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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몽인의 1623년

김 홍 백*

1. 서: 유몽인의 마지막 6개월

2. 죽음의 과정

3. 절의의 계보

4. 결: 역사와 문학에서의 반복

1. 서: 유몽인의 마지막 6개월

柳夢寅(1559∼1623)은 광해군대 大北派에 의해 주도된 廢母殺弟에 반대한 수

많은 지식인 중 한 명이다. 동시에 광해군과 대북정권에 대항하여 발발한 인조

반정 직후 광해군을 위해 立節한 유일한 지식인이다.1)1)전자는 자신도 북인이면

서 오히려 서인과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한 경우이며, 후자는 자신도 서인처럼 광

해군대 후반의 亂政에 비판적이었으면서 오히려 반정에는 홀로 항거한 경우이

다. 유몽인은 폐모론을 주도한 李爾瞻(1560∼1623)에게도 비판적이었지만, 반정

을 주도한 李貴(1557∼1633)에게도 동의하지 않았다. 거의 동년배인 이이첨과는

선조 말년의 광해군 옹위에 함께 하였고 역시 거의 동년배인 이귀와는 牛溪 成

渾의 문하에서 함께 수학한 친구였다.

폐모론 정국과 인조반정은 광해군대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자

각 사건에 연루되었던 당시의 수많은 문인관료 지식인들이 당파에 따라 가해자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연보 (1977 어우집(附 어우야담), 경문사, 325면) “太師曰: 爲光海立節者, 柳夢寅一人
而已, 勳臣殺之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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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해자의 위치를 뒤바꾸었던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붕당정치의 산물이다. 그

런데 유몽인은 폐모론 정국의 북인 정권에서는 폐출되었고 반정 초기의 서인 정

권에서는 처형당한 것이다. 북인에 속하면서 북인에 완전히 속하지 않고 서인에

동조하면서 서인에 완전히 동조하지 않은 유몽인의 정치적 입장은 어디에서 연

유하는가? 본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고자 먼저 반정이 일어난 1623년 3월

부터 죽음에 이르는 당년 8월까지 유몽인의 마지막 6개월간의 행적을 추적하고

자 한다. 이어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광해군에 대한 ‘절의’가 어떠한 역사적,

문헌적 계보 위에서 사고되고 구현되었는지 그 절의의 계보와 의미를 거칠게나

마 해명하고자 한다.

2. 죽음의 과정

유몽인의 1623년(65세, 인조 1) 당시의 행적을 연보 에 의거하여 시간 순으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몽인은 직전 년부터 우거한 금강산 표훈사에서

1623년 초까지도 줄곧 스님들과 벗하여 노닐다가2)2)3월에 반정 소식을 듣는다.3)3)

그리고 4월 7일에 금강산을 떠나 철원의 보개산으로 은거지를 옮겼다가, 4월 23

일에는 다시 楊洲 西山으로 옮겨 松川 聽籟庵에서 투병생활을 하는 도중, 5월 1

일에는 도봉산 묘봉암에 오른다.4)4)단오를 맞이해 부모님 묘에 제사지낸 후에는,

2) 위의 책, 315면 “在金剛山表訓寺, 與悟僧爲伴, 托心於物外, 猶恐入山之不深.”

3) 위의 책, 315면 “此時, 名官將不安山林, 挈挈西徙, 謂法師法堅曰: 昔太公鷹揚牧野, 伯夷餓

死首陽, 晏子不死內難, 子路結纓死之, 商受暴主也, 其亡也, 聖人去國, 荀息之死奚齊, 爲白圭
之玷, 荀彧之死漢室, 或譏其太晚, 昌邑燕山之廢, 死節無人. 建文之禪, 魯山之岀, 宗社如舊,
而一縣盡死, 六臣不屈, 死生去就, 君子之大節, 我何以處之, 且欲以我平生所著述, 續梅月堂

集( 留別天德菴法師法堅序 와 일부 겹침), 送以琴書衣帒, 表訓僧作書, 與揄岾寺僧靈運, 畢
陳平生行蹟曰: 後日之來, 當卜地於外山, 日與師源源( 與楡岾寺僧靈運書 와 일부 겹침).”

