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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記)’는 한문의 한 양식으로서, 사물의 내력이나 사건의 경위를 잊지

않고 기억해 두기 위한 글이다.1) 누정이나 화원을 조성한 경위[樓亭記,
園記], 산수를 유람한 사연[山水遊記], 서화를 제작하고 품평하게 된 연유
[書畵記] 등이 모두 ‘기’의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직접 경험한 바는 물론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1) ‘기(記)’라는 명칭은 고대부터 있었지만, 독립된 형식으로서 단독으로 창작되기 시작
한 것은 당나라 이후다. ‘기’는 보통 사실을 간략히 기록한 뒤 간단한 의론을 덧붙여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송나라 때에는 서사보다 의론 전개에 확연히 무게
를 둔 이른바 변체의 기(記)도 다수 창작되었다. 정치가에게 ‘선우후락’의 자세를 당
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 등이 그러한 예
이다. 이러한 ‘기’는 일차적으로는 사실을 자초지종 기록해 두기 위한 실용적 목적에
서 창작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사실 속의 감춰진 의미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이러한 이유로 ‘기’는 점차
사대부 작가의 일상 문필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심경호, 1998:
127-136, 21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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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받아 알게 된 것도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런 까닭
에 ‘기’는 그 장르적 성격을 특정하기 어렵다.2)
다만 제재를 기준으로 몇 가지 유형을 나누어 볼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글에서는 개인의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한 ‘재기(齋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곧 ‘소거기(所居記)’라 불리기도 하는 텍스트들로서, 작고 사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수조기(修造記)와 구별된다. 향교나 관헌
등 공공건물의 건축 과정을 기록하는 글이 객관적 사실 기술에 비중을 두는
반면, 개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글에는 작가의 주관적 견해가 뚜렷이 드러
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개인이 거처하는 사적 공간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작가는 자신의 신념을 압축해
서 표명하는 동시에 그것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었다.
한편 자기 수양을 강조했던 유교 문화 속에서, ‘기(記)’ 는 자기 반성적
글쓰기로서의 성격도 분명했다. 더구나 재기(齋記)는 실재하는 공간에 계
속해서 쓰일 이름을 짓는 글이었고, 이를 통해 공간의 주인이 지닌 가치
관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글이었다. 그러므로 순간의 단상을 가볍게 표명
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가치관을 신중하게 모색하는 글이 될 수 있었다.
요컨대 사대부 작가들은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는 방안으로서 재기(齋記)
를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로
서도 이를 창작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받아 지어 주는 재
기(齋記)의 경우, 개인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밀한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즉 재기(齋記)는 자신에 대한 글쓰기와 타인에 대한 글쓰
2) ‘기’는 앞부분의 ‘서사(敍事)’와 뒷부분의 ‘의론(議論)’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일부
가 확장됨에 따라 글 전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기’라는 이름을
달고 글 중에는 의론부가 확장되어 논변문에 가까워진 경우도 있고, 서사부가 중심
이 되어 소설에 가까워진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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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성적 글쓰기와 소통의 글쓰기가 모두 가능한 포괄적인 양식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재기(齋記)는 개인의 생활 공간을 의미화하는 장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글쓰기이기도 했다. 자성의 글쓰
기, 소통의 글쓰기의 방향은 실로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재기(齋
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 생성 방식과 구성 방식, 표현 방식이 있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글쓰기 교
육의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공간의 의미 부여에 관심을 보인
재기(齋記)의 글쓰기 방식과 그것이 내포하는 글쓰기 교육적 의미를 살
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집이나 방을 소재로 한 경우와 타인
의 집이나 방 이름을 풀어 설명하는 경우로 재기(齋記)의 유형을 나누어
서, 각각의 경우에 어떤 의미 생성-구조화-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3)

Ⅱ. 재기(齋記)의 글쓰기 방식
1. 자신을 표현하는 재기(齋記)의 글쓰기 방식
1) 세계와 맞서는 개인 공간의 상징적 의미 추구
3) 참고로 건물의 상량식 때 사용되는 ‘상량문(上樑文)’은 상량한 날짜와 건물의 좌향
(坐向) 등 사실 기록이 앞선다는 점, 상량 고사의 목적인 축원의 말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재기’와 다르다.
‘누정기(樓亭記)’ 또한 개인의 생활 공간이 아닌, 일시적 유관(遊觀) 공간으로서의
누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글에서는 일단 배제하였다. 단, 누정기 중에서도 누정에
유관 공간보다는 생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있는 일부 경우는 논
의에 포함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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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齋記)의 목적은 개인적 공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많은 경
우 재기(齋記)는 자신이 주인으로 거주하는 집이나 방의 이름을 자유롭
게 지어 붙이는 글이었기 때문에, 작가는 이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분명
히 주장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 예로 허균의 <사우재기(四友齋記)>를
들 수 있다.
재(齋)를 사우(四友)라고 이름지은 것은 왜냐? 허자(許子)의 벗하는 자가
셋인데, 허자가 그 중 하나를 차지하고 보니, 아울러 넷이 된 셈이다. 세 사
람은 누구인가? 오늘날의 선비는 아니고 옛사람이다. 허자는 성격이 소탈
하고 호탕하여 세상과는 잘 맞지 않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꾸짖고 떼지어 배척하므로, 문에 찾아오는 이가 없고 나가도 더불어 뜻에
맞는 곳이 없다. (…) 마지못해 옛사람 중에서 사귈 만한 이를 가려 벗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는 진(晉) 나라의 처사 도원량(陶元亮)이다. 그는 한
가하고 고요하며 평탄하고 소광(疏曠)하여 세상일 따위는 마음에 두지 않
고 가난을 편히 여기며 천명을 즐기다가 승화 귀진(乘化歸盡)하니, 맑은 풍
모와 빼어난 절개는 아득하여 잡을 길이 없다. 나는 몹시 그를 사모하나,
그의 경지에는 미칠 수가 없다. 그 다음은 당나라 한림(翰林) 이태백(李太
白)이다. 그는 비범하고 호탕하여 팔극(八極)을 좁다 하고 귀인들을 개미
보듯하며 스스로 산수간에 방랑하였으니, 내가 부러워하여 따라 가려고 애
쓰는 처지이다. 또 그 다음은 송나라 학사 소자첨(蘇子瞻)이다. 그는 허심
탄회하여 남과 경계를 두지 않으므로 현명한 이나 어리석은 이, 귀한 이나
천한 이 할 것 없이 모두 그와 더불어 즐기니, 유하혜(柳下惠)의 화광동진
(和光同塵)을 본받고자 하나 못하는 처지이다. (…)

도연명이 팽택(彭澤)의 영(令)이 되어 80일 만에 관직을 벗었는데, 나는 세
번이나 태수가 되었으나 임기를 못 채우고 문득 배척받아 쫓겨났다. 이태
백은 심양(潯陽)과 야랑(夜郞)으로 가고 소동파는 대옥(臺獄)과 황강(黃岡)
으로 갔었다. 이는 모두 어진이가 겪은 불행이지만, 나는 죄를 지어 형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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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이고 볼기맞는 고문을 받은 뒤 남쪽으로 옮겨지니, 아마도 조물주가 희
롱하여 그 곤액은 같이 맛보게 하였으나, 부여된 재주와 성품만은 갑자기
옮겨질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
내가 사는 집은 한적하고 외져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으며, 오동나무
가 뜰에 그늘을 드리우고 대나무와 들매화가 집 뒤에 총총히 줄지어 심어
져 있으니, 그 그윽하고 고요함을 즐기면서 북쪽 창에다 세 군자의 초상을
펴놓고 분향하면서 읍을 한다. 그래서 마침내 편액을 사우재(四友齋)라 하
고 인하여 그 연유를 위와 같이 기록해둔다. 신해년(1611, 광해군3) 2월 사
일(社日)에 쓰다.4)

