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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天機論’과 ‘性情論’

1. 머리말
‘天機論’은 朝鮮後期를 특징짓는 詩論으로 이해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자면, 천기론은 朝鮮前期의 지배적인 문학론이었던 ‘性情論’ 혹
은 ‘天理論’의 대척점에 서서 ‘敎化論’의 테두리를 벗어남과 동시에 ‘情의 긍정’
및 ‘個性의 발견’으로 나아가 閭巷人의 문학 활동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
었으며 19세기에 이르러 ‘性靈論’으로 옮아갔던,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詩論이
다.1)1)근래에는 詩論의 차원을 넘어, 천기론을 우리 민족 특유의 美學思想으로
1) 金興圭, 1982 朝鮮後期의 詩經論과 詩意識, 고대민족문화연구소; 張源哲, 1982
｢朝鮮後期 文學思想의 展開와 天機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9～53면, 87～134면, 160～163면; 崔信浩, 1984 ｢朝鮮後期詩論의 몇 가지
性格｣, 민족문화연구18, 고대민족문화연구소, 53～65면; 鄭然峰, 1989 ｢張維 詩
文學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67～107면; 任侑炅, 1991 ｢晉庵 李天輔의 文學
論｣, 태동고전연구7, 태동고전연구소, 74～80면; 1996 ｢18세기 천기론의 특징｣,
한국한문학연구19, 한국한문학회, 237～242면 참조. 다만 金惠淑, 1995 ｢한국한
시론에 있어서 天機에 대한 고찰(2)｣, 한국한시연구3, 한국한시학회, 321면에서
天機論과 性情論이 “대치관계에 있는 시론이 아니라 시에 대한 동일한 인식에서
개진된 시론”이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박희병, 1999 ｢이규보의 문예론｣,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14면에서 천기론이 성리학적 문학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
으며, “載道論 혹은 그와 연결된 性情論과 다른 지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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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립하고자 하는 견해가 제출된 바 있기도 하다.

2)

이로써 천기론은 조선후기

문학론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통괄하는 대표이론의 자리를 확고히 한 듯하다.
그러나 천기론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담론을 대하는 필자의 마음은 다소
불편하다. 지금까지의 ‘定式化’에 앞서 따져야 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로 남
아 있다고 보는 데다, 몇몇 문제에 있어서는 자료에 대한 과잉해석이 가해진
결과 오히려 실상과 거리가 먼 결론이 서둘러 도출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천기론이 천기론 이전의 기존 詩論과 얼마만큼 뚜렷한 차별성
을 보이는가, 그리고 천기론이 과연 우리 민족 특유의 미학사상으로 정립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전제
해 두어야 할 사실은 본고의 주된 목적이 천기론을 보는 기존 시각의 맹점을
짚어 보고자 하는 데 있는바, ‘천기론의 이론적 정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본고의 논의가 조선후기 문예론을 균형 있게
살피기 위한 하나의 문제 제기로서 의의를 지니게 되기를 기대하며 문제 탐
색에 들어간다.

2. ‘天機論’의 함의
첫째 문제는 ‘天機論’이 천기론 이전의 기존 詩論과 얼마만큼 뚜렷한 차별
성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천기론의 논리구조
내지 함의를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天機’라는 용어에 주목하
여 詩論을 전개하기 시작했던 張維와 金昌協의 몇몇 글을 중심으로 하여 天
機論의 주요 명제를 재검토하면서 논의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시에 종종 그쪽으로 수렴되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본
고의 문제 인식은 두 분의 견해와 유사한 생각에서 촉발된 것이다.
2) 李東歡, 2000 ｢‘順自然’에서 ‘天機論’으로｣, 한국학논집27,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1 ｢朝鮮後期 ‘天機論’의 槪念 및 美學理念과 그 文藝․思想史的 聯關｣, 한국
한문학연구28, 한국한문학회. ‘천기’와 그 인접 개념들의 의미망을 살핀 고미숙
박사의 기본적인 시각 또한 이동환 선생의 두 논문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미
숙, 2001 ｢천기론의 ‘수사학적 배치’와 그 담론적 특이성｣, 민족문학사연구19,
민족문학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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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谿谷 張維(1587～1638)는 天機論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항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온 인물이다.3)3)農巖 金昌協(1651～1708)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
지가 있을 수 있다. 천기론을 기존의 ‘性情論’과 대립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4)

입장에서는 김창협을 ‘折衷論者’로 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김창협

의 뒤를 이어 ‘天機’에 주목했던 洪世泰․吳光運․李天輔․洪良浩․洪大容 등
의 논의가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김창협의 磁場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
5)

던 점을 상기할 때,

천기론의 초기 전개에서 김창협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5)

6)6)

했던 인물로 보인다.

3) 張源哲, 앞의 논문, 30～36면에서는 張維에 앞서 許筠을 거론하였다. 허균이 ‘天機’
라는 용어로 자신의 詩論을 집약시킨 적은 없지만, ‘情의 긍정’이라는 차원에서
‘(性情之)眞’을 강조한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허균의 ｢石洲少稿序｣에 보이
는 “天機를 희롱하고 玄造를 빼앗는다”(弄天機奪玄造)라는 구절을 들어 “性이 아
닌 情을 긍정하는 논리가 허균에게서 최초로 天機論과 연관지어 나타나고 있다”
(위의 논문, 35면)라고 한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때의 ‘天機’는 ‘玄造’와 같은
의미, 즉 ‘천지자연의 오묘한 조화․비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4) 張源哲, 앞의 논문, 41～53면 참조. 李勝洙, ｢17세기말 天機論의 형성과 인식의 기
반｣(한국한문학연구18, 한국한문학회, 1995), 327～337면에서는 김창협의 천기
론을 기존 性情論의 ‘格物論’과 성격을 달리 하는 ‘觀物論’으로 파악하면서, ‘격물
론’과 ‘관물론’의 인식 기반이 동일하므로 결국 김창협의 논의가 절충적인 성격을
띤다고 한 바 있다.
5) 洪世泰, ｢海東遺珠序｣; 吳光運, ｢昭代風謠序｣; 李天輔, ｢浣巖集序｣; 洪良浩, ｢風謠
續選序｣; 洪大容, ｢大東風謠序｣가 그 주된 자료로, 주 1에 열거된 선행연구에서
거듭 논의되었다. 이 중 오광운․홍양호의 경우 김창협 이상으로 ‘敎化論’에 무게
를 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기론’의 함의와는 거리가 있다. 홍대용의
입장은 이들과 구별되지만 역시 교화론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
의 틀을 크게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천기론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는 듯 보이는 홍세태와 이천보의 경우가 문제인데, 이들은 김창협의 논의
를 여항문학의 옹호논리로 변용한 데서 멈추었을 뿐 그 이상의 새로운 논리를 끌
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홍세태에 관해서는 李勝洙, 앞의 논문, 320～326
면; 홍세태․홍대용에 관해서는 金興圭, 앞의 책, 162～171면; 오광운․이천보․
홍양호에 관해서는 張源哲, 앞의 논문, 115～129면 참조.
6) 李勝洙, 앞의 논문, 308～320면 및 327～337면에서는 김창협에 앞서 ‘天機’에 주목
하여 영향을 준 이로 拙守齋 趙聖期(1638～1689)를 지목하고, 다시 그 근원을 花
潭 徐敬德, 나아가 邵雍에서 찾고 있는데(308～320면 및 327～337면 참조), “졸수
재의 다소 거친 觀物論”(335면)이라는 표현도 발견되거니와, 사실상 ‘천기’에 관
한 졸수재의 인식은, 앞서 허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천지자연의 오묘한 조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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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張維의 글을 보자.
(1) 시는 天機이다. 울림은 소리에서 나오고 화려함은 빛깔에서 나오며 淸濁과
雅俗은 自然에서 나온다. 소리와 빛깔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天機의
묘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약 소리와 빛깔로만 할 뿐이라면 이익에 미혹된 무
리도 陶淵明의 韻을 빌 수 있고 좀스러운 소인배도 李白의 말을 흉내 낼 수 있을
터이나, 닮으려 하면 광대 짓이 되고 모방하려 하면 분수에 넘치는 짓이 되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眞’이 없기 때문이다. ‘眞’이란 무엇인가? 天機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7)7)
8)

張維에 의하면 시는 天機로부터 나온다.