4) 위의 책, 316면. 이 때 諫官이 유몽인이 賀班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논죄하여 파직 당한다.
유몽인은 조카와 아이들에게 “나는 뜻이 이미 굳었으니 이제 와서 고칠 수 없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을 필요 없다(我則素志已堅, 今不可改. 汝等不必效我)” 또 말하기를 “지금 세상

에 살면서 고인의 도를 행하는 일은 어렵다. 側室과 幼子 潙를 興陽으로 먼저 가게하고 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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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과 여노를 데리고 장차 지리산에서 은거하고자 길을 떠나려 했는데, 이 때

송천의 날씨가 매우 무덥고 폭우가 쏟아져 포기한다. 6월에도 청뢰암에서 투병

생활을 하며, 사람과 만나지 않고 폭포동 천수암과 서산 무덤가에서 은거생활을

이어 나간다. 그러한 와중에 7월, 광해군 복위계획에 가담했다는 무고로 서산에

서 체포되어 8월 5일에 사형을 당한다. 그리고 가평 진평리에 묻힌다. 이때 아들

유약도 국문 도중 문초를 못 이겨 죽게 된다.

그런데 이상의 행적 중 무고를 당해 사형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 한문학계의 泰斗인 淵民 李家源(1917∼2000) 선생은 근

대 초입의 유학자 河謙鎭(1870∼1946)의 東詩話 권2를 인용하여 “유몽인이 양
주로 망명하였다가 무신년(인조 6)에 柳孝立에 연루되어 잡혀와 李元翼, 申欽,

金尙憲이 獄官으로 문초하는 자리에서 이 시(孀婦詞-인용자)를 외웠다는 일화를

적어두었다”(1972 玉溜山莊詩話, 을유문화사) 하였다. 그러나 유효립(1579∼1628)
의 모반이 일어난 해는 무신년(인조 6, 1628)이 맞지만 유몽인은 그 5년 전인

계해년(인조 1, 1623)에 이미 죽었으며, 유몽인의 문초를 맡은 문신 중의 한 명

이 이원익임은 분명하나 신흠과 김상헌의 경우는 실록 등 여타의 사료 어디에서

도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오류는 아직 한문학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은

초창기 연구의 오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유몽인 고변 사건의 발화점부터 죽

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까지 그 고변자와 문초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문초과

정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으며 유몽인이 죽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자료로

는 어우집에 수록된 여타 작품과 연보 외에도 인조실록과 연려실기술,
公私見聞錄,5)5)愚谷日記, 정조실록, 獻議 , 諡狀 , 어제 신설 판부 , 어
제 추증 판부 , 柳活의 제문, 柳榮茂의 後序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각 자료

들은 그 고변과 문초의 과정에 대한 일면적이고 착종된 정보들이 많아 전체적인

像과 文集을 지켜라(居今之世, 行古人之道, 難矣. 使側室幼子潙, 先往興陽, 守畵像與文集)”

하였다.

5) 公私見聞錄: 鄭載崙(1648∼1723)의 野史이다. 효종․현종․숙종․경종 4조에 걸쳐 궁중
에 출입하면서 보고 들은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왕실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인물

이 객관적으로 서술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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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을 통한 종합화가 요구된다. 가령 인조실록에서는 1623년(인조 1) 7월
27일에 가선대부 柳應浻과 현령 柳應時, 정주목사 李愼 등이 대궐에 나와 무겸

선전관 柳湔이 유몽인과 기자헌, 유경종 등이 더불어 역모를 꾀하고 있음을 고

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6)6)연려실기술에서도 당대의 문신 李惟侃(1550∼

1634)의 우곡일기를 인용하여 마찬가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7)7)그러나 서
유방의 시장 에서는 고발의 주체가 유응형 등이 아닌 文晦와 李祐로8)8)기록되

어 있다.9)9)게다가 유몽인이 잡혀와 공초를 당하는 과정의 경위에 대해서는 인
조실록과 연려실기술 간의 기록이 어긋나는데, 가령 인조실록에서는 유몽
인이 도망치다 잡혀 와서는 말하기를 그의 아들 柳瀹이 鄭麒壽, 成佑吉, 劉歆 등

과 더불어 역모를 모의했는데 자신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전에 지

은 孀婦歎 을 좋아하여 아들이 이런 짓을 꾀했으니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비굴

하게 자복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10)10)연려실기술에 인용된 정재륜의
공사견문록에서는 유몽인이 周 武王의 反正에 백이숙제처럼 西山에 들어가 절
의를 지키고자 했음을 비감 어리게 서술하고 있다.

국문을 맡은 정승이 묻기를 “너는 어찌하여 역적모의를 했으며, 또 왜 망명하였느

냐?” 하니 몽인이 “광해가 필시 망하게 되리라는 것은 부인이나 어린 아이도 다 아

6) 인조실록 인조 1년(1623) 7월 27일, 柳應浻ㆍ柳應時ㆍ李愼 등이 대궐에 나아와 변란
을 고하다 .