4) 齋以四友名者。何耶。許子所友者三。而許子居其一。倂而爲四也。三人者誰。非
今士也。古之人也。許子性疏誕。不與世合。時之人群詈而衆斥之。門無來者。出
無與適。喟然曰。朋友者。五倫之一。而吾獨缺焉。豈非可羞之甚。退而思曰。擧
世而鄙我不交。吾焉往而求友哉。無已則於古人中。擇其可交者友之。吾所最愛
者。晉處士陶元亮氏。閑靜夷曠。不以世務嬰心。安貧樂天。乘化歸盡。而淸風峻
節。邈不可攀。吾甚慕而不能逮焉。其次則唐翰林李太白氏。超邁豪逸。俯阨八
極。蟻視寵貴者。而自放於川岳之間。吾所羨而欲企及者。又其次。宋學士蘇子
瞻氏。虛心曠懷。不與人畦畛。無賢愚貴賤。皆與之驩然。有柳惠和光之風。吾欲
效而未之能也。三君子文章。振耀千古。以余觀之。則皆其餘事。故吾所取者在
此。而不在彼也。若友此三君子者。則奚必與俗子聯袂疊肩。詡詡然耳語。自以
爲友道也哉。余命李楨繪三君像。惟肖。作贊倩石峯楷書。每所止。必懸諸座
隅。三君子儼然相對軒衡解權。若與之笑語。怳若聆其謦欬。殊不知索居之爲
苦。然後余之倫始備五。而尤不樂與人交也。噫。余固不文。不能三君子之餘
事。而性又坦率妄庸。不敢望其爲人。唯其敬慕欲友之誠。可感神明。故其出處
去就。默與之相合。陶令在彭澤八十日而解官。不佞三爲二千石。不滿限輒斥
去。謫仙之潯陽夜卽。坡公之臺獄黃岡。皆賢者之不幸。而余以罪械纍受榜掠徙
于南。殆造物者戲同其困阨。而賦與之才性。猝不可移歟。徼天之福。倘許歸
田。則關東。余舊業也。其景物風煙。可與柴桑采石相埒。而民愿土沃。又不下於
常熟陽羨。當奉三君子。返初服於鑑湖之上。豈不爲人間一樂事乎。彼三君子者
有知。則亦將以爲婾快矣。余所寓舍。適僻而無人來訪。桐樹布蔭于庭。叢竹野
梅。列植舍後。樂其幽靜。張三像於北牖。焚香以揖之。及扁曰四友齋。因記其由
如右云。時辛亥春仲社日。書。 -惺所覆瓿藁卷之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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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허균은 자신의 집을 ‘네 친구가 사는 집’이라고 명명하였
는데, 이는 곧 탈속한 삶을 살았던 도연명과 이백 그리고 소식 외에는 자
신과 벗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았던 허균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우재’는 ‘한적하고 외져서 아무도 찾아오
는 이가 없’지만 그 주인은 ‘그 고요함을 즐기면서 세 군자의 초상을 펴
놓고 분향하면서’ 지낸다고 하였다.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자신의 세계를
추구했던 작가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이 글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유배지에서 쓴 글이다.5) 개인적 공
간이 심각한 의미를 띨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시류와 어긋날 때인데, <사
우재기>는 작가가 유배 생활 중 자신의 거처를 두고 지은 글이기에 이런
성격이 더욱 분명하다. 이로써 미루어볼 때, 자신을 드러내는 글쓰기로서
재기(齋記)의 핵심적인 의미 생성 및 구조화 방식은 자신의 공간을 세계
일반과 대립시켜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
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글도 마찬가지다.
내가 의주로 귀양 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세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
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소밭에서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서까래 몇 개로 정자를 얽고 따로 지붕을 덮어놓으니 대여섯 사람은
앉을 만했다. 옆집과 나란히 붙어서 몇 자도 떨어지지 않았다. 채소밭이라
고 해야 폭이 겨우 여덟 발인데 단지 해바라기 수 십 포기가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걸 보고 이름을 규정(葵
亭)이라고 했다.
손님 가운데 나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

지 풀이나 나무 또는 꽃 가운데서 어떤 이는 그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5) 1611년 당시 허균은 과거 시험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북도 익산 함열에 유배 중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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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어떤 이는 그 향기를 높이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
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이나 혜초로 자기가 사는 집의 이름을 지었지 이
처럼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산 것입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
니까?”
내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귀하고 천하고

가볍고 무겁고 하여 만의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해바라기는 식물 가
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하
여 이보다 못한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혜초는 식물 가운데 굳고도 세어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난 것
들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무리에서 뛰어나며 세상에 우뚝 홀로 서서 명
성과 덕망이 우뚝한 것과 같습니다. (…)
거기다 해바라기는 두 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능
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
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 분수를 지킬 줄 아니 그 것을 지혜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대개 충성과 지혜는 남의 신하된 자가 갖추어야 할 정조
이니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겨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혜로써 사물을 분별
하여 시비를 가리는 데 잘못됨이 없는 것. 이것은 군자도 어렵게 여기는 바
이지만 내가 옛날부터 흠모해 오던 덕목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아름다움
이 있는데도 연약한 뭇 풀들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
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유독 소나무나 대나무나 매화나 국화나 난이나
혜초만이 귀한 것이 아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6)
6)