8)

이때의 천기는 自然 혹은 天眞으

로 달리 부를 수 있다. 자연 혹은 천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남의 것을 모방해서는 ‘참다운 시’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蛙鳴賦｣의 다음
대목을 보면 장유가 말하는 天機가 ‘性情’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2) 아득하고 광대한 우주 속에 만물이 함께 살고 있나니, 형체와 기질을 품부
받아 天機가 절로 울림은 각자 그 性에 따라 자신의 情을 펼칠 따름인 것이지 우
9)
리 인간들이 보고 듣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9)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7) “詩天機也. 鳴於聲, 華於色澤, 淸濁雅俗, 出乎自然. 聲與色, 可爲也; 天機之妙, 不可
爲也. 如以聲色而已矣, 顚冥之徒, 可以假彭澤之韻, 齷齪之夫, 可以效靑蓮之語, 肖之
則優, 擬之則僭, 夫何故? 無其眞故也. 眞者何? 非天機之謂乎?”(張維, 谿谷集권6,
, 민족문화추진회, 113면)
｢石洲集序｣, 한국문집총간 
8) 여기서의 ‘天機’는, 하늘의 오묘한 조화 내지는 ‘天性’ 즉 하늘로부터 품부 받아 타
고난 本性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된다. 崔信浩, 앞의 논문, 57면 이하에서는 天機의
개념을 “천지조화의 심오한 비밀”과 “生來的인 본래의 眞性”의 둘로 나누고, 朝
鮮前期의 成俔이나 徐敬德이 말했던 天機의 의미는 전자에, 朝鮮後期의 洪大容․
洪良浩 등이 말하는 天機의 의미는 후자에 대응시키고 있다. 그러나 任侑炅, ｢18
세기 천기론의 특징｣, 233면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필자 또한 두 개의 개념이
그렇게 뚜렷이 구분될 수 없으며, 오히려 ‘천기론’에서 말하는 天機의 의미는 두
개념의 ‘종합’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두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主宰者인 하늘과 품부 받은 존재의 하나인 인간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놓이느
냐에 따라 구별하여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9) “芒蕩大包, 萬類並生, 品形受氣, 天機自鳴, 各率其性而宣其情, 非以供乎吾人之瞻聆
等.”(張維, 谿谷集권1, ｢蛙鳴賦｣, 앞의 책, 2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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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蛙鳴賦｣는 莊子 ｢齊物論｣의 관점에 바탕을 둔 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형체와 기질을 (하늘로부터) 품부받”았다거나 “그 性에 따라 자신의 情을 펼
칠 따름”이라는 지점에 유의하고 보면, ‘天機’라는 것이 莊子로부터 연유하
여 性理學的 變容이 가해진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天機論’과는 대척적인 입장에 선 것으로 논의된 바 있는 尤庵 宋時烈(1607
～1689)의 글에 天機 개념의 연원을 밝힌 대목이 있어 이러한 생각을 좀 더
10)10)

진전시킬 수 있다.

(3) ㉮ 莊周가 말하기를, “욕망이 깊은 자는 天機가 얕다”고 하였다. 대저 그의
황당무계한 말들을 엄정한 선비들은 입에 올리기 부끄러워하는데, 이 말만은 晦翁
선생[朱熹]께서 취하셨으니, 참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나는 詩
作에 대해서는 본디 어두운 사람이나, 회옹 선생께서 시를 논하신 말씀만은 들은
바 있다. 그 뜻은 대개 ㉯ ‘먼저 古今의 體制와 雅俗의 向背를 알고 위장에 낀 비
린 찌꺼기와 기름을 씻어낸 뒤라야, 六藝의 향기와 윤택에 젖어 眞澹의 흥취를 구
11)
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송시열이 말하는 ‘天機’는 莊子에서 유래하여 朱熹의 해석이 가해진 개념
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12) 여기서 莊子로부터 가져온 ‘天機’와 ‘嗜欲’이라
12)

는 개념은 性理學의 ‘天理’와 ‘人慾’ 개념에 대응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三淵
金昌翕(1653～1722)의 말대로 “天機와 嗜慾은 相奪의 관계”에 놓여 있거니와,

10) 張源哲, 앞의 논문, 19～27면에서는 天機論과는 대척점에 선 ‘載道論’의 대표적
인물로 宋時烈을 다룬 바 있다.
11) “莊周曰: “嗜欲深者, 天機淺矣.” 夫其荒唐之說, 類爲莊士之所羞稱, 而此獨爲晦翁
先生之所取者, 有以也哉! (…) 余於聲病之功, 素昧源委, 而獨聞晦翁先生論詩之說
矣. 其意蓋曰: ‘先須識得古今體制ˎ雅俗向背, 能洗滌腸胃間葷血脂膏, 方可以潄六藝
之芳潤, 以求眞澹之趣.’”(宋時烈, 宋子大全권139, ｢泛翁集序｣, 한국문집총간 
,

579면. “嗜欲深者, 天機淺矣”가 莊子 ｢大宗師｣편에는 “其耆欲深者, 其天機淺”
으로 되어 있다.)
12) 자료(3)의 ㉮는 朱子語類의 다음 대목을 가리킨다. “如所謂‘嗜慾深者, 天機淺’,
此語甚的當, 不可盡以爲虛無之論而妄訾之也.”(朱子語類권97, 北京: 中華書局,
1994, 2498면) ㉯는 朱熹의 ｢答鞏仲至｣ 중 다음 대목을 옮긴 것이다. “來喩所云:
‘潄六藝之芳潤, 以求眞澹.’ 此誠極至之論, 然恐亦須先識得古今體制ˎ雅俗鄕背, 仍更
洗滌得盡腸胃間夙生葷血脂膏, 然後此語方有所措.”(朱子大全권64, 경문사 영인
본, 地 526면) 이처럼 송시열은 朱熹의 말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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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天理와 人慾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일 터이다.

朱熹의 생각

을 가져와 송시열이 상정하고 있는 詩作의 최고 경지는 “六藝의 향기와 윤택
에 젖어 眞澹의 흥취를 구”하는 데 있다. 이 대목에서 장유와 송시열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장유가 “대개 신이하고 빼어난 재주는 오
직 天機를 가져야 하나니, 마침내 學力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4)라
14)

고 했던 것과 송시열이 “古今의 體制와 雅俗의 向背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
는 지점이 그것이다. 두 입장은 서로 상반된 듯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창협의 詩論을 검토하며 이 문제에 대한 탐색을 좀더
진행시켜 본다.

 김창협이 직접 ‘天機’를 언급하고 있는 대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공[泛翁 洪柱國]은 李月沙의 외손이고 어려서 鄭畸翁에게 배웠으니, 그 분
들로부터 薰陶 받음이 자못 깊으나, 그 심오한 경지에 이르러 自得함은 天機로부
15)
터 나온 것이 많다.15)
(5) 시라는 것은 性情의 발로이며 天機의 움직임이다.16)

16)

(6) 송나라 사람들은 비록 故實과 議論을 위주로 하긴 했지만, 그들의 축적된
학문과 온축된 意趣가 감격 촉발되고 뿜어져 나오면서, 율격과 성조에 얽매이거나
예전의 투식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상이 호탕하고 생동하며 때때로 天
17)
機의 발함에 가까워, 읽으면 그 性情之眞을 엿볼 수 있다.17)
13) 김창흡은 “嗜慾과 天機는 본디 相奪하는 것이나, 人心의 묘함이 역시 天機가 아
니겠는가?”(嗜慾天機, 固爲相奪而然, 人心之妙, 亦其非天機乎? - 金昌翕, 三淵集
권33, ｢日錄｣, 한국문집총간 
, 123면)라고 했다. 이 구절은 朱熹의 다음 발언과