7) 李肯翊(민족문화추진회 옮김, 1967), 練藜室記述 23권, 仁祖朝故事本末 柳夢寅의 옥사

“계해년 7월 27일 새로 임명된 定州牧使 李愼과 가선대부 柳應浻ㆍ현령 柳應時가 奇自獻
과 柳敬宗 부자를 고변하니 柳寅吉은 잡혀 갇히고 柳夢寅은 망명하였다. 愚谷日記.”

8) 文晦와 李祐는 이듬해인 1624년(인조2) 정월에는 인조반정에 큰 공을 세운 李适과 그 아
들 李荃을 고변하기도 했다. 찬자 미상, 逸史記聞 “이때 柳夢寅ㆍ李有林ㆍ黃鉉 등이 모
역죄로 처형된 뒤라서 도성 안에는 많은 변괴가 있었기 때문에 (중략) 인심이 뒤숭숭해

서 아무도 그 전말을 예측할 수 없었다. ○ 갑자년(1624, 인조2) 정월. 文晦ㆍ李祐 등이
고변하기를, ‘이괄과 그 아들 李荃은 모역할 기미가 뚜렷이 있다’고 하자, 昇平 金瑬 이하

는 誣告로 여기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

9) 徐有防, 어우집 후집 권6, 부록 諡狀 (한국문집총간 63, 603면) “有文晦ㆍ李祐者上
變告曰: 奇自獻一隊人, 謀復光海, 柳某父子, 亦入其中.”

10) 인조실록 인조 1년(1623) 7월 27일, <柳應浻ㆍ柳應時ㆍ李愼 등이 대궐에 나아와 변란
을 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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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고, 새 임금[仁祖]의 거룩한 덕은 천한 종들도 아는 일인데 내가 어찌 聖君

을 버리고 庸主를 복위시킬 뜻이 있겠소? 또 나는 망명한 것이 아니고, 다만 西山에11)11)

들어가 우거하려했을 뿐이오.”라 하였다. 정승이 말하기를, “네가 서산에 가려 했다

는 말은 나 또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만일 武王이 箕子를 세워 천자로 삼았다

면 백이와 숙제 또한 서산에 들어갔겠느냐?” 하니 몽인이 묵묵히 한참 있다가 말하

기를, “내가 전에 孀婦詞 를 지어서 내 뜻을 드러냈으니, 이것이 죄가 된다면 죽어
도 할 말이 없소.” 하고는 이어 상부사 를 외워 고하였다. 그 시에

七十老孀婦 일흔 살 늙은 과부가

端居守空壺 단정히 빈 규방을 지키며 살았네
傍人勸之嫁 이웃 사람이 시집 가라 권하니

善男顔如槿 미남의 얼굴 무궁화 같네만

慣誦女史詩 女史의 시를 익숙하게 읽고

猪知妊姸訓 妊姸의12) 교훈을 제법 알았으니12)

白首作春卷 흰머리로 젊은 모습 꾸민다면

寧不愧脂粉 연지와 분에 부끄럽지 않겠는가?13)13)

11) 西山: 楊州 西山을 가리킨다. 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송추계곡 및 일영계곡 근방이다.

옛날에는 서산 가마골이라고 했는데 일영봉이 상봉인 西山이 양주의 서쪽에 있어서 그렇

고 가마골은 도자기 가마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 한다. 양주 서산은 유몽인 집안의 先
塋이 있는 곳으로 훗날 백형 柳夢獅가 죽은 후 이곳에 묻혔으며, 유몽인도 수학기에 양

주 서산에 소재한 水鍾寺에서 독서했고, 1599년 임진ㆍ정유전쟁이 끝나고 4월에 모친상

을 당한 이후에는 이곳에서 삼년상을 치렀다. 유몽인은 대북파에 의해 파직당한 1618년
이후에 이곳에 은거하였는데 송추계곡에 소재하여 松溪라고도 불렸다. 여기에 우거하던

집을 ‘松泉精舍’라 하였다. 이 시기에 쓰인 시가 어우집 권2 松泉錄 에 수록되어 있다.
유몽인은 반정이 일어난 1623년(인조1)에도 금강산에서 보개산을 거쳐 내려온 4월 23일
부터 이곳 서산의 부모 무덤가에 우거하고 있다가 7월에 광해군 복위계획에 가담했다는

무고로 체포되었다. 이처럼 양주 서산은 젊은 시절의 독서공간으로부터 형들과 모친의

죽음 및 급기야 자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유몽인과 관련이 깊은 공간이라 하
겠다. 한편 서산은 백이ㆍ숙제가 은나라에 대해 절의를 지키며 고사리를 캐 먹다 죽은

수양산을 중의적으로 가리키기도 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成海應 또한 유몽인의 ‘西山’

은 그 집안의 ‘墳墓之鄕’이면서 동시에 그 이름이 백이의 ‘採薇之山’과 같다 하였다[成海
應, 硏經齋全集 續集 17책, 題柳於于寡婦詩後 (한국문집총간 279, 459면)].