余謫龍灣之明年夏。寓舍湫隘。不堪炎鬱。乃就園中高爽處。搆亭數椽。蓋以茅
茨。可坐五六人。旁舍櫛比。無尺寸隙地。園之廣袤僅尋丈。只有葵數十根。翠
莖嫩葉。搖動薰風而已。因名之曰葵亭。客有問余者曰。夫葵。植物之軟脆者
也。古之人。於草木花卉之類。或取其特操。或取其馨德。多以松筠梅菊蘭蕙。
名其所居。未聞以軟脆之物名之者也。子於葵何取。抑有說乎。余應之曰。物之
不齊。物之情也。貴賤輕重。有萬不同。夫葵。植物之軟脆最賤者也。譬之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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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위는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의주에 유배 중이었다. ‘규정’은 유배
지에서 손수 마련한 정자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충심과 지혜를 잃
지 않으려 했던 작가의 신조를 나타내고 있다. 보통 정자는 일시적인 유
람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조위는 ‘세든 집
이 낮고 좁아 덥고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서’ 손수 정자를 만들었다고 하
고 있으므로, 이 글에 등장하는 ‘규정’은 사실상 작가의 생활 공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생활 공간에 ‘규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어
떤 의미인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난초’를 거부하고
‘해바라기’에 빗대어 자신의 지조를 설명한 것은, 세상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 태도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
에서 <사우재기>와 마찬가지로, <규정기> 또한 신념을 표명하고 옹호하
는 글로서 재기(齋記)의 특질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매화, 대나무, 연꽃, 국화는 어디에나 있지만 귤만은 오직 내 고을의 전유물
이다. 겉빛은 깨끗하고 속은 희며 문채는 푸르고 누르며 우뚝이 선 지조와
꽃답고 향기로운 덕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므로 나는 그로써 내
집의 액호를 삼는다. (…)7)
人。椎鄙無似最下者也。松筠梅菊蘭蕙。植物之堅勁特操有馨德者也。譬之於
人。卓爾不群。特立於世。聲望鬱然者也。余今擯於荒遠寂寞之濱。人所賤棄。
物亦疏斥。欲以松筠梅菊蘭蕙之類名吾亭。不亦爲物之羞而爲人之訕笑乎。以
棄人而配賤物。不求遠而取諸近。此余之志也。且吾聞之。天下無棄物。無棄
才。管蒯葑菲之微。古人皆以爲不可棄。況葵有二德乎。葵能向日。隨陽而傾。
謂之忠。可也。葵能衛足。謂之智。可也。夫忠與智。人臣之節。忠以事上。盡
己之誠。智以辨物。不惑是非。此君子之所難。而余之宿昔所慕者也。有此二
美。其可槩之於軟脆之凡卉而賤之哉。由此論之。不獨松筠梅菊蘭蕙之可貴
也。審矣。今余雖謫居。一眠一食。莫非主恩。午睡攤飯之餘。詠休文君實之
詩。向日之心。自不能已已。則以葵名吾亭。豈無說乎。客曰。余知其一。未知
其二。聞子序之義。不可尙已。捧腹而去。己未六月上浣。記。-梅溪先生文集
卷之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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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김정희의 <귤중옥서(橘中屋序)>다. 문체 분류상 ‘기(記)’가
아닌 ‘서(序)’에 해당하지만, 유배지에서 자신의 거처를 대상으로 한 글이
라는 점에서는 앞의 두 글과 상통한다.8) 고통스러운 제주도 유배 생활이
었지만 작가는 거기서 자기만의 삶의 가치를 찾고 있다. ‘매화, 대나무, 연
꽃, 국화’는 어디에나 있다고 하여 차치해 두고 ‘귤’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
는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거소를 둘러싼 귤나무에서 우뚝한 지조와 향기
로운 덕을 발견하여 이것으로 자기 집의 이름을 삼았다. 설령 유배지의
보잘 것 없는 집이라 해도, 그것을 온전한 자기만의 공간으로 인식하였고
나아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가치를 꿋꿋이 추구해 나갈 공간으
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이러한 글쓰기 태도는 물론 일차적으로는 작가의 기질에서 말미암은
것이겠으나, 한편으로는 개인 공간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재기(齋記)의 장
르적 특질에도 기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편의 글에서 잘 나타
나듯이, 개인 공간의 고유한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작가 자신만의 개성과
신념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재기(齋記)의 중요한 글쓰기 방식이기 때
문이다. 표현 면에서 ‘네 친구[四友]’, ‘해바라기’[葵], ‘귤(橘)’과 같은 상징
적 소재를 내세워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 것은 그러한 글쓰기 방식의 구
체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7) 梅竹蓮菊。在在皆有之。橘惟吾鄕之所獨也。精色內白。文章靑黃。獨立之操。馨
香之德。非可取類而比物。吾以顔吾屋。噫藕孔芥子。各具世界。鍼孔線蹊。大於
九州。彈棊化鶴。無所遮礙。彼穹然上覆。隤然下載者。又安知非一大殼之內
也。仍系之以詩。-阮堂先生全集卷六.
8) 추사는 안동 김 씨 집안의 무고로 인해 1840년부터 1848년까지 제주도 서귀포에 위
리안치 되었으며, 1851년에 다시 함경도 북청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다. ‘귤중옥’은 제
주도 유배 중 두 번째로 머물렀던 집이다.
9) ‘귤중옥서’에는 굴원의 ‘귤송(橘訟)’을 인용한 부분도 보이므로, 이러한 추사의 태도
는 굴원의 삶과 문학에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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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의 흐름에 대한 반성적 인식

자신의 집이나 방을 소재로 하는 재기 중에는 경전의 한 구절에서 집
이나 방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많다. 정약용의 <여유당기(與猶堂記)>
는 그 한 예이다.10) ‘여유’란 본래 노자에서 비롯된 개념이지만, 아래 글에
서는 작가에 의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된다.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요,
자기는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
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
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智謀)가 없고 선(善)을 좋아
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맘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
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에 꺼림직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 밖에 멋대로 돌아
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이미 장성하여서는 과거(科擧) 공부에 빠져 돌
아설 줄 몰랐고, 나이 30이 되어서는 지난 일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善)을 끝없이 좋아하였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아,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
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내가 노자(老子)의 말을 보건대,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與],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10) 여유당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다산의 생가다. ‘여유당기’는 1800년 정조가 갑자
기 죽은 뒤 다산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은 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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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猶]”
고 하였으니, 아,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대체로 겨
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에듯 하므로 매우 부득이한 일
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며,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한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
라도 하지 않는다.
편지를 남에게 보내어 경례(經禮)의 이동(異同)을 논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더라도 해로
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남을 논박하는 소(疏)를 봉(封)해 올려서 조신(朝臣)의 시비를 말
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
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이므로, 마
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만둔다. 진귀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
고 하였지만 이것 또한 그만둔다.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
은 것을 훔치겠는가. 이것 또한 그만둔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며, 매우 부득이한 것일지
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내가 이 뜻을 얻은 지 6∼7년이 되는데, 이것을 당(堂)에 편액으로 달려고
했다가, 이윽고 생각해 보고는 그만두었다. 초천(苕川)에 돌아와서야 문미
(門楣)에 써서 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보인다.11)
11) 欲己不爲。不得已而令己爲之者。此事之不可已者也。欲己爲之。欲人勿知而令
己不爲者。此事之可已者也。事之不可已者常爲之。然旣己不欲。故有時乎已
之。事之欲爲者常爲之。然旣欲人勿知。故亦有時乎已之。審如是也。天下都無
事矣。余病余自知之。勇而無謀。樂善而不知擇。任情直行。弗疑弗懼。事可以
已。而苟於心有欣動也則不已之。無可欲而苟於心有礙滯不快也則必不得已
之。是故方幼眇時。嘗馳騖方外而不疑也。旣壯陷於科擧而不顧也。旣立深陳旣
往之悔而不懼也。是故樂善無厭而負謗獨多。嗟呼。其亦命也。有性焉。余又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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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약용은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이었다. 이런 처지에서 정약용은 앞서 살펴본 허균이나 조위,
김정희와는 달리 신념을 고수하기보다는 자신을 반성하며 과거 행적을
후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단으로 치달리면서도 의심하질 않았’던
무모함을 반성하면서, 그에 대한 처방으로서 노자의 ‘여유(與猶)’를 수용
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자기 반성은 노자라는 배경으로 인해 매우 진
지하게 다가온다.
‘여유’에 대한 해석은 작가 자신의 과거의 삶에 근거한 것이다. 어려서