흡사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人心의 움직임은 그 변화하는 모습이 일정하
지 않다. 이른바 ‘人心의 절반은 天理요 나머지 절반은 人欲’이라는 것은 특히
그 善惡이 서로 다투는 것을 들어 말한 것이다.”(人心之動, 變態不一. 所謂‘五分
天理, 五分人欲’者, 特以其善惡交戰而言爾. - 朱子語類권140, 3340면)
14) “盖神藻絶藝, 獨秉天機, 終非學力所就也.”(張維, 谿谷集권5, ｢揚馬賦抄序｣, 앞의
책, 87면)
15) “公於月沙 李公爲外孫, 又少學於鄭畸翁, 其淵源浸灌, 遠矣. 然其深造自得, 多出於
天機.”(金昌協, 農巖集권25, ｢泛翁集跋｣, 한국문집총간 
, 201면)

16) “詩者, 性情之發而天機之動也.”(金昌協, 農巖集권34, ｢雜識｣,, 위의 책, 375면)
17) “宋人雖主故實議論, 然其問學之所蓄積, 志意之所蘊結, 感激觸發, 噴薄輸寫, 不爲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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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4)를 보자. 洪柱國의 詩的 성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自得’이며
이것은 ‘天機’로부터 나왔다고 했다. 심오한 경지에 이르러 自得하는 단계는
張維의 주장대로 인위적인 모방이나 ‘學力’에 의해 얻을 수 없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김창협이 심오한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배움’에 대해서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6)에서 분명해진다. 故實과 議論을 위주로 하는
시라면 ‘天眞’보다는 ‘人爲’에 가까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宋나라의 시는 “축
적된 학문과 온축된 의취”가 뿜어져 나오면서 예전의 투식에 사로잡히지 않
아 때때로 “天機의 발함”에 가까운 것이 있다고 했다. 김창협이 “唐詩는 性情
과 興趣를 위주로 하여 故實과 議論을 일삼지 않았으므로”18) 天眞을 보존했
18)

다고 높이 평가했던 일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김창협의 시론 안에서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5)에서 김창협은 “시라는 것은 性情의 발로이며 天機의 움직임이다”라고
했다. 김창협은 여기서 ‘천기의 움직임’과 ‘성정의 발로’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김창협이 ‘천기의 움직임’과 ‘성정의 발로’라는 말로 강조하
고자 한 것은 곧 ‘天眞’이며 ‘性情之眞’이다. ‘天眞’과 ‘性情之眞’은 시가 추구하
여야 할 최고의 경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天眞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김창
협 역시 그것이 인위적인 모방이나 學力에 의해서 얻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7) 나는 시라는 것은 性情之物이어서 오직 天理에 깊이 통달한 이라야 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좀스럽고 이익에 미혹된 자들이 聲律과 格調에 구구하게 얽
매여 眞心은 뽑아버린 채 수식의 공교로움을 내보이며 시인을 자임하나, 어찌 여
19)
기에 참다운 시[眞詩]가 있겠는가?19)

위의 인용을 통해 ‘天眞’과 ‘天機’가 각각 ‘性情(之眞)’과 ‘天理’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5)와 (7)을 종합해 볼 때, “시라는 것은 性情之物이어서 오직 天

調所拘, 不爲塗轍所窘. 故其氣象, 豪蕩淋漓, 時有近於天機之發, 而讀之猶可見其性
情之眞也.”(위의 글, 375면)
18) “唐人之詩, 主於性情興寄, 而不事故實議論, 此其可法也.”(위의 글, 375면)
19) “余謂詩者性情之物也, 惟深於天理者能之. 苟以齷齪顚冥之夫, 而徒區區於聲病格調,
搯擢胃腎, 雕鎪見工, 而自命以詩人, 此豈復有眞詩也哉?”(金昌協, 農巖集권25, ｢松
潭集跋｣, 199～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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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에 깊이 통달한 이라야 능할 수 있다”라는 명제는 ‘시는 天眞의 발현이어서
오직 天機가 깊은 이라야 능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 언명될 수 있게 된다.

 다시 앞의 문제로 돌아가자. ‘참다운 시’[眞詩]를 짓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 學力은 불필요한 것인가? 인위적인 모방이나 노력으로 참다운 시에 이
를 수 없음은 장유와 김창협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반면 송시열은 인위
적인 노력만으로 참다운 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古今의 體
制와 雅俗의 向背를 안 뒤라야 六藝의 향기에 젖어 眞澹의 흥취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인위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김창협에게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본다.
(8) 壺谷 南龍翼이 편찬한 箕雅를 최근에 보니, 李奎報의 문장을 우리나라의
으뜸으로 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李奎報는 (…) 스스로 독창
적인 말을 만들 줄 알아서 전대 사람을 답습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지 않았으니,
역시 시인의 재질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學識이 鄙陋하고 氣象
은 용렬하여, 格調가 낮고 조잡하며 사용된 詩語가 번쇄하고 意趣가 낮으니, 그의
古詩․律詩․絶句 수천 수백 편 가운데 한 글자 한 구절도 청명하고 시원하며 高
20)
古하고 드넓은 뜻을 얻었다고 말할 만한 것이 없다.20)

김창협이 李奎報의 시를 평가하는 기준은 ‘천기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는 다른 관점에 입각해 있다. 이규보는 모방을 배격하고 독창적인 시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시인이다. 그런데 김창협이 이규보의 시를 폄하하
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學識이 비루하”다는 점을 들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
가 있다. ‘天眞’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人爲’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이 분명한 ‘學識’이 시의 평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창
협이 말하는 ‘학식’은 장유가 말하던 ‘學力’에, 송시열이 ‘古今의 體制와 雅俗의
向背를 알아야 한다’던 것에 대응되는 말일 터이다. 김창협은 한편으로는 ‘천
기론’을 주장하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格調論’이라 해야 어울릴, ‘천기론’과는
20) “近見壺谷所編箕雅目錄, 稱李奎報文章爲東國之冠, 余意此論殊不然. 奎報 (…)
能自造言語, 不蹈襲前人以爲工, 亦可謂有詩人之才矣. 然其學識鄙陋, 氣象庸下, 格
卑而調雜, 語𤨏 而意淺, 其古律絶數千百篇, 無一語一句道得淸明灑落高古宏濶意思.”
(金昌協, 農巖集권34, ｢雜識｣,,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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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는 비평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장유․송시열․김창협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모순적인 상황에 접근해
보자. ‘참다운 시’란 性情의 발로이며 天機로부터 나온다. 참다운 시는 모방을
비롯한 일체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획득할 수 없다. 천기가 절정의 순간에서
스스로 울릴 때 참다운 시가 형성되며, 참다운 시를 발하는 ‘심오한 경지’는
배워서 도달할 수 없고 ‘自得’에 의해서만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자득을 요구
하는 심오한 경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식 내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詩作에서의 모방은 배격하되 교양은 필수적이다. ‘天機의 움직임’ 혹은 ‘天
眞’으로 표현되는 참다운 시의 요체는 훗날 阮堂 金正喜가 말한바 “人力으로
는 가능한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인력의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나머
지 一分”21)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도의 시적 성취에 이르기 위해 중
21)

요한 것은 ‘나머지 일분’이지만 그것은 ‘인력으로 가능한 구천 구백 구십 구분’
의 성취 다음의 문제다.