12) 妊姒: 文王의 모친 太妊과 武王의 모친 太姒의 합칭으로, 현숙한 부녀를 말한다.

13) 상부사 의 번역은 연려실기술 국역본을 참조하되 대폭 수정하였다. 이 작품은 어우집
과 練藜室記述 외에도 어우집 필사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義貞公於于柳先
生文集 77長(古朝44-가144)(이하 국도본이라 약칭함) 및 成海應의 硏經齋全集 등의
여러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데, 시 배열과 자구 상의 차이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먼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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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여러 정승이 살리고자 하였지만, 勳臣이 “몽인을 죽이지 않으면 본받아

더욱 조정에 나오려 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堤防(예법과 기강)의 道

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마침내 역률로 논하였다. 공사견문.14)14)

그런데 위 인용문은 서유방의 시장 과도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는 점에서

서유방 또한 공사견문록을 참조한 듯하다.15)15)다만 위 자료의 말미는 유몽인을

활자본 어우집과 연보 에는 “七十老孀婦, 單居守空壼, 慣讀女史詩, 頗知妊姒訓, 傍人勸
之嫁, 善男顔如槿, 白首作春容, 寧不愧脂粉”[어우집 권2, 金剛錄 題寶盖山寺璧 癸亥

(한국문집총간 63, 344면); 年譜 (1977, 어우집(附 어우야담), 경문사, 316면)에 동
일하게 수록]으로 실려 있는데, 이 시가 국도본에는 孀婦詩(隱於西山時, 作此, 以自況伏
節, 時以此詩, 進于仁祖而死) (20번)라는 제목 하에 “七十老孀婦, 端居守空壼, 傍人勸之

嫁, 善男顔如槿, 嘗讀女史書, 稍知妊姒訓, 白首作春容, 寧不愧脂粉”(국도본 20번 작품)으

로 수록되어 있다. 함련과 경련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으며, 자구상으로는 어우집의
‘單’, ‘慣讀’, ‘女史詩’, ‘頗知’ 등이 국도본에서는 ‘端’, ‘嘗讀’, ‘女史書’, ‘稍知’ 등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李肯翊(1736∼1806)의 練藜室記述이나 成海應(1760∼
1839)의 硏經齋全集 등의 문헌에서는 孀婦詞 가 “七十老孀婦, 端居守空壼, 傍人勸之
嫁, 美男顔如槿, 慣誦女史詩, 猪知(硏經齋全集에선 頗聞)姙姒訓, 白首爲春容, 寧不愧脂
粉”과 같이 실려 있어, 각 연의 배열 순서에 있어서 자구상으로는 국도본과 목활자본 어

우집의 것이 혼효되어 있으며 “傍人勸之嫁, 美男顔如槿”이 함련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
에서 상대적으로 국도본의 시에 보다 가깝다. 그리고 작품의 주제 또한 국도본이나 여타

문집에서처럼 경련과 미련이 “嘗讀女史書, 稍知妊姒訓, 白首爲春容, 寧不愧脂粉(女史의

시를 익숙하게 읽고 임사의 교훈을 제법 알았으니, 흰머리로 젊은 모습 꾸민다면 연지와
분에 부끄럽지 않겠는가?)”로 배치되어야 문맥 상 보다 자연스러운 대비적 효과 위에 시

적 화자의 節操가 보다 또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듯하다. 이로 보건대, 국도본의 수록작

이 좀 더 초고본에 가까운 형태가 아닐까 한다.

14) 李肯翊, 練藜室記述 23권, 仁祖朝故事本末 柳夢寅之獄 “掌鞫相臣問曰: “何爲謀叛, 又
何以亡命?” 對曰: “光海之必亡, 媍孺皆知. 新王之有聖德, 奴隸亦知, 我豈有棄聖君, 復庸主

之意哉? 且我非亡命, 旦往居西山耳.” 相臣曰: “爾之西山之說, 我亦解聽矣. 使武王立箕子,

爲天子, 伯夷亦當入西山耶?” 夢寅黙然良久曰: “我嘗作孀婦詞, 以見志, 以此爲罪, 則死無
所辭.” 仍誦而告之曰: “七十老孀婦, 端居守空壼, 傍人勸之嫁, 善男顔如槿, 慣誦女史詩, 猪

知妊姸訓, 白首作春容, 寧不愧脂粉.” 諸相臣欲活之. 勳臣曰: “不殺夢寅, 則效尤而不欲立朝

者, 必多. 堤防之道, 不可不嚴.” 竟論以逆律(公私見聞, 作戊辰誤).” 번역은 연려실기술
국역본을 참조하되 대폭 수정하였다.