부터 서른이 지나서까지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여유’는 비로소 작자에게
절실한 것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여유’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작가는 과거 삼십여 년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자
가 자신의 집에 ‘여유’라는 이름을 써 붙이는 사건은 경전의 한 구절이 자
기화되었음을 표시하는 행위이자, 과거에 대한 총체적인 자기 결산의 행
위인 셈이다.
동시에 ‘여유’는 새로 명명된 건물 앞에서 작가가 다짐하는 미래의 삶
의 제목이기도 하다. 적당한 이름을 찾아 비로소 현판이 붙여진 건물의
모습은, 바로 그 건물 안팎에서 펼쳐질 미래의 시간을 상상하게 만든다.
‘만약 이처럼 한다면 하늘 아래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는 작가의 말은 미
敢言命哉。余觀老子之言曰與兮若冬涉川。猶兮若畏四鄰。嗟乎。之二語。非所
以藥吾病乎。夫冬涉川者。寒螫切骨。非甚不得已。弗爲也。畏四鄰者。候察逼
身。雖甚不得已。弗爲也。欲以書與人論經禮之異同乎。旣而思之。雖不爲無傷
也。雖不爲無傷者。非不得已也。非不得已者。且已之。欲議人封章言朝臣之是
非乎。旣而思之。是欲人不知也。是欲人不知者。是有大畏於心也。有大畏於心
者。且已之。欲廣聚珍賞古器乎。且已之。欲居官變弄公貨而竊其羨乎。且已
之。凡有作於心萌於志者。非甚不得已。且已之。雖甚不得已。欲人勿知。且已
之。審如是也。天下其有事哉。余之得斯義且六七年。欲以顏其堂。旣而思之。
且已之。及歸苕川。始爲書貼于楣。竝記其所以名。以示兒輩。 -與猶堂全書第
一集詩文集第十三卷0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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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게나마 미래에 대해 작가의 각오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글쓰기 태도는 역시 재기(齋記)의 장르적 특성에서 비
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기(齋記)에서는 많은 경우 경전에 나오는 함
축적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요약해야 하기 때문에, 작가는
그만큼 철저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 또한 재기는 과
거에 비추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앞으로
살아갈 공간의 실제 이름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작가는 과거를 반성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새
롭게 이름 붙여진 건물에서 작가의 삶은 새로운 제목으로 다시 시작된다
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 다음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의재(四宜齋)라는 것은 내가 강진(康津)에 귀양 가 살 때 거처하던 집이다.
생각은 마땅히 담백해야 하니 담백하지 않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맑
게 해야 하고, 외모는 마땅히 장엄해야 하니 장엄하지 않은 바가 있으면 그
것을 빨리 단정히 해야 하고, 말은 마땅히 적어야 하니 적지 않은 바가 있
으면 빨리 그쳐야 하고, 움직임은 마땅히 무거워야 하니 무겁지 않음이 있
으면 빨리 더디게 해야 한다. 이에 그 방에 이름을 붙여 ‘사의재(四宜齋)’라
고 한다.
마땅하다[宜]는 것은 의롭다는 것이니, 의로 제어함을 이른다. 연령이 많아
짐을 생각할 때 뜻한 바 학업이 무너져 버린 것이 슬퍼진다. 스스로 반성하
기를 바랄 뿐이다. 이때는 가경(嘉慶) 8년 12월 신축일 초열흘로 동짓날이
니 갑자년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날 주역(周易) 건괘(乾卦)를 읽었다.12)

12) 四宜齋者。余康津謫居之室也。思宜澹。其有不澹。尙亟澄之。貌宜莊。其有不
莊。尙亟凝之。言宜訒。其有不訒。尙亟止之。動宜重。其有不重。尙亟遲之。
於是乎名其室曰四宜之齋。宜也者義也。義以制之也。念年齡之遒邁。悼志業
之頹廢。冀以自省也。時嘉慶八年冬十一月辛丑初十日日南至之日。寔唯甲子
歲之攸起也。是日讀乾卦。-與猶堂全書第一集詩文集第十三卷0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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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정약용은 유배지의 방에 ‘사의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13) 생각, 외모, 말, 행동거지를 단속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는 그러지 못했다는 반성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에 그치
지 않고, ‘마땅함’, ‘의로움’을 추구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는 점이 <사
의재기>의 특징이다. ‘갑자년이 시작되는 날’, ‘주역 건괘’를 읽는 작가의
모습은 이런 맥락에서 전체 글의 취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요컨대 재기(齋記)에서 집(방)은 과거의 공간이자 현재의 공간이며 또
한 미래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작가는 집(방)을 매개로 하여 과거
의 자아, 현재의 자아, 미래의 자아를 발전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재기(齋記)의 자기 반성적 글쓰기는 여타의 장르와는 구
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띤다.14)
자신의 공간을 직접 다루는 재기(齋記)에서 글쓰기의 방향은 신념을
고수하고 강화하는 방향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방향을 취할 수도 있었다.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작가의 구체적 처지나 성향 등 여러 복잡한 요인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
로 쉽게 일반화할 수 없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전자의 경우가 세
계와의 대립하는 개인의 고유한 가치 추구 및 그것의 상징적 표현을 지향
했던 것과는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을 민감하게 인식하며 자
13) 다산은 1801년 신유박해 때 경상도 장기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전남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사의재’는 강진 유배 초기에 1801년부터 1805
년까지 다산이 머물렀던 첫 번째 집이다.
14) 예컨대 김성룡(2010)이 ‘중세의 나에 대한 글쓰기‘ 장르로 분석한 자전(自專)’, ‘자찬
묘지명(自讚墓誌)銘’, ‘자호설(自號說)’, ‘화상자찬(畵像自讚)’ 등을 재기(齋記)와 비
교해 볼 수 있다. 재기(齋記)가 이들과 다른 점은 자신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집(방)
이라는 객관적인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집(방)의 존재로 인해 과거-현
재–미래라는 시간 의식이 활성화되고 반성-모색-설계라는 자기 반성의 틀이 정해
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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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지속과 변화를 서술하는 것이 글쓰기의 주된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 표현 층위의 특징으로는 핵심어가 추상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여유당기>와 <사의재기>에서는 ‘사우(四友)’, ‘해바라기’,
‘귤’과 같은 상징적 사물 대신 ‘여유(與猶)’, ‘사의(四宜)’ 등 추상적인 덕목

을 직접 표현하는 말들이 핵심어로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산출된 사유의 깊이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2. 타인과 소통하는 재기(齋記)의 글쓰기 방식
1) 타인의 처지에 대한 공감적 추론

재기 중에는 다른 사람의 거처에 이름을 지어 주거나, 이미 다른 사람
이 지어둔 이름의 뜻을 풀이해 주는 글도 많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 부탁
해 와서 의례적으로 지어준 것으로 보이는 글도 많은데, 사실 이런 경우
에는 별다른 신념이나 자기 반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타인의 청탁으로 쓰게 된 재기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신흠
의 <기재기(寄齋記)>처럼 유배살이를 하고 있는 동료와 교감을 나누는
글도 있고, 박지원의 <독락재기(獨樂齋記)>처럼 평범한 이웃의 삶에 비
추어 세상 풍조를 예리하게 비판하는 글도 있다. 이는 재기를 개인의 생
각을 정리하기 위한 글로만 다루지 않고, 다양한 소통의 매체로도 활용하
고자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기재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있거나 없거나 집착할 것도 없고 배척할 것