3. ‘天機論’과 ‘性情論’
 다시 장유의 ‘천기론’에서 출발하자. 장유가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대상은 모방을 일삼고 聲律과 格調를 중시하며 공교로운 언어의 조탁에만 힘
썼던 인물들이다. 이들의 시에는 ‘天機’ 즉 ‘眞’이 없다. ‘품부 받은 性에 따라
자신의 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性情의 자연스런 발로’가 아닌 시는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1)과 (7)에서 보듯 장유와 김창협은 세상의 많은 이들이
榮利와 虛名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문학이 이익과 헛된 명성을 얻
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기존의 투식에 따라 모방을 일삼고 언어의 조탁
에나 힘쓰는 ‘거짓 시’가 유행하기에 이른 당대 문학계의 상황에 장유와 김창
협은 공통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항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부심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장유와 김창협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성된
21) “非人力可能, 亦不出於人力之外.”(金正喜, 阮堂全集권6, ｢題石坡蘭卷｣, 한국문집
총간 
,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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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까? 일찍부터 朱熹와 같은 ‘性情論者’ 역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
를 바로잡고자 하였다.22)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천기론을 ‘性情論’․‘載道
22)

論’․‘天理論’에 대항하여 詩作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한 詩論으로 평가해 왔으
므로 이하에서는 천기론의 주요 명제들을 朱熹의 시론에 비추어 재검토하기
로 한다.
(9-1) 선배들의 문장에는 氣骨이 있었기에 그 글이 굳세고 豪放하다. 歐陽脩나
蘇東坡 또한 모두 經術의 본령에 공을 들였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단지 지엽말단
23)
에 매달려 粉飾이나 할 따름이다.23)
(9-2) 오늘날 글을 배우는 자들이 어찌 한 편의 글인들 지을 수 있으랴? 허다
한 氣力을 허비하고만 있다. 大意는 學問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 이로써 이치를 밝
24)24)
히면 자연히 좋은 문장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시 역시 그러하다.

朱熹에게 있어 詩文이란 ‘經術’과 ‘學問’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다. 經術에 견
주어 볼 때 詩作 일반은 ‘지엽말단’에 불과하다. 철저한 ‘載道論者’의 입장으로
보아 무방할 내용이다. 그런데 (9-2)는 (7)의 “시라는 것은 性情之物이어서
오직 天理에 깊이 통달한 이라야 능할 수 있다”라는 김창협의 명제를 연상케
한다. 학문을 통해 이치를 밝히는 경지에 이른 자는 저절로 詩文에 능하게 된
다는 것이 朱熹의 주장이다. 朱熹는 天理에 이르는 방법으로 學問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김창협의 경우는 어떠한가?
(10) 松潭公은 젊어서부터 사방으로 벼슬살이를 다니면서 그때마다 아름다운
산수에서 노니는 것을 좋아하였고, 중년에 벼슬살이가 싫어져 귀향해서는 날마다
雙淸堂을 깨끗이 치우고 조용히 맑게 앉아 있는 모습이 신선과 같았으며, 팔구십
세에 이르도록 눈썹을 찌푸리는 일 한 번 없었다고 하니, 이야말로 공이 참다운
22) 朱熹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오늘날의 문장은 지나치
게 細膩하고 委靡함으로 흐른다.”(今日[文章-인용자 보충]太細膩, 流於委靡. - 朱
子語類권139, 3316면) “오늘날의 문장은 모두 脂粉을 발라 이룬 것이어서, 壯浪
하지 못하고 骨氣도 없다.”(今人做文字, 却是臙脂膩粉粧成, 自是不壯浪, 無骨氣.
- 朱子語類권139, 3318면)
23) “前輩文字, 有氣骨, 故其文壯浪. 歐公ˎ東坡, 亦皆於經術本領上用功. 今人只是於枝
葉上粉澤爾.”(朱子語類권139, 3318면)
24) “今人學文者, 何曾作得一篇! 枉費了許多氣力. 大意主乎學問以明理, 則自然發爲好
文章. 詩亦然.”(朱子語類권139, 3306～3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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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眞詩人]임을 말해 준다. 사물과 만나면 반드시 시를 읊으며, 좋은 날 경치 좋
은 곳에 술자리를 마련하여 벗들과 모여 이야기하며 즐겼다 하니, 시 아닌 것이
25)
없다. 이야말로 공이 참다운 시[眞詩]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이다.25)

김창협의 ‘천기론’ 역시 문학 내부의 문제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점이 분
명해진다. 김창협은 송시열이 松潭 宋柟壽의 詩集에 발문을 쓰며 정작 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논하지 않은 이유를 “시는 책에 실려 있으니 보는 이들
이 마땅히 알 터요, 또 시를 논하는 것이 그 사람됨이 큼을 논하는 것만은 못
하”26)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天理에 깊이 통달한 이라야 시에
26)

능할 수 있다’는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며, 朱熹의 다음 발언과도 통한다.
(11) 대저 옛날의 聖賢들은 그 문장이 가히 성대하다 할 만하다. 그러나 어찌
처음부터 배우려고 의도하여 이러한 문장을 지은 것이겠는가? 마음속에 보존된 것
이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 법이다. (…) 언어에 의탁하고 책으
로 드러내고자 하지 않더라도 후세에 그것을 문장이라 하는 것이다. 단지 자기 一
身을 萬事에 접할 뿐이지만 그 언어와 행동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이라면 무
27)
엇이든 문장 아닌 것이 없다.27)
(12) 國史補에서 韋應物을 두고 “사람됨이 高潔하고 鮮食하였으며 욕심이 없
었다. 이르는 곳마다 땅을 쓸고 향을 사르며 문을 닫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였다.
28)
그의 시는 한 글자도 만들어낸 것이 없어 자연스럽기만 하다.28)

우선 (11)은 송시열․김창협의 논의와 중첩되거니와 장유의 다음과 같은
발언과도 흡사해 보인다.

25) “公自少游宦四方, 輒喜游佳山水, 中歲倦而歸鄕, 日灑掃雙淸堂, 蕭然淸坐若神仙. 盖
生歲八九十, 未嘗有皺眉之事, 此公之爲眞詩人也. 遇境觸物, 必發於吟詠, 佳辰美景,
治酌命儔, 談讌嬉怡, 無非詩者, 此公之所以爲眞詩也.”(金昌協, 農巖集권25, ｢松
潭集跋｣, 200면)
26) “詩在集中, 觀者當自知之, 抑又不若論其人之爲大也.”(위의 글, 200면)
27) “夫古之聖賢, 其文可謂盛矣. 然初豈有意學爲如是之文哉? 有是實於中, 則必有是文
於外, (…) 不必託於言語, 著於簡冊, 而後謂之文. 但自一身接於萬事, 凡其語黙動
靜, 人所可得而見者, 無所適而非文也.”(朱熹, 朱子大全권70, ｢讀唐志｣, 地 648면)
28) “國史補稱韋: “爲人高潔, 鮮食寡欲, 所至之處, 掃地焚香, 閉閤而坐.” 其詩無一字
做作, 直是自在.“(朱子語類권140, 3327면)

54

韓 國 文 化 37

․

(13) 세상에는 본디 수식이나 일삼으면서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들이 있게 마련
이다. 오직 天機가 깊은 사람만이 그렇지 않아서, 뜻이 발한 이후에 말로 드러내고
바탕이 선 다음에 文飾을 가한다.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게
29)
되므로, 시를 통해 득실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29)

(12)를 보면, 여기에 나타난 韋應物의 모습은 송시열과 김창협이 거듭 일컬
었던 송남수의 평상시 모습과 한가지이다. ‘天機가 깊어진다’던 상황에 대해
朱熹 역시 주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루어진 시에 대한 평가도 ‘천기론’과
흡사하다.