15) 徐有防, 諡狀 “公供曰: 光海之必亡, 媍孺亦知, 今王之有聖德, 奴隷皆誦之, 豈有背明君復
昏主之意哉? 委官曰: 何往而不參賀班? 公對曰: 往在西山. 又曰: 父無賢愚而子當盡力, 君

無明暗而臣當致命. 夷齊, 方孝孺所遇不同而不事二君, 一也. 願從方孝孺, 遊於地下. 回誦孀

婦詩曰: 以此爲罪, 死無所辭. 委官李梧里元翼欲義而釋之, 元勳金瑬獨以爲其在嚴隄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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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려는 정승과 죽이려는 훈신의 이름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결국 역률의

처분이 내려지는 대강의 경위만을 기술하고 있지만, 서유방의 시장에는 살리려

는 정승이 이원익이며 죽이려는 훈신이 金瑬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16)16)

그럼에도 연려실기술에 인용된 공사견문록은 유몽인이 죽게 되는 과정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에 반해, 연려실기술에 인용된 또 다른
사료인17)靖社錄17)․明倫錄에서는18)18)“이조 참판 유몽인은 흉적 괴수에게 아첨
하여 붙어 오랫동안 銓衡을 좌지우지하며 탐욕스러워 만족할 줄 몰랐다.”하였

고,19)19) 廟堂通諭文 에서는20)20)“유몽인이 도망가다가 잡혀와 몇 번 매질하지도 않

았는데 그 모의한 바를 일일이 자백하고 자신이 지은 시를 공술하여 廢主(광해

군)를 위하여 복수하려 했다며, 또 고발한 자들과 역적들의 공초에서 모두 진술

하기를 그 흉한 격문은 기자헌과 유몽인이 지은 것”이라며21)21)공히 연려실기술
에 함께 인용된 공사견문록과는 거의 상반되는 태도로 유몽인을 묘사하고 있
다. 이는 명륜록과 묘당통유문 등의 저자가 각기 영창대군의 외조부(인목대

비의 부친)로 화를 당한 김제남의 장손 金天錫(1604~1673)과 우계 성혼의 문인

으로 정인홍을 탄핵하다 좌천당한 후 인조반정으로 재기용된 趙翼(1579~1655)

과 같이, 광해군대에 고초를 겪다가 인조반정을 통해 정계에 복귀한 서인계 문

道, 不可不殺. 遂論以極律.”

16) 위 각주의 굵은 밑줄 표시 참조.

17) 靖社錄 : 저자 미상. 순조 때 문신 李源祚(1792∼1871)가 기왕의 野史․私記 등을 모아

엮은 4권 4책의 필사본 凝窩雜錄 권1에 수록되어 있다.
18) 明倫錄: 인조 때 金天錫이 광해군의 廢母殺弟事件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사건을 편년
체로 편찬한 6권 5책의 필사본. 김천석은 永昌大君의 외조부로 화를 당한 金悌男의 장손

으로, 獄事에 휘말려 일족이 화를 당하고, 혼자 화를 면하여 11년 동안 중 행세를 하며
전국을 방랑하였다고 한다.

19) 李肯翊, 앞의 책, 癸亥年罪籍 “靖社錄․明倫錄 合錄 (중략) 吏曹參判 柳夢寅, 諂
附兇魁, 久秉銓衡, 貪黷無厭.”

20) 廟堂通諭文 : 廟堂에서 반포한 通諭文으로, 趙翼의 문집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趙翼,

浦渚集 권23, 通諭文(以廟堂議作) (한국문집총간 85, 417면)].
21) 李肯翊, 앞의 책, 朴弘耈之獄 “逆賊柳湔等結約之書, 被告名在書中者幾四十人, 奇自獻其

首也. 而其中柳夢寅亡逃被捉, 榜掠不多, 一一自服其所爲謀, 至供其所爲詩, 言欲爲廢主

復讎. (중략) 告者及賊招云, 兇檄乃奇自獻ㆍ柳夢寅所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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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러한 사료들과 달리 전술한 공사견문록과 서유방의 시장 은 비교

적 객관적으로 그 전모를 밝히고 있음에도, 공사견문록은 서유방의 시장 과

달리 공초에 참여한 문신의 이름을 누락시키고 있으며 서유방의 시장 은 고발

의 주체를 유응형으로 기록한 인조실록과 달리 문회와 이우로 기록하고 있다
는 점에서, 여전히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모호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사료의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그 중 하나가 유몽인의 후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연보 이다.22)22)

여기에는 앞서 검토한 사료들과 중복되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기왕에 현전하는