도 없이 나에게는 아무 가손(加損)이 없는 것, 그것이 옛 군자(君子)였는데,
아마도 기재(寄齋) 영감은 이에 대해 들어 봤을 것이다.
붙인다[寄]는 것은 붙여 산다[寓]는 말이다. 즉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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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오고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
에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참으로 없는 것인가? (…)
옛날에 우 임금은 “삶은 부쳐 있는 것이고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했
으니, 참으로 삶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잠시 맡겨 놓은 것일 따
름이다. (…) 그래서 이치에 통달한 자는 말하기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편
안히 받아들이고 하늘의 뜻에 순순히 따르라”고 했고, 성인은 말씀하시기
를 “평이하게 살면서 하늘의 명을 따르라”고 했다. (…)
나와 기재 영감은 함께 죄를 지어, 하나는 두메산골로 하나는 바닷가로 귀
양 갔는데 나 또한 산골 거처에다 ‘나그네 암자[旅菴]’라는 편액을 달았다.
내가 붙인 ‘나그네’란 말이나 기재 영감이 붙인 ‘부쳐 산다’는 말이나 똑같
은 뜻이니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같은 길 가는 격이리라. 우리의 나그네
처지와 부쳐 사는 신세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나그네 처지에서 풀려나
고 부쳐 사는 신세에서 풀려나는 것 역시 조물주에게 맡겨 둘 뿐 나와 영감
은 개의치 않는다. 다만 지금 내가 나그네 처지에 맞게 떳떳이 살아가고 있
으므로 이런 생각을 적어 기재 영감에게 보낸다.15)
15) 有之而自有其有者妄。有之而如不欲有者誣。有之而恐失其有者饕。無之而必欲
其有者。唯有則有之。無則無之。惟無與有。不適不莫。我無加損焉者。古之君
子也。若寄齋翁。其有聞於此乎。寄者寓也。或有或無。去來之未定者也。人之
在天地間。其眞有耶。其眞無耶。以未生觀則本乎無也。以已生觀則專乎有也。
洎其亡也則又返乎無也。若然則人之生也。寄於有無之際者也。大禹有言曰。生
寄也。死歸也。信乎生非吾有。天地之委形也。生猶寄也。況自外之榮辱乎。自
外之禍福乎。自外之得喪乎。自外之利害乎。茲皆非性命也。寄焉而已。其可常
乎。自夫榮辱之不一也。禍福之不一也。得喪之不一也。利害之不一也。而人與
之俱化。孰知夫不一者化。而其一者不化。化者人。不化者天。合於天者。必畸
於人。達者喩之曰。安時處順。聖人論之曰。居易竢命。隨境而懸解。盡性而事
天。其歸一也。寄之來也如無所寄。寄之去也知其本無。物寄於我而我不寄於
物。形寄於心而心不寄於形。卽何所不可寄哉。草不謝榮於春。木不怨落於秋。
善吾生者。所以善吾死也。善處其寄則其歸也斯善矣。余與寄翁。同得罪。余貶
峽中。翁遷海上。余亦扁峽之居曰旅菴。旅也寄也。其義一也。豈非同病者同道
乎。抑不知其旅其寄。何時止。而其不旅其不寄。且寄之造物而已。余與翁無事
於其間也。姑以余之素乎旅者。書以寄之。-象村稿卷之二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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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흠은 계축옥사, 인목대비 폐비 사건 등에 휘말려 파직을 당하고
유배길에 오르는 등 곤경에 처해 있었다.16) 함께 유배를 당한 벗 박동량
의 당호 ‘기재’의 뜻을 신흠이 막힘없이 풀이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처지의 동질성 때문이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박동량의 당호에 대
해 신흠은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귀양살이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부쳐 산다’는 인생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작가의 달관적 태

도는 곧 기재 영감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17)
이처럼 지인에게 써 주는 재기(齋記)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
러내는 수단이었다.18) 이런 경우 공감을 드러내는 주된 방식은 다양한 논
거를 들어 상대의 생각을 최대한 상세하게 추론해 내는 것이었다. 위에서
본 <기재기>의 경우, 작가는 우 임금의 ‘기(寄)’ 개념을 기준으로 ‘기재’라
는 당호의 의미를 추론하는 한편 이를 다시 작가 자신의 당호와 비교하는
등 박동량의 심중을 다각도로 추론해 낸다. 막연히 감정 차원에서 공감을
표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가지 근거를 두루 동원하여 타
인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런 경우에는 공감을 바탕으로 타인의 심리를 추론하는 것이
글쓰기의 의미 생성 방식이 되며, 여러 가지 논거를 끌어들여 그 내용을
16) 신흠은 1613년 계축옥사 때 선조에게 영창대군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칠신(遺敎
七臣)의 한 명이라는 이유로 파직당했으며 1616년 인목대비 폐비 사건 때 춘천으로
유배를 당했다가 1621년 사면되었다. 위의 <기재기>는 1617년 춘천 유배 시 쓴 글
로 생각되고 있다.
17) 한편 신흠의 당호인 ‘여암(旅菴)’에 대해서는 계곡 장유가 따로 <여암기(旅菴記)>
를 쓴 바 있어 흥미롭다.
18) 역으로, 재기(齋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는 측면도 있
다. 예컨대 박지원의 <죽오기(竹烏記)> 같은 경우, 10여 년에 걸쳐 상대와 사귄 뒤
에야 그가 정한 당호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의를 끈다.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어쨌든 기문을 써 주기 위해서는 당호에 담긴 상대방의 생각
을 그의 삶과 연관 지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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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글쓰기의 구조화 방식이 된
다. 자연히 표현 층위에서는 추측하고 묻는 말이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
어 ‘아마도 ~ 들어 봤을 것이다(若寄齋翁, 其有聞於此乎)’, ‘~ 격이리라(豈
非同病者同道乎)’ 등은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 타인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