 詩에 대한 朱熹의 생각은 朱子語類와 문집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14-1) 陶淵明 시의 平淡함은 自然으로부터 나온 것이다.30)
(14-2) 시로 말할 것 같으면 陶淵明이 高遠한 이유는 그가 超然히 自得하여 按
31)
排에 힘을 들이지 않았던 데 있다.31)
30)

(15) 杜甫 시의 뛰어난 곳은 用事와 造語의 밖에 있으니 오직 虛心의 상태에서
32)
읊조려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32)

朱熹는 (14-2)에서 陶淵明의 시가 높은 성취에 이른 이유로 “초연히 자득
하여 안배에 힘을 들이지 않았던” 것을 들고 있다. 天衣無縫의 자연스러움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33) 이 점을 염두에 두고 (14-1)로 돌아가면, 여기
33)

서의 ‘자연’은 ‘天機’나 ‘天眞’으로 대체하더라도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杜甫의
시를 평한 (15)에서는 언어의 조탁에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음의

29) “世固有飾羽而畵以梔蠟自售者矣. 惟深於天機者, 不然, 意發而後詞見焉, 質立而後
文施焉. 美在其中而暢於外, 故詩可以觀.”(張維, 谿谷集권7, ｢芝峯集序｣, 121면)
30) “淵明詩平淡, 出於自然.”(朱子語類권140, 3324면)
31) “若但以詩言之, 則淵明所以爲高, 正在其超然自得, 不費安排處.”(朱子大全권58,
｢答謝成之｣, 地 315면)
32) “況杜詩佳處, 有在用事造語之外者, 唯其虛心諷詠, 乃能見之.”(朱子大全권84, ｢跋
章國華所集注杜詩｣, 人 73면)
33) 朱熹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적 성취는 ‘平淡’ 두 글자로 요약되는데, 陶淵明의 詩
를 그 전범으로 삼고 있다. 朱熹가 陶淵明을 老莊의 추종자로 단언하면서도 그
의 시를 으뜸으로 평가하는 대목은 朱子語類 卷140의 곳곳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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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보면, 朱熹가 말하고 있는 최상의 시적 성취와 김창협이 말하던 ‘참다
운 시’ 사이에 별다른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16) 陸放翁의 시는 (…) 애당초 고심하여 애쓴 곳을 찾을 수 없으면서도 詩語
의 意境이 超然하여 범상치 않으니, 이 때문에 읽는 이들이 재삼 감탄하지 않을
34)
수 없다.34)
(17) 선친의 시는 애당초 조탁과 수식을 일삼지 않고 자연스레 발한 것이어서
35)
格力이 한가로우며 초연히 세속으로부터 벗어난 興趣가 있다.35)
(18) 柳叔通의 시는 아로새기고 엮는 공을 들이지 않았으니, 그 平易하고 從容
36)
하여 힘을 들이지 않은 곳이야말로 여운이 있다.36)

(14)에서 (18)까지의 자료를 통해 朱熹가 시종일관 ‘판에 박힌 載道論’을
주장하던 道學者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적어도 詩에 관한 한 ‘성정
론’ 내지 ‘재도론’의 함의내용은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일반적인 관념보다는
상당히 복합적인 생각에 기반하여 ‘성리학’의 체계 안팎을 넘나들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37)

37)

한편, (1)과 (7)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되던 내용이 김창흡에 이르러 ‘공교롭
기를 의도하지 않았으나 절로 공교로와진다’[不期工而自工]38)는 명제로 정립
38)

된 바 있거니와, 이러한 생각 역시 朱熹에게서 확인된다. (14-2)․(16)․(1
7)․(18)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천기론은 기존 詩論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34) “放翁詩, (…) 初不見其著意用力處, 語意超然, 自是不凡, 令人三歎不能自已.”(朱
子大全권56, ｢答徐載叔｣, 地 315면)
35) “其詩初亦不事雕飾, 而天然秀發, 格力閒暇, 超然有出塵之趣.”(朱子大全권97, ｢皇
考…朱公行狀｣,, 人 327면)
36) “叔通之詩, 不爲雕刻纂組之工, 而其平易從容不費力處, 乃有餘味.”(朱子大全권83,
｢跋柳叔通詩卷｣, 人 42면)
37) 그런 의미에서 ｢詩集傳序｣의 일부 내용으로부터 도출해낸 朱熹의 효용론 내지
교화론적 입장을 일반화하여 朱熹를 위시한 ‘성정론자’의 시론으로 규정해 온 통
념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38) 金昌翕, 三淵集권23, ｢西浦集序｣, 한국문집총간 
, 4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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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논리구조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朱熹뿐 아니라 일찍부터 ‘性
情論者’의 대표격으로 논의되어온 栗谷 李珥(1536～1584)의 다음 글에서도 역
시 뚜렷한 차이를 감지해내기는 어렵다.
(19) 시는 性情에 근본하는 것이니 억지로 꾸며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聲音의
높고 낮음도 자연에서 나온다. 詩經 삼백 편은 人情에 曲盡하고 사물의 이치에
두루 통했으며 넉넉하고 부드러우며 진실하고 두터워 그 大要가 正으로 귀결된다.
이것이 시의 本源이다. 그러나 세대가 내려오면서 차츰 風氣가 어지러워져 그 어
지러운 풍기가 시로 발한 것은 性情之正에 온전히 근본을 두지 못하였고, 혹 화려
39)
한 수식을 빌어 남의 눈을 즐겁게 하는 데나 힘쓰는 것도 많았다.39)

金興圭 선생은 이 자료로부터 ‘性情之正’을 이끌어내고 그 대립항으로 ‘性情
40)

之眞’을 내세웠던바, 이로써 ‘天機論’의 성립을 예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40)

그러나 첫 문장부터가 장유․김창협이 내세운 핵심 명제와 흡사한 데다, ‘억지
로 꾸며서 이루어진 시’․‘어지러운 풍기가 발하여 性情之正에 온전히 근본을
두지 못한 시’․‘화려한 수식을 빌어 남의 눈을 즐겁게 하는 시’에 반대하고
‘性情에 근본한 시’․‘자연에서 나온 시’․‘人情에 曲盡하고 사물의 이치에 두
루 통하며 넉넉하고 부드럽고 진실하고 두터운 시’를 긍정하고 있는 점에서
역시 ‘性情之眞’과 뚜렷이 구별되는 ‘性情之正’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워 보인
다.41) 그런데 김흥규 선생은 (19)에 이어지는 다음의 발언 때문에 위의 언명
41)

39) “詩本性情, 非矯僞而成, 聲音高下, 出於自然. 三百篇, 曲盡人情, 旁通物理, 優柔忠
厚, 要歸於正, 此詩之本源也. 世代漸降, 風氣漸淆, 其發爲詩者, 未能悉本於性情之
正, 或假文飾, 務說人目者, 多矣.”(李珥, 栗谷全書권13, ｢精言玅選序｣, 한국문집
총간 
, 271면; 金興圭, 앞의 책, 41면의 번역을 일부 고쳐 옮김)
40) “朱熹․이황 등에게서 중요한 것은 성정의 正이었는 데 비해 허균의 경우는 성
정의 眞이 더 절실했다고 할 만하다”(金興圭, 앞의 책, 48면)라는 말이 ‘性情之
正’과 ‘性情之眞’을 뚜렷이 구분해낸 최초의 언급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正’은
객관적 표준 내지 규범적 당위에, ‘眞’은 체험적 솔직성 내지 삶의 진실성에 대
응된다(위의 책, 188면). 이에 앞서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지식산업사,
제2판 1998; 초판 1978), 304～309면에서 ‘天機’와 ‘性情之正’의 대립이 다소 모
호한 형태로 드러나 있다.
41) 李珥의 글과 함께 退溪 李滉의 ｢和子中閒居二十詠 - 吟詩｣(退溪集권3) 중 일
부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는데(金興圭, 앞의 책, 40면 참조), 여기서도 “葷血”․
“俗音”의 대립항은 ‘금하기 어려운 興情의 발로인 시’인바, 이를 통해 性情之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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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性情之眞’을 중시하는 새로운 비평론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20) 시는 비록 학자가 일삼을 바는 아니지만, 또한 이로써 性情을 읊조리고 맑
고 온화함을 펼쳐 마음속의 더러운 찌꺼기를 씻어낸다면 역시 存省에 한 가지 보
탬이 된다. 어찌 아름다운 말의 치장이나 일삼고 情을 옮겨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42)
데 쓸 것이겠는가?42)

김흥규 선생은 율곡이 ‘性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긴 하나 性情의 전체를
긍정한 것이 아니며, 다만 人慾에 이끌리기 쉬운 情을 다스리는 ‘正心’을 강조
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해석을 가한다. ‘情을 옮겨 마음을 방탕하게 함’[移情蕩
43)43)