자료들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참

조가 된다. 이를 앞서 인용한 공사견문록의 해당 부분과 비교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① 公事見聞錄: 掌鞫相臣問曰: “何爲謀叛, 又何以亡命?” 對曰: “光海之必亡, 媍
孺皆知. 新王之有聖德, 奴隸亦知, 我豈有棄聖君, 復庸主之意哉? 且我非亡命, 旦

往居西山耳.” 相臣曰: “爾之西山之說, 我亦解聽矣. 使武王立箕子, 爲天子, 伯夷
亦當入西山耶?” 夢寅黙然良久曰: “我嘗作孀婦詞, 以見志, 以此爲罪, 則死無所

辭.” 仍誦而告之曰: “七十老孀婦, 端居守空壼, 傍人勸之嫁, 善男顔如槿, 慣誦女

史詩, 猪知妊姸訓, 白首作春容, 寧不愧脂粉.” 諸相臣欲活之. 勳臣曰: “不殺夢寅,

則效尤而不欲立朝者, 必多. 堤防之道, 不可不嚴.” 竟論以逆律. (公私見聞, 作
戊辰誤)23)23)

22) 연보 (1977, 어우집[附 어우야담(萬宗齋本-필자)], 경문사, 314-326면). 萬宗齋本 어
우야담을 편찬한 柳濟漢은 발문에서 “柳琹이 文集 12권과 年譜 1권을 간행”하였다고 하
였다(1977, 어우야담 발문 어우집(附 어우야담), 경문사, 2면). 이로 보건대 목활자
본 어우집이 1832년(순조 32)에야 비로소 7대 旁孫 柳琹과 8대 旁孫 柳榮茂 등에 의해
수집ㆍ편차되어 간행될 때, 於于集의 발문( 新刊於于堂遺集跋 )을 지은 柳琹이 유몽인
의 年譜 까지 작성하여 수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유금은 이미 1794년(정조 18)

에 신원ㆍ증직된 유몽인과 아들 柳瀹, 조카 柳澯의 전례에 의거하여, 1795년(정조 19)에

올린 상소에서는 유몽인의 조카 柳活의 증직을 요청한 바 있다[일성록 정조 19년
(1795) 윤2월 19일조].

23) 李肯翊, 앞의 책, 鄭載崙, 公事見聞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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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年譜 : 七月, 有柳應浻者, 自書人名數十, 上變誣告曰: “柳某等欲謀復舊君, 又

文晦ㆍ李祐者上變告曰: (중략)” 對吏委官問曰: “何焉謀叛?” 對曰: “光海之必

亡, 媍孺亦之. 新王之有聖德, 奴隸咸誦, 豈有背明君, 復庸主之意?” 曰: “然則,

何往而不參賀班?” 公對曰: “往在西山.” 李延平(李貴)曰: “西山之意, 我知之.

若使武王立箕子, 徵子爲天子, 伯夷亦當入西山耶?” 對曰: “伯夷不事於異姓之相

代, 方孝孺不事於至親之相代. 雖所遇不同而不事二君, 一也, 願從方孝孺, 遊
於地下, 足矣.” 曰: “方孝孺之志, 以舊君之無失德. 對曰: 父無賢愚而子當盡

力, 君無明暗而臣當致命. 我有所作孀婦詩, 以見己志, 以此爲罪, 死無所限.” 卽

誦告曰: “七十老孀婦, 單居守空壼, 慣誦女史詩, 頗知姙姒訓, 傍人勸之嫁, 善男顔

如槿, 白首作春容, 寧不愧脂粉.” 掌鞫大臣 李完平(李元翼), 義而欲釋之. 諸相

臣亦有傅生之議, 勳臣金瑬獨曰: “當此危疑之時, 若不殺此人, 則效尤而不欲立朝

者, 必多. 堤防之道, 不可不嚴.” 又曰: “若使此輩, 奉舊君而來, 吾屬固無噍類.
其時, 諸君何以當之?” 諸相臣無以應. 李完平曰: “無奈何死矣.” 夫公仰首而

言曰: “吾始以大監爲賢宰相, 今以觀之, 大監亦俗人耳.” 遂任金瑬ㆍ自點輩.