한편 박지원의 <독락재기(獨樂齋記)>는 재기(齋記)의 또다른 소통 맥
락을 보여 준다.
천하를 가지고 즐거워할 적에는 여유가 있다가도, 정작 자신의 문제를 놓
고 즐거워할 적에는 오히려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다.
옛적에 요 임금이 변복을 하고 길거리를 미행할 때는 화락하였으니 과연
천하와 더불어 즐거워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하급 관리가 장수
하고 자식이 많으라고 축수하는 말을 들은 뒤로는 근심이 들고 가슴이 두
근거려 금시에 무슨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여겼다. 아하! 그와 같은 축수를
듣는다는 것은 인생의 큰 염원을 갖추고 천하의 지극한 즐거움을 얻는 일
일 터인데, 요 임금이 어찌 겉으로 겸사하는 태도를 짓고 거짓 사양하는 체
해서 그랬겠는가? 실로 자신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여기는 바가 있어, 그
즐거움을 혼자 누리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제멋에 겨워 남들에게 공언하기를 나는 나 자신만을 즐거워한
다고 말한들 누가 기꺼이 믿어줄 것이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의 이
름을 ‘독락재(獨樂齋)’라고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니 어리석고 미욱스러
우랴!
사람이면 누가 한평생 즐겁게 살고 싶지 않으랴! 그러나 임금이라는 지위
와 천하를 독차지한 부유함으로써도 단 하루나마 제 심리에 꼭 들어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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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바랄 것이 없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물며 빈천한 필부로서 그 빈천의 근
심을 견딜 수 없는 자에게 있어서랴!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닐 것이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외물(外物)에 달
려 있고 득실의 계산은 속셈에 엇갈려서, 마음은 분주하게 무엇을 바라고
항상 골똘히 하나에만 매달리기도 부족한 판에 어느 겨를에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득(自得)하여 외물에 기대함이 없는
이후라야 비로소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 몰래 남의 것을 빼앗아서 될
것도 아니지만 어찌 바득바득 애를 쓴다고 이루어 질 일이랴? 요컨대 본래
의 순수한 기운을 머금고 천지의 운행과 마찬가지로 쉬지 않으면서도 어떤
행동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비록 세속을 벗어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한다. (…)
그러므로 자기 성질에 적합한 것을 찾아서 거기에만 골똘하면 술을 마심으
로써도 오히려 평생을 즐겁게 지낼 수 있거늘, 하물며 창을 밝히고 궤석을
고요히 하여 밤낮 글만 읽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랴? 최씨 집의 젊은이
진겸(鎭謙)이 하계(霞溪) 옆에 집을 지어 놓고 뜻 맞는 몇몇 선비들과 글을
읽으면서 당호를 ‘독락’이라고 이름 지었으니, 그것은 옛 삶의 풍도에 뜻을
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뜻을 장하게 여기고 이렇게 기문을 지어서 그
의 전심하는 바가 더 커지고 그와 함께 혼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하였다. 이것은 내가 그와 같은 즐거움을 천하에 널리 보급하
려는 까닭이다.19)
19) 以天下樂之有餘而獨樂於己不足。昔者。堯遊於康衢。煕煕然可謂樂以天下矣。
及辭封人之祝。則憂苦悲悴。悸然有不終夕之歎。嗟乎封人之祝。可謂備人生之
大願。極天下之至樂夫。豈堯以撝謙飾讓而爲悅哉。誠有所病於己。而獨專之爲
難也。今有一妄男子。囂囂然號於衆曰。我能獨樂。人孰肯信之而猶然。名其齋
曰獨樂者。尤豈非愚且惑歟。噫。人情孰不欲欣欣然樂於心而終身哉。然而自天
子之尊。四海之富。常求其一日之樂。所以稱於心而足乎己者。幾希矣。而况匹
夫之貧賤。有不勝其憂者乎。此無他。好惡係於外物。得失交乎中情。心營營而
有求。恒汲汲而不足。又奚暇志于樂哉。故自得於中而無待於外。然後始可與言
樂矣。非剿襲而可得。豈强勉而致。然含元氣之氤氳。軆剛健而不息。無愧怍於
俯仰。雖獨立而不懼。知其理之必當。良獨由乎至誠。父不可以與其子。子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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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박지원은 최진겸이 이미 지어 놓은 ‘독락재’라는 이름의
뜻을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직접적인 목적은 글의 말미에 짧게
드러날 뿐이고, 실상 앞부분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민락’ 이전에 ‘독락’에 이르는 것이 사실
은 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작가는 백성을 위한다고 자처하는 사
람들을 경계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여민락’의 지평에서 ‘독락’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다
가 점차 태도를 바꿔 ‘독락’을 긍정적으로 풀이하는 내용 전개는 일종의
글쓰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서두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하
는 듯하다가, 갑작스레 그 허점을 노출하고 자신의 진짜 생각을 밝힘으로
써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20)
특이한 점은 이러한 비판적 견해가 상당히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식
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념을 직접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독락’
의 가치를 논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상
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재기의 독서 문화
以得之於父。堯以之而治天下。舜以之而事其親。禹以之而平水土。比干以之而
事其君。屈原以之而憫其俗。長沮, 桀溺耦耕於野。而劉伶, 阮籍之徒。終身飮
酒。雖所性之不同。亦至樂之所寓爾夫。是數君子者。苟一毫之不慊。若四軆之
罷役。堯不待耄期而倦於勤矣。舜懈於鼓琴而禹瘁於乘矣。比干不必剖而屈原不
必沈矣。長沮, 桀溺不安於耕田。而凡天下之利害榮辱。皆得以動其心而撓吾之
素行矣。故得行其所性而能專於己。則飮酒者猶然終身。而况疏其牖而靜其几。
蚤夜讀書而匪懈者乎。崔氏子鎭謙。作堂於霞溪之上。與同志之士數人。讀書於
此堂之中。而以獨樂名。所以志于古人之道也。吾大其志而爲之記如此。欲以益
其專而衆其獨。此吾所以廣其樂于天下也。獨樂之樂。非樂以天下。未可以與
論。此篇歷叙古聖賢所樂處。見解透脫。發前人之所未發。燕巖巖居之樂。於是
乎槪見矣。-燕巖集卷之一
20) 이는 다산이 <수오재기(守吾齋記)>에서 큰형의 당호 ‘수오재’에 대해 처음에는 의
아해 하다가, 뒷부분에서는 큰형에 공감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던 것과도 다르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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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적해 볼 수 있다. 재기는 한 번 읽고 마는 글이 아니라, 자신이 늘 거
처하는 공간에 걸어 두고 반복해서 음미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단번에 알아채기 어려운 우회적 표현을 통해서 반복적인 몰입과 집중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상대에게 직접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재기(齋記)를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박지원은 <소완정기(素玩亭記)>에서,
이서구가 정한 ‘소완(素玩)’이란 말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풀이해 줌으
로써 제자에게 균형 있는 학문의 자세를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재
기(齋記)의 초점은 역시 비판적 의사소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주 사람 이서구(李書九)가 책을 쌓아둔 그의 서재에 소완(素玩)이라는
편액을 걸고 나에게 기(記)를 청하였다.
내가 힐문하기를, 무릇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지만 눈에 물이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인가? 보이는 것이 모두 물이라서 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
문이지. 그런데 지금 이서구 자네의 책이 마룻대까지 가득하고 시렁에도
꽉 차서 앞뒤 좌우가 책 아닌 것이 없으니, 물고기가 물에 노는 거나 마찬
가지일세. 아무래도 한 나라 때 학자 동중서(董仲舒)에게서 학문에 전념하
는 자세를 본받고, 진(晉) 나라의 유력한 정치가 장화(張華)에게서 기억력
을 빌리고, 한 나라 무제(武帝) 때 동방삭(東方朔)에게서 암송하는 능력을
빌린다 해도, 장차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을 터이니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
자, 이서구가 놀라며, 그렇다면 장차 어찌해야겠습니까? 하였다. (…)
내가 또 말하기를,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흩어져 있는 것들은 모두가 이
책들의 정기(精氣)이니, 제 눈과 너무 가까운 공간에서 제 몸과 물건이 서
로를 가린 채 관찰하고 방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본래 아니지. (…)
지금 자네는 들창에 구멍을 뚫어 오로지 한쪽 눈만으로도 다 보며, 유리구
슬로 빛을 받아 마음에 깨달음을 얻었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해도 방의 들
창이 비어 있지 않으면 밝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리알이 투명하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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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으면 정기를 모아들이지 못하지. 무릇 뜻을 분명히 밝히는 방법
은 본래 마음을 비우고 외물(外物)을 받아들이며 담담하여 사심이 없는 데
있는 것이니, 이것이 아마도 소완(素玩)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였더니,
이서구가 말하기를, 제가 장차 벽에 붙여 두고자 하니 선생님은 그 말씀을
글로 써 주십시오. 하기에, 마침내 그를 위해 써 주었다.21)