心]을 비판한 대목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반론이 가능할 듯하다. 우선 율곡
의 생각이 ‘교화론’ 혹은 ‘효용론’에 속한다는 점에서 천기론의 ‘표현론’과 구분
된다면, 천기론의 초기 논자들은 물론 그 계승자들인 吳光運(1689～1745)과
洪良浩(1724～1802)의 입장, 나아가 천기론의 확장범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선후기의 주요 문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질문이 던져져야 한다. ‘교화
론’․‘효용론’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시론을 전개해야 온전한 ‘천기론자’라 할
터인데, 이런 방식으로 ‘천기론’의 외연을 구획하는 일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 “移情蕩心”을 비판한 것이 문제라면, 천기론은 과연 이를 전면적으로 긍정
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眞情의 표출’과 ‘移情蕩心’은 내포하는 의미
가 우선 일치하지 않는다. 李鈺이나 몇몇 여항시인의 단편적 언급이 간혹 “移
情蕩心”에 근접하는 면모를 보인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를 전적으로
긍정하는 논의를 찾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朱熹․이황․이이의 몇몇 자료에 대한 이상의 검토 결과로는 ‘性情論’(天理
論)과 ‘天機論’, ‘性情之正’과 ‘性情之眞’의 뚜렷한 대립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과 性情之眞의 뚜렷한 대립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42) “詩雖非學者能事, 亦所以吟詠性情, 宣暢淸和, 以滌胸中之滓濊, 則亦存省之一助, 豈
爲雕繪繡藻移情蕩心而設哉?”(李珥, ｢精言玅選序｣, 앞의 책, 271면. 金興圭, 앞의
책, 41면의 번역을 일부 고쳐 옮김)
43) 이 대목은 “시를 통하여 내면의 균형과 완성을 지향하는 의식의 표현”으로서,
16세기 사림의 미의식과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金興圭, 앞의 책, 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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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朱熹․이황․이이와 장유․김창협의 문학론 사이에
아무런 변별 요소가 없다고 단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정론’과 ‘천기론’
이 이항대립의 구도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 선행연구에서 거듭 양자의 단절을
역설해 온 주장이 사태를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
은 것이다.

4. ‘天機論’ 정립의 문제
본고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둘째 문제는 천기론이 과연 우리 민족 특유의
미학사상으로 정립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근래에 李東歡 선생은
천기론을 조선후기 문예론을 특징짓는 대표 범주, 나아가 우리 민족 특유의
미학사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 천기론이
지향하는 미학이념의 주요 지평으로 ‘俗的 眞實’이라는 개념이 설정되고, 아울
러 ‘天理論’의 ‘聖的 眞摯’라는 대립항이 만들어졌다. 앞서 살폈던 金昌協과 더
불어 洪良浩가 거론되면서 이들로부터 “천기론이 가능 한도 안에서 그 개념
을 擴張․措定하여 보다 풍부한 內包를 가짐으로써 일정 범위 안에서의 보편
44)44)

성을 갖는 美學 개념을 지향하는 動態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하에서

는 이러한 견해에 대한 의문을 몇 가지 제기해 보려 한다.

 이동환 선생의 입장은 다음 글에 잘 요약되어 있다.
조선후기 천기론은 요컨대, (…) ㉮ 점차 절박해져가는 漢文이라는 언어적 한계
가 가로지른 가운데, ㉯ 우리 민족 본유의 그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중국 문예의
그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格式志向性에의 因循과 이로 인한 만네리즘, 그리고
㉰ 儒敎 文化의 그 강한 典禮․規範主義的 性向의 누적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했음
을 指標하면서 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모순을 돌파하고자 발동된 민족 본유적 미
학 사유 내지 문화 심리의 하나의 更新形態로서의 위상에서 파악해야 마땅하다.45)
45)

44) 李東歡, 2001 ｢朝鮮後期 ‘天機論’의 槪念 및 美學理念과 그 文藝․思想史的 聯關｣,
137～139면 참조.
45) 위의 논문, 129～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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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바꾸어 ㉰의 내용부터 살펴본다. 이 내용은 16세기 후반 이후 우리
문화사의 전환기적 성격을 대변하는 언술로 적합해 보이지만, 이때 천기론의
외연은 지나치게 넓다. 우선 ‘지배문화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반발’ 내지 ‘지배
이념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욕망의 분출’과 천기론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매우 취약해 보인다. 장유와 김창협, 이후의 몇몇 논자들이 평균적인 지식층보
다는 한층 유연한 사유방식을 보여준다거나 어떤 측면에서 지배이념의 抑壓
機制的 성향을 간파하고 있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지배이념에 대응하는 이
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틀로 묶일 만큼 일사불란하지 못하다. ‘천기론’을 표방
한 논자들 내부에서조차 오광운․홍양호의 ‘敎化論’ 지향과 홍세태․이천보의
‘여항문학 옹호’ 지향 사이의 거리는 대단히 멀어 보인다. 상층 사대부의 복고
적 보수노선과 비록 논리적 틀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중인층의 ‘계급성향’이 반
영된 새로운 지향을 ‘천기론’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논하는 것의 유용성부터 재
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유로부터 김창흡․홍대용․박지원․이익에 이르
는 광대한 스펙트럼을 ‘俗的 眞實’로 아울러 ‘聖的 眞摯’에 대립시킬 수 있는
근거 역시 불충분해 보인다.46) 더욱이 이들의 범위를 넘어서 조선후기의 새로
46)

운 움직임, 이를테면 ‘리얼리즘’의 차원에서 논의될 만한 비평담론들을 ‘천기
론’으로 포괄하는 입장에는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47)

47)

46) 한 사람씩 따로 놓고 보더라도 이들의 복합적인 생각을 어느 한 쪽으로 고정시
켜 말하기는 어렵다. ‘俗的 眞實’에 가장 가까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朴趾源의
경우, ｢嬰處稿序｣에서의 ‘朝鮮風 선언’을 오히려 朱熹 사상의 답습이라는 각도에
서 바라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명호, 2001 ｢연
암 문학사상의 성격｣, 박지원 문학 연구,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58～160면 참조.
47) 이동환 선생은 조선후기의 古詩 양식 선호, 擬古․模擬의 만네리즘에 대한 저항,
민족어문학론, 사설시조와 민요취향 한시의 흥기, 眞景山水畵와 풍속화, 홍대용
의 ‘人物均論’ 등의 다기한 움직임이 모두 천기론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보았다
(李東歡, 앞의 논문, 139～140면 참조). 고미숙, 앞의 논문에서도 유사한 문제점
이 확인된다.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북학파’와 李鈺의 발언이 기존의 천기론 연
구에서 자주 인용되던 李廷燮․李天輔의 글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고, 홍대용
의 ‘人物均論’은 천기론의 철학사상적 대응으로 거듭 긍정된다. “조선후기 비평
의 새로운 흐름은 뚜렷한 이론적 체계화나 정립된 테제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고미숙, 앞의 논문, 150면)라거나 “조선후기 비평이 초월론의 지반을 얼마나 철
저하게 전복했는지를 되묻는다면 (…) 천기론은 상당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인용자 보충] 부인하기 어렵다”(166면)라는 전제에 비추어 볼 때,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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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론은 이제 고유의 영역을 가진 문예론이 아닌, 무엇이든 품에 안을 수
있는, 경계가 모호한 집합태의 명칭이 되어 버린 듯하다. 조선후기의 의미 있
는 비평론 일체를 천기론으로 묶는 것은 기실 인위를 배격하고 자연스러움을
숭상한다는 천기론의 느슨한 규율로 인해 가능한 일일 따름이다. 이들의 공통
적인 주장은 ‘자연스러움’을 따르자는 것, 곧 ‘順自然’으로 요약될 수밖에 없다
고 본다. 그러나 ‘順自然’이 하나의 문학론 내지 문학사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내용인지, 더욱이 그것이 민족 본유의 미학사상으로 정립되기에 적합한 내용
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는 金萬重(1637～1692)의 ‘선언’ 이래로 거듭 문제시되어온 ‘민족어문
학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민족어문학론의 내용이 ‘천기론’과 관련을 맺는 지점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자연스러움’으로부터 발현하는 眞情의 표
출이라는 차원에서 當代의 한시는 옛날 詩經의 정신으로부터 이미 멀어진
지 오래다. 시경의 國風에 담긴 정서를 가장 잘 체현하고 있는 당대의 노래
는 여항의 남녀가 부른 노래이다. 이들의 우리말 노래에 비하면, 중국 글자를
사용하여 암기된 규칙에 의거해 지을 수밖에 없는 조선 사대부의 한시는 앵
무새 흉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시경의 국풍에 주목하며 시경 정신의 부활을 슬로건으로 내세
워 형식주의로 흐르던 당대의 경향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움직임은 주지하
다시피 중국 문학계에서 일찍이 확인되는 현상이다.48) 明代 前七子의 한 사람
48)