唆議論以極律, 竟以是年八月五日, 遇禍.24)24)

먼저 연보 는 전술한 인조실록이나 서유방의 시장 과 달리 고변자가 유응

형과 문회, 이우 모두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유응형만을 언급한 실록이나

문회와 이우만을 언급한 시장보다 상세하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유응형이 고변

하고 뒤이어 문회와 이우가 고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공초 장면에

있어서도 공사견문록 에서는 문초를 맡은 문신과 살려주고자 한 문신 및 죽이

고자 한 문신이 각기 ‘相臣’, ‘여러 상신(諸相臣)’, ‘勳臣’ 등으로만 표기된 반면,

연보 에서는 그 문신들의 성명이 각각 李延平(李貴), 李完平(李元翼), 金瑬임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 연보 에는 어린 시절의 벗이었던 이귀의 공초에

논변하는 방식으로, 그가 백이와 方孝孺에25)25)의탁하여 그들처럼 ‘不事二君’의 뜻

을 좇아 지하에서 노닐겠다는 마음과 더불어 부모의 賢愚에 상관없이 자식은 마

24) 연보 , 316면.

25) 方孝孺(1357~1402): 자 希直․希古. 호 遜志. 浙江省 寧海縣 출생. 方正學이라고도 한다.

1402년 명 태조의 넷째 아들인 燕王(영락제)이 조카인 建文帝를 축출하고 제위를 찬탈한

뒤에 그를 불러 즉위 詔書를 쓰게 하자 붓을 던지며 “죽으라면 죽겠으나 이 조서는 쓸
수 없다.”라고 거절하여 일족과 친우․제자 등 847명이 연좌되어 죽었다고 한다. 저술에

周禮辨正 등 몇 가지가 있었으나 모두 영락제에 의해 소각되고, 遜志齋集(24권) 및
方正學文集(7권)이 전할 뿐이다(明史 卷141 方孝孺列傳 참조).



202·한국문화 74

땅히 힘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임금의 明暗에 상관없이 신하는 마땅히 목숨을

다 바쳐야 한다는 의지가 서술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26)26) 공사견문록 을 포함한

여타 사료에는 이 대목이 모두 발견되지 않는다. 더구나 공사견문록 에서는 유

몽인을 살리고자 한 시도가 “여러 상신이 그를 살리고자 하였다(諸相臣欲活之)”

로만 간략히 기술된 것에 반해, 연보 에서는 “당국의 대신 이완평이 義로서 풀

어주고자 하였고 여러 상신 또한 죄를 경감시켜 살려줄 뜻이 있었다(掌鞫大臣

李完平, 義而欲釋之, 諸相臣亦有傅生之議)”와 같이 이원익의 시도가 ‘의’에 입각

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에 대한 훈신 김류의 반대 논리와 그에 설복당하

는 이원익의 모습 및 그러한 이원익에 대한 유몽인의 냉소까지 그 경위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훈신 김류가

“(만약 유몽인을 살려줘서) 그가 舊君[광해군]을 받들어 복권한다면 우리들은

진실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 그 때에 여러분들은 감당하시겠느냐?”라고 압박

하자 이원익이 “(그렇다면) 죽임은 어찌할 수 없다.”며 설복 당한다. 이에 유몽

인이 “저는 처음엔 대감(이원익)께서 현명한 재상인 줄 알았는데, 이제와 보니

대감 역시 속인일 따름이구려.”27)라며27)일갈한다. 뿐만 아니라 연보 에는 유몽인

을 극률로 죽게 한 주모자가 김류 외에 金自點도 있었으며, 사형에 처해진 날짜

는 그 해(1623년) 8월 5일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28)2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몽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는 유응형과 문회,

이우 등이 고변하고 이귀가 주도한 공초 현장에서 유몽인이 백이와 방효유를 의

탁해 불사이군의 의지를 드러내며 상부사 를 읊은 것, 그 때문에 온건파인 이

원익을 포함 여러 상신들이 살려주고자 했지만 만약 살려주어 광해군이 복위하

면 나중에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김류의 강경한 반대 논리와 그에

설복당한 이원익 등의 동조를 통해 결국 김류와 김자점 등에 의해 역률에 처해

26) 연보 , 316면 “對曰: ‘伯夷不事於異姓之相代, 方孝孺不事於至親之相代. 雖所遇不同而不
事二君, 一也, 願從方孝孺, 遊於地下, 足矣.’ 曰: ‘方孝孺之志, 以舊君之無失德.’ 對曰: ‘父

無賢愚而子當盡力, 君無明暗而臣當致命.’”

27) 연보 , 316면 “又曰: ‘若使此輩, 奉舊君而來, 吾屬固無噍類. 其時, 諸君何以當之?’ 諸相臣

無以應. 李完平曰: ‘無奈何死矣.’ 夫公仰首而言曰: ‘吾始以大監爲賢宰相, 今以觀之, 大監亦
俗人耳.’”