이 글에서 박지원은 이서구가 ‘책을 뒤적인다’는 정도의 뜻으로 붙였을
당호 ‘소완’을 ‘담담하게 사물을 받아들인다’는 새로운 의미로 풀이함으로
써 제자에게 독서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전달하고 있다. 실제 세계
와의 연관을 중시하며 사심 없이 독서하라는 것이 그 요지인데, 역시 한두
번 대강 읽어서는 이런 중심 내용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들창, 유리구
슬, 유리알 등 비유적인 소재를 들어서 ‘이것이 아마도 소완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하는 암시만 줄 뿐, ‘소완’의 뜻을 분명히 짚어 주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런 까닭에 이서구는 박지원에게 ‘벽에 붙여두고자 하니 그 말씀을
21) 完山李洛瑞。扁其貯書之室曰素玩。而請記於余。余詰之曰。夫魚游水中。目不
見水者。何也。所見者皆水。則猶無水也。今洛瑞之書盈棟而充架。前後左右無
非書也。猶魚之游水。雖效專於董生。助記於張君。借誦於東方。將無以自得
矣。其可乎。洛瑞驚曰。然則將奈何。余曰。子未見夫索物者乎。瞻前則失後。
顧左則遺右。何則。坐在室中。身與物相掩。眼與空相逼。故爾莫若身處室外。
穴牖而窺之。一目之專。盡擧室中之物矣。洛瑞謝曰。是夫子挈我以約也。余又
曰。子旣已知約之道矣。又吾敎子。以不以目視之。以心照之可乎。夫日者。太
陽也。衣被四海。化育萬物。濕照之而成燥。闇受之而生明。然而不能爇木而鎔
金者。何也。光遍而精散故爾。若夫收萬里之遍照。聚片隙之容光。承玻璃之圓
珠。規精光以如豆。初亭毒而晶晶。倐騰焰而熊熊者。何也。光專而不散。精聚
而爲一故爾。洛瑞謝曰。是夫子警我以悟也。余又曰。夫散在天地之間者。皆此
書之精。則固非逼礙之觀。而所可求之於一室之中也。故包犧氏之觀文也。曰
仰而觀乎天。俯而察乎地。孔子大其觀。文而係之曰。㞐則玩其辭。夫玩者。豈
目視而審之哉。口以味之。則得其旨矣。耳而聽之。則得其音矣。心以會之。則
得其精矣。今子穴牖而專之於目。承珠而悟之於心矣。雖然。室牖非虛。則不能
受明。晶珠非虛。則不能聚精。夫明志之道。固在於虛而受物。澹而無私。此其
所以素玩也歟。洛瑞曰。吾將付諸壁。子其書之。遂爲之書 -燕巖集卷之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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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써 달라’고 청하였고, 박지원은 제자로 하여금 스승의 가르침을 수시
로 명심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글을 써 주었다고 생각된다.

Ⅲ. 재기(齋記)의 교육적 활용 방안
오늘날의 장르와 비교하자면, 재기(齋記)는 자신의 집과 방을 소재로
한 일종의 수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기(齋記)는 생활문학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그 이유는 소재를 먼 데서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친
근하고 익숙한 일상의 공간에서부터 출발하여 글을 구성해 나가기 때문
이다. 그런 점에서 재기(齋記)는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과 생활의 긴밀한
연관성을 체험하게 하는 유익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문학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문학 생활화’와도 연결된다.22)
나아가 ‘생활 글쓰기’ 교육이라는 글쓰기 교육의 측면에서도 재기(齋
記)는 활용도가 높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국면이 의미 생성 단계인데, 이때 재기(齋記)의 전략을 차용해 올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기(齋記)에는 자신의 생활 공간에 의미
를 부여하는 다양한 방식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통 문체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23) 가사의 내용 생성 원리(염은열,
1999), 전(傳)을 활용한 전기 쓰기 원리(주재우, 2004), 설을 활용한 설득적
22) ‘문학 생활화’에 대한 논의로는 김대행(2001), 최미숙(2002) 등 참조. 최근 김상욱은
문학 생활화의 의미를 ‘일상을 살아가는 독자들의 삶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문학이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으로 풀이한 바 있다.’(김상욱, 2012: 90-91)
23)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고전표현론’이라는 범주로 묶기도 한다. 고전표현론에서는
고전을 활용한 글쓰기 이론 연구의 목적이 ‘국어 표현의 기본 골격’을 역사적 맥락
에서 체계적으로 구명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김대행, 199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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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원리(주재우, 2011) 등이 연구되면서 고전의 글쓰기 문화를 현대적
글쓰기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특히, 고전 중에서도 한문 자료는 ‘생각의 진전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골
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전표현론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
다.24)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재기 또한 자기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라
는 사고 과정에 일정한 틀로 작용한다. ‘집’ 또는 ‘방’을 글의 소재이자 독
서 매체로 삼음으로써 개인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시간에 대한 반
성적이면서도 진취적인 인식, 타인에 대한 공감과 비판이 특유의 내용,
구조, 표현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런 글쓰기 방식은 현대의 학습자들
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자기 방의 고유한 특징에 착안하여 방 이름을 짓고, 이를 통해 자
신의 처지와 그 속에서 지키고자 하는 신념을 드러내 보도록 재기(齋記)
쓰기를 교육할 수 있다.25) ‘귤집’(귤중옥)이나 ‘해바라기집’(규정)이 추사와
조위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신념 표명의 단초
로 삼듯이, 학습자들도 자기 공간만의 개성을 잘 관찰하여 부각하는 가운
데 자신만의 신념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남고재’라는 말을 들으면 남고생이 자는 방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뜻과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내 방
은 남(南)향이고 높은(高) 곳에 있다. 그리고 나(男)는 높고(高) 큰 사람이
24) 김대행은 한자 자료가 국어의 실상을 생생하게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는 한글
자료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글 자료가 어휘나 통사에 주목하게 하는 반면 한문 자료
는 생각의 진전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골격을 보여주며, 표현의 창안과 구상 체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김대행, 1992: 27-28)
25) 학생들은 유배 중에 재기를 쓴 옛사람들과는 입장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므
로, 옛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세계와의
대립이나 불화보다는,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인 개인적 신념 표명 쪽
에 초점을 맞춰 글쓰기를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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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내 방은 ‘소방(小房)’이다. 집에서 제일 작은 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지나치게 하기보다는 적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쓴 것이다. 학생들에게 재기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 주고 <귤중옥서>와 <사의재기>를 함께 읽은 뒤
자기 방의 재기를 써 보게 하였는데 그 중 두 학생이 위와 같이 썼다. 거
창한 신념이 피력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기 방의 특징을 잘 포착해서 그
방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내용
이 구체적이고 구조도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집(방)은 과거 내가 살아온 공간인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적 측면에 주목하여 집(방)의 이름을 구상하는 전략
도 오늘날의 학습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즉 집(방)의 이름을 정하
는 과정에서 과거 방에 얽힌 기억을 정리해 보고, 그 내용에 비추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을 찾아보게 하며, 다시 이를 토대로 미래에 그
방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싶은지 각오를 밝히는 내용으로 일관된 한 편의
글을 써 보게끔 지도할 수 있다. 이를 테면 다음과 같은 학생 글은 그러한
내용과 구조를 잘 보여준다.
내 방 이름은 ‘독야청청’이다. 그 이유는 내 방에 부모님도 잘 들어오시지
않고 나 혼자 쓰는 방인데다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방에 혼자 들어가 있는
다. 내 인생관 또한 인생은 혼자 헤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방 이름에
인생관 혹은 가치관을 대입하여 이름을 붙인다면 독야청청이라는 사자성
어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위의 글에서는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방에 있곤 했던 기억을 되살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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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지었고, 그에 비추어 미래의 인생관을 선언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독야청청’이란 이름은 과거의 방의 모습에 대한 명명이자 미래
의 방에 대한 구상도 된다. 이와 같은 명명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학생들
로 하여금 방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미래의 생활을 전망
해 보도록 한다면, 막연히 자기 반성을 해 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
체적인 글쓰기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재기를 통한 소통적 글쓰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학생 글 두 편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유리재’는 자신을 비추어볼 수 있는 수단으로 스스로의 오만했던 모습을

회상하며 뉘우칠 장소로 적합하고, 오직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생각을 통
해 자신의 현 위치를 다시금 깨달으며 마음을 다잡기에 적합하니 이에 그
방의 이름을 붙여 ‘유리재’라고 한다.
‘유리재’라는 이름은 이곳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는 있을지라도 소통할

수 없을 거라는 뜻일 것이다.

