulgok are

examinedinchapterⅣ.ThefirstsectionfocusesonYiI’sworks

alreadyexcludedfrompreviousliterarycollectionspublishedbeforeThe

CompleteWorksofYulgokwhereasthesecondsectiondealswiththe

worksexcludedfrom TheCompleteWorksofYulgokwhenYiJae

compiledit.Whileanumberofpoemsalreadyexcludedbeforethe

compilationofTheCompleteWorksofYulgokisfarsmallerthan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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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poemsexcludedduringthecompilation,thefirstgroupofpoems

showsYiI’sdeparturefrom socialnorms,includinghisexposureto

Buddhism andcontroversialattitudetowardswomen.Theseworks

wereexcludedfrom thecollectionbecausetheyexposedtheaspectsof

YiIthatwerevulnerabletoSoutherners’criticism.

ThisthesisseestheaestheticsofTranscendentalism inYiI’sworks

thatwerecontainedintheformerliterarycollectionsbutexcludedby

YiJae.This aesthetics was achieved in ways such as directly

expressingspeaker'sfeelingofonenesswithnature,pursuingthelifeof

Taoistrecluse,anddrinkingtobefreefrom thesecularworld.Such

discussionsarenoticeableinYiI’sworkswrittenbeforehispolitical

careerbegan,butnotinthepoemsofTheCompleteWorksofYulgok.

TheworksembodyingaestheticsofTranscendentalism wereexcluded

fromTheCompleteWorksofYulgokbecausetheydidnotcomplywith

thepoliticalimageofYiISongpromoted,suchasYiI’sdetachment

from any marginalized thoughts like Buddhism or Taoist

Transcendentalism andhiscalm nature.

Keywords : aesthetics of Transcendentalism, compilation of literary 

collection, The Complete Works of Yulgok, Westerners, Yi I, 

Yi Jae

Student Number : 2013-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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