인 何景明(1483～1521)의 다음 발언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21) 대저 시는 본디 性情이 발한 것이다. 성정이 절실하여 쉽게 나타나기로는
전기의 ‘天理論’은 초월론이요 초월론에 저항하는 조선후기의 비평담론은 천기론
으로 수렴된다(171면 참조)는 식의 귀결점은 모순으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을
견지해 나간다면, 천기론은 천리론의 자리를 대체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초월기
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48) 후술하는 바 明代의 복고주의 문학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시 朱熹와 마주치게 된다. 朱熹는 ｢詩集傳序｣에서 시
경의 국풍을 여항 남녀의 노래로 규정하여 새로운 이해의 바탕을 마련한 바 있
다(김명호, 앞의 논문, 1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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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만한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시경은 ｢關雎｣편을 첫머리로 삼고 六義에
49)
서는 風이 맨 앞에 있다.49)

이 견해는 얼마 뒤 許筠(1569～1618)에 의해서도 되풀이된다.
(22) 일찍이 ‘詩道는 시경에 크게 갖추어 있다’고 했는데, 그 넉넉하고 두터움
[優游敦厚]이 감발하여 선악을 懲創하기에 족한 것으로는 國風이 가장 성하다.
50)50)
雅․頌은 理路에 다가가서 性情으로부터 떠남이 다소 멀다.

훗날 李鈺(1760～1815)이 시경 국풍의 대다수가 여성의 일을 노래한 것
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23) 무릇 천지만물을 보려면 사람에게서 살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사
람을 보려면 情에서 살피는 것보다 묘한 것이 없으며, 정을 보려면 남녀의 정에서
51)
살피는 것보다 참된 것이 없다.51)

허균과 이옥은 천기론의 확장범주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우선
52)52)

이들의 견해가 명대 문인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만을 확인해 둔다.

김만중의

통찰력은 허균의 인식지점에서 ‘조선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민족어문학론을 전
개한 데 있다.53) 그런데 ‘眞情의 표출’로부터 ‘민족어문학론’을 도출해낸 김만
53)

49) “夫詩, 本性情之發者也. 其切而易見者, 莫如夫婦之間. 是以三百篇首乎雎鳩, 六義首
乎風.”(何景明, 大復集권14, ｢明月篇幷序｣, 규장각 소장본 <규중 4865>, 장12앞)
50) “嘗謂: ‘詩道大備於三百篇’, 而其優游敦厚, 足以感發懲創者, 國風爲最盛. 雅頌則涉
於理路, 去性情爲稍遠矣.”(許筠, 惺所覆瓿藁권5, ｢題唐絶選刪序｣, 한국문집총간
, 185면) 강명관, 1998 ｢허균과 명대문학｣(민족문학사연구13, 민족문학사학

회)에서 허균에 대한 그간의 통념을 회의하며 前後七子에 경도했던 허균의 면모
를 살피는 논의를 펴 크게 참고할 수 있었다.
51) “夫天地萬物之觀, 莫大於觀於人; 人之觀, 莫妙乎觀於情; 情之觀, 莫眞乎觀乎男女
之情.”(李鈺, ｢三難｣, 俚諺;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2002 이옥전집③,
소명출판, 228면의 원문 재인용)
52) 이옥의 견해는 馮夢龍․袁枚와의 유사성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
서는 김영진, 2002 ｢李鈺 硏究(1)｣, 한문교육연구18, 한국한문교육학회, 358면
의 주 59 참조.
53) 본고에서 자세히 논할 겨를은 없으나, 김만중의 ‘민족어문학론’은 그 자신이 우
리 한문학의 왜소함에 통탄하는 몇몇 대목(洪寅杓 譯註, 1987 西浦漫筆,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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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선택은 역시 明代 문학사의 흐름과 유사한 점이 있다. 명대 前後七子는
민중의 언어에 주목하여 민간의 노래와 白話로 이루어진 희곡에 적극적인 관
심을 표명한 바 있기도 하다.54) ㉯의 내용과 관련하여 前後七子에 대해서 좀
54)

더 언급하기로 한다.

 ㉯는 模擬를 일삼는 ‘擬古文派’와 지나친 수식을 일삼는 기교주의 문학
에 대한 반작용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읽힌다. 덧붙여 여기에는 우리 민족 本
有의 것과 이질적인 중국 문예의 격식이 중요하게 개재되어 있다. 다음의 언
설을 보자.
(24) 대저 시라는 것은 천지자연의 소리이다. 지금 거리에서 노래하는 소리, 괴
로이 신음하거나 즐거이 읊조리는 소리는 한 사람이 선창하면 여럿이 화답하니 그
것이 참된 것[眞]이기 때문이요, 이것을 일러 風이라 한다. (…) 지금의 참된 시
[眞詩]는 바로 민간에 있으나, 문인이나 학자들은 도리어 왕왕 韻言을 지어 놓고
55)
시라고 한다.55)
(25) 시에는 天機가 있어 때를 기다려야 발하며 物에 닿아야 이루어지니, 비록
56)
그윽하게 괴로이 찾는다 해도 쉽사리 얻을 수 없다.56)
사, 336면 및 345면 참조)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의 평가보다는 제
한적인 의미를 가진, 일종의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다.
54) 李夢陽은 當代의 眞詩가 민간에 있다는 말을 했다. “세상에서는 ‘공자가 시경
을 산정한 뒤로 시가 없다’고들 하지만, 없는 것은 雅일 뿐이다. 風은 노래로부
터 나오거늘 누가 이를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민요 한 편을 기록하여 참
된 시[眞詩]가 과연 민간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린다.”(世嘗謂: “刪後無詩”, 無
者謂雅耳. 風自謠口出, 孰得而無之哉? 今錄其民謠一篇, 使人知眞詩果在民間. - 李
夢陽, 空同集권6, ｢郭公謠｣, 규장각 소장본 <규중 3748>, 장3앞) 이몽양의 이러
한 생각은 훗날 馮夢龍이 민간의 노래를 수집하여 挂枝兒와 山歌를 편찬하
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前七子의 일원인 王九思와 康
海가 희곡의 작가이기도 했고, 後七子의 영수 王世貞이 희곡에 깊은 조예를 가
지고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55) “夫詩者, 天地自然之音也. 今途咢而巷嘔, 勞呻而康吟, 一唱而羣和者, 其眞也, 斯之
謂風也. (…) 今眞詩乃在民間, 而文人學子, 顧往往爲韻言謂之詩.”(李夢陽, 空同
集, ｢詩集自序｣; 葉慶炳․邵紅 編, 1979 明代文學批評資料彙編(上), 臺北: 成
文出版社, 287면에서 재인용)
56) “詩有天機, 待時而發, 觸物而成, 雖幽尋苦索, 不易得也.”(謝榛, 四溟詩話권2, 北
京: 中華書局, 198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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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금 杜甫를 배우는 자들은 부유한 처지이면서도 窮愁를 말하고 승평한
시절을 만나고도 전쟁을 말하며, 늙지 않았으면서도 늙었다 하고 병이 없으면서도
병들었다고 한다. 이는 摹擬가 너무 지나친 것이니, 전연 성정의 참됨[性情之眞]이
57)
아니다.57)