첫 번째 글은 자기 방 이름을 ‘유리재’로 지은 학생의 글이고, 두 번째
글은 친구의 방 이름이 ‘유리재’라는 것을 들은 뒤 그 이유를 짐작하여 쓴
다른 학생의 글이다. 두 글은 ‘유리’의 의미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
였다. 이처럼 같은 이름을 달리 풀이한 글을 서로 교환해 봄으로써, 학생
들은 <소완정기>나 <독락재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두 편의 글을 종합하여 정리
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도 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생활 글쓰기 장르인 일기나 독후감과 비교해 보면,
이상에서 살펴본 재기(齋記)의 글쓰기 교육적 가치를 더욱 분명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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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기나 독후감은 정해진 독자가 없고 글의 구성이나 내용에도 정해
진 요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사람에게 막연한 느낌을 불러일으키
며,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마음대
로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글쓰기로는 작문의 의미 생성 능력이나 구성 능
력을 구체적으로 길러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재기(齋記)는 오늘날의 생활 글쓰기 교육에서 일정한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다. 재기(齋記)의 글쓰기는 상황과 대상이 비교적 분명
할 뿐 아니라, ‘내 집’ 또는 ‘내 방’이라는 제재가 갖는 상징성으로 말미암
아 내용 생성 방식도 분명하다. 이러한 틀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세계를
뚜렷이 드러내도록 이끌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결론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유도한다면 기존의 글쓰기 교육에서 부족했던 측면을 보
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재기(齋記)는, 의미 구성의 효율적 전략 차원을 넘어서 학
습자로 하여금 글쓰기의 본질을 새롭게 생각해 보도록 하는 장르이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타인에게 써 주는 재기(齋記)에서 작가는 상
대에 대한 공감이나 비판을 당호에 의탁하여 우회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의미의 명료한 전달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기능주의적 작문관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재기(齋記)를 읽고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간
접적인 의미 표현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재기(齋記)는 자신의 공간에 편액(偏額)으로 걸어두는 글이
었고, 때문에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깊이 음미하는 글이
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 음미의 과정은,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의미 전
달 방식으로 인해 더욱 진지하고 주의 깊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리라고 여
겨진다.
이런 문화는 현대의 학습자에게는 낯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의 본질과 관련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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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글이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만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며, 자신과 세계
를 진실하게 인식하고 새롭게 체험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발
견함으로써 학습자는 글쓰기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기(齋記)’는 신념을 표명하는 글쓰기인 동시에 자기 반성적 글쓰기

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자아를 주장하는 글쓰기인 동시에 자아의 변화를
촉진하는 글쓰기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어느 쪽
을 더 강조하는지는 작가에 따라 달랐다. 예컨대 허균이나 조위의 글에서
는 불우한 처지에서 오히려 자신의 세계를 분명히 주장하는 글쓰기 태도
를 엿볼 수 있고, 정약용의 글에서는 경전에 비추어 자신을 반성하는 글
쓰기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재기(齋記)는 소통을 지향하는 글쓰기이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지어주는 글인 경우 특히 이런 성격이 강했다. 작가는 지인
의 거처에 대해 재기를 써 줌으로써 상대의 가치관에 공감을 표시하거나
조언을 더해주기도 하였고, 세상의 풍조나 통념을 비판하는 내용을 전개
하기도 하였다. 박지원과 신흠의 글에서 이러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는 재기(齋記)를 씀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거나 반성
할 수 있었으며,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할 수 있었다. 오늘날 글
쓰기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반면, 재기(齋記)의 글쓰기는 전
달의 효율성 이전에 글쓴이의 인격 성장을 지향하는 글쓰기였다고도 볼
수 있다.
글은 말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한편 말과는 달리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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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는 글 고유의 가치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쓰기에서 말하기
와 같은 실용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26) 이런 맥락에
서, 재기(齋記)가 환기하는 글쓰기의 전통은 실용적 작문관의 한계를 보
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의사소통의 기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글쓰기를 통
한 자아의 반성과 타인의 발견을 추구하는 글쓰기가 바로 재기의 글쓰기
이기 때문이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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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재기(齋記)의 글쓰기 방식과 교육적 활용 방안
김서윤
재기(齋記)는 개인의 생활 공간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한문
의 한 장르다. 건물의 축조 과정을 밝히는 일반적인 기문(記文)이 객관적 사실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 공간을 소재로 한 재기(齋記)는 작가의
주관적 견해를 뚜렷이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
재기(齋記)의 글쓰기는 개인 공간에 적극적으로 의미을 부여함으로써 작가의
신념을 강하게 표명하는 글쓰기다. 특히 유배지에서 쓴 재기(齋記)의 경우, 세상
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자기 가치관을 추구해 나갈 공간으로서 개인 공간에 의미
를 부여하는 양상이 잘 나타난다. 또한 재기(齋記)의 글쓰기는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반성적 글쓰기이기도 했다. 특히 경전에서 집이나 방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 자기 반성적 맥락에서 경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글쓰기 방
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이나 방은 새로운 미래의 공간으로서 긍정적 의
미를 띠었다.
마지막으로 재기(齋記)의 글쓰기는 당호(堂號)에 의탁한 우회적 소통의 글쓰
기이기도 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아 써 주는 재기(齋記)의 경우 이러한 성격이
두드러졌다. 한편 재기(齋記)를 받은 사람은 이를 편액으로 걸어 두고, 글에 숨
어 있는 우회적 의미를 반복 음미할 수 있었다.
이상 재기(齋記)의 글쓰기는 문학 생활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
가 있다. 또한 생활 글쓰기 교육에서 의미 생성의 다양한 전략을 학습자에게 제
공해 주며, 학습자로 하여금 기능 중심 글쓰기를 넘어서 글쓰기의 새로운 가치
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제어] 재기(齋記), 신념 표명, 자기 반성, 우회적 소통, 생활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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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riting Style and Educational Meaning of Jaegi(齋記)
Kim, Suh-yoon
Jaegi(齋記) is a kind of classic writing style, in which the writer gives
name to his own room and explains why he does so. Generally, in Gi(記) of
a building the writer concentrates on facts about construction process of the
building. But in Jaegi(齋記), because main topic is a person's private room,
the writer expresses his own thought very obviously.
In Jaegi, the writer declares his creed clearly by emphasizing the meaning
of his own space. Especially when Jaegi is written in a place of exile, the
writer's room is a space only for his creed contesting to the world. Also, the
writer of Jaegi is inclined to self-reflection. Especially When he names his
room after a phrase of scriptures, the writer can interpretate its meaning by
reflecting his past faults. By reflecting his own past, the writer could prospect
future hopefully. In this case, writer's room contains prospect for future.
For last, in Jaegi people can communicate in a roundabout way by
allegorical meaning of room names. Especially when Jaegi is written for a
friend, the writer could sympathize of criticize him mediately. Then the
receiver would hang Jaegi in his room for repetitive reading.
So, educatiion of Jaegi-writing should focus on teaching such strategies as
forsaid. And also, students should know that Jaegi-writing is a recognizing
method of self and world.
[Key words] Jaegi(齋記), creed, self-reflection, mediate communication,
writing strategy 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