여기서의 ‘眞’․‘天機’․‘性情之眞’의 의미는 천기론의 주요 논자들이 사용했
던 의미와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 발언은 ‘천기론자’의 것도 아
니요 明末 이후 ‘性靈論者’의 것도 아니다. 이 말은 흔히 ‘擬古文派’로 분류되
는 前後七子의 대표적 이론가 李夢陽(1472～1529)과 謝榛(1495～1575)에게서
나온 것이다. 前後七子라고 하면 “文必秦漢, 詩必盛唐”이라 하여 模擬를 일삼
던 부류로 치부되곤 했지만, ‘천기론’은 기실 이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것
이다.58)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 사이에 조선에서 제기되었다는 천기론
58)

을 민족 특유의 시론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는 16세기 중후반의 중국 문단
을 풍미했던 전후칠자를 만나는 순간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이제 ‘天機’라는
개념이 “문예이론사 내지 미학사에서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판단이나 천기론과 상통하는 중국 문예론의 상한
59)

선을 李卓吾의 童心說, 湯顯祖의 唯情說, 公安派의 性靈說로 잡는 견해 에
59)

57) “今之學子美者, 處富有而言窮愁, 遇承平而言干戈, 不老曰老, 無病曰病. 此摹擬太
甚, 殊非性情之眞也.”(위의 책, 권2, 27면)
58) 李夢陽이 자신의 詩作을 스스로 반성하며 “情에서 나온 것이 적고 詩語를 공교
롭게 한 것이 많았다”(出之情寡而工之詞多者也. ｢詩集自序｣, 葉慶炳․邵紅 編,
앞의 책, 288면에서 재인용)라고 하는 대목도 뒤집어보면 천기론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張少康․劉三富, 1995 中國文學理論批評發展史(下), 北京: 北京大
學出版社, 168～184면에서 전후칠자를 情의 긍정, 性情之眞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조명하였고, 李基勉, 1995 ｢前後七子와 公安派의 同根性 연구｣, 중국어문논총9,
중국어문연구회, 228면에서 前後七子와 公安派의 문학론이 “진솔한 자아를 꾸밈
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욕구로부터 출발한 ‘眞의 문학론’임을 밝힌 바
있다. 본고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이지만, 전후칠자에 대한 통념과 오해,
과장된 폄하는 袁宏道를 위시한 公安派 및 錢謙益 이래의 ‘전략적인’ 주장을 후
인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는 별도의 글을 통해 해명하고 싶다.
59) 李東歡, 앞의 논문, 130면 참조. 천기론과 상통하는 중국의 문예이론들이 “거개
陽明左派와 禪學의 고무를 받아 산출된 것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천기론은 기
본적으로 道家思想에 뿌리를 두고 있다”(131면)라는 견해 역시 後七子가 등장하
는 순간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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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전후칠자는 當代 문학을 수식에 치우친 형식주의의 말폐가 극단에 이르렀
다는 인식 아래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며 복고주의적 문학론을 개진했던 것인
데, 같은 맥락에서 시경 정신의 회복을 주장하면서 樂府와 古詩 형식에 주
목한 바 있기도 하다.60) 천기론의 특징적 발현으로 여겨졌던 ‘古詩 양식의 선
60)

호’나 ‘민요취향 한시의 흥기’는 ‘三唐詩人’으로부터 출발하여 申欽․權鞸․鄭
斗卿․金萬重을 거치며 나름의 논리를 갖추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후칠자
의 復古運動으로부터 크게 영향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61) 이렇게 본다면
61)

중국 문예의 격식과 우리 민족 본유의 것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감이라는 것
도 찾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먼저 장유․김창협을 중심으로 한 ‘天機論’의 초기 전개 양상과
시에 관한 朱熹의 견해 일부를 살핀 데 이어, ‘性情論’의 기본 자료로 지목되
어 왔던 이황․이이의 글을 간략하게 재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천기론’은 ‘성
정론’ 혹은 ‘天理論’과 비교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詩論으로 정립될 만큼의 차
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앞서 그 일부만을 살
펴본 朱熹의 시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性理學的 載道論’의 체계만으로 해
석되기 곤란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제까지 ‘性情論(性情之正) / 天
機論(性情之眞)’의 이항대립에 근거하여 전개되어 온 詩論 일반에 관한 논의
60) 前後七子의 漢魏 古詩 추종에 대해서는 元鍾禮, 1989 ｢明代前後七子의 詩論 硏
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제3장 제1절 참조. 한편 前後七子의 대표적 인물들이
擬古體 樂府詩의 창작에 힘쓴 바 있거니와, 後七子의 뒤를 이은 胡應麟은 “시
경의 국풍과 漢의 악부는 모두 천지의 으뜸 소리이다”(周之國風, 漢之樂府, 皆
天地元聲. - 詩藪 外篇 ｢周漢｣)라며 악부를 중시했다.
61) 前後七子 저작의 열렬한 독서가였던 尹根壽와 許筠, 허균의 형인 許篈, 허균의
스승이자 삼당시인의 한 사람인 李達이 前後七子의 문학에 정통했음은 이미 알
려진 바와 같다. 姜明官, 1998 ｢16세기말 17세기초 擬古文派의 수용과 秦漢古文
派의 성립｣, 韓國 古文의 理論과 展開(金都鍊 編), 태학사, 83～91면 참조. 17
세기 조선 詩壇의 漢魏 古詩 및 악부시 추종에 대해서는 안대회, 1999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4～22면 및 178～1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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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았다.
이어서 천기론이 과연 우리 민족 특유의 문예론 내지 미학사상으로 정립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지금 ‘천기론’으로
포괄되고 있는 내용은 대개 중국과 조선, 나아가 동아시아의 전환기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다기한 문예론의 종합에 가까우며, 특히 조선후기의 ‘천기론’은
전후칠자의 복고주의를 비롯한 중국 문예론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비평 담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담론’이라는 것은
내적 논리연관이 대단히 취약한 데다 느슨한 규율로 묶여 있어 하나의 문예
론 내지 미학사상으로 정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천기론의 내적
인 논리연관을 따지면서 그 외연의 경계를 구획하는 가운데 ‘천기론’이 독립적
인 문학사상 내지 문예론으로 존재 가능한 것인지 재차 검증하는 일이 선결
과제라고 본다.
‘민족문학론’에 입각한 당위론적 시각도 여전히 의미를 지니겠지만 당대 동
아시아 문학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울러 고려하는 가운데 우리 앞의 자
료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태도 역시 절실하지 않은가 한다. 본고의
논의 또한 제한된 자료로 손쉬운 결론을 도출했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부족한 대로 본고가 ‘천기론’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를 촉발하는 문제 제기로서
조선후기 문예론에 관한 향후 토론의 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어 : 天機論, 性情論, 張維, 金昌協, 朱熹, 前後七子
투고일(2006.4.30), 심사시작일(2006.5.22), 심사종료일(200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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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s of the Cheon-ki-ron(天機論)
Chung, Kil-soo *

62)

Cheon-ki-ron天機論 has been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criticism of
poems in the late Joseon朝鮮 dynasty. Until now, it has been recognized
that Cheon-ki-ron rose against Seong-jeong-ron性情論, the representative
criticism of poem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we looked upon
Cheon-ki-ron as a trial not only to be free from edification, but also to go
to ‘the affirmation of emotion’ and ‘the discovery of individuality’.
But by researching of the typical statement about Cheon-ki-ron by Jang
Yoo張維(1587～1638) & Kim Chang-hyeop金昌協(1651～1708) and about
Seong-jeong-ron by Zhu Xi朱熹(1130～1200), I concluded that Cheon-ki-ron
had no originality in comparison with Seong-jeong-ron. Therefore, I propose
that we should reexamine the whole poetics built on the opposition between
Seong-jeong-ron and Cheon-ki-ron.
Investigating the viewpoint of establishing Cheon-ki-ron as the Joseon's
characteristic aesthetics, I found that the contents of Cheon-ki-ron were
close to the synthesis of various theories of literary arts of East Asia in 16
～17th century as well as the poetics of Chianhou-chizi前後七子. Accordingly,
I concluded that Cheon-ki-ron was not the aesthetics native to Korea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 Cheon-ki-ron天機論, Seong-jeong-ron性情論, Jang Yoo張維,
Kim Chang-hyeop金昌協, Zhu Xi朱熹, Chianhou-chizi前後
七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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