28) 연보 , 316면 “遂任金瑬ㆍ自點輩. 唆議論以極律, 竟以是年八月五日, 遇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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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유몽인이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폐주 광해군을 복위시키고자 한

시도가 실제로 도모되던 인조 1년의 혼란한 정국에서, 자신을 백이와 방효유에

가탁함으로써 인조를 武王과 폐위를 찬탈한 명 燕王 永樂帝에 견주며 광해군에

대한 절의를 상부사 라는 시로 읊은 유몽인의 존재가 당시 반정의 기초를 튼튼

히 세워야 했던 훈신들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인조 2

년에도 이귀가 “유몽인이 한 번 백이에 관한 설을 주창하자 학식이 있는 사람까

지도 따라서 화답했습니다.”라고 회고하며 인조에게 경계했을 정도로 반정의 초

기 정국에서 유몽인의 영향력은 작지 않았던 것이다.29)29)

3. 절의의 계보

폐모론 정국과 인조반정은 조선 중기 붕당정치의 데칼코마니적 사건이다. 대

북과 소북, 북인과 서인 사이의 정치적 입장차는 일견 ‘대립’되어 보이나, ‘대립’

하는 것은 서로 닮게 된다. 이는 권력과 반권력의 존재 양식이 닮게 되는 것과

같다. 대북의 입장에서든 서인의 입장에서든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

을 멸절시키고자 한 점에서는 상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은 그 ‘중간’

을 용납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간’이란 북인이면서 북인과 다르고 서인에 동조

하면서 서인에 완전히 동조하지는 않는 중간자적 존재상황을 가리킨다. 이는 유

몽인의 정치적, 실존적 입장이 북인과도 서인과도 일정한 ‘간극’을 지니고 있다

29) 인조실록 인조 2년(1624) 11월 27일 5번째 기사 “貴曰: (중략) 此時不可徒仁而無威也.
殿下如用臣言, 紀綱立、國家治矣. 柳夢寅一唱伯夷之說, 雖有識之人, 有從而和之者. 今

者幸賴天佑, 罪人斯得, 若使數百人, 挾珙而爲亂, 則豈不寒心哉?” 한편 인조 3년의 기사에

서 이귀는 인조를 무왕에 견주는 이 같은 ‘伯夷之說’의 최초 제기자로 任叔英(1576~
1623)을 지목하고 있다. 그의 논에 유몽인 또한 말미암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인조실록
인조 3년(1625) 3월 25일 4번째 기사. “이귀가 아뢰기를, (중략) 반정 초기에 임숙영이

신에게 말하길 ‘이때에 전하를 무왕에 견준다면 마땅히 백이와 같은 절의 있는 자 또한
있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유몽인과 여러 역적이 있게 된 것은 대개 이러한 논에

말미암은 것입니다[貴曰: (중략) 當反正之初, 任叔英言於臣曰: ‘今之時, 若比殿下於武王,

則宜有伯夷之節云’ 其後乃有柳夢寅及諸賊, 蓋由此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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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것은 ‘미세한 차이’이자 ‘위태한 사이’이다.

1623년 3월 반정 직후 “새로운 성군께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왜 벼슬을

구하지 않고 다시 입산하여 배회하고 있느냐?”라는 중의 힐난에 유몽인은 다음

과 같이 토로하였다.

저는 늙고 망령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산에 들어온 것은 세상을 가벼이 여겨서
가 아니라 산을 좋아했기 때문이요, 지금 산을 떠난 것은 관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산에 머물게 된 것은 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양식

값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물이 오래되면 神이 되고, 사람이 늙으면 쇠해지는 법

입니다. 6년 전에 미리 화를 피한 것은 神의 작용 때문이고, 이익을 보고도 달려가지

않은 것은 기력이 쇠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仙山에 머물렀던 것은 고고한 이유에

서였지만, 지금 野山에 들어온 것은 속된 이유에서입니다. 진흙탕에 뒹굴어도 더럽혀
지지 않음은 깨끗함이요, 먹을 것이 있다고 이를 좇음은 비루함입니다. 내가 어느 곳

에 처하겠습니까. 아마도 才와 不才, 賢과 不賢, 智와 愚, 貴와 賤의 사이가 아닌가

합니다.30)30)

1622년 9월에 입산한 곳이 금강산이라면, 1623년 4월에 금강산을 떠나 다시

입산한 곳이 寶盖山이다. 여기서 유몽인은 상부사 [원제: 보개산 사찰 벽에

쓰다(題寶盖山寺璧) ]를 지었다. 위 글에서 유몽인은 금강산과 보개산 입산의

이유가 세상을 가벼이 여겨서나 관직을 위해서 아니라 저번엔 산을 좋아했고 이

번엔 양식 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반정 직후 출사하지 않은 이유가

기력이 쇠했기 때문이라는 언술과 마찬가지로 반정의 조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

은 자신의 심경을 우회해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유몽인은 입산이라는 행위의 두 층위인 ‘깨끗함(금강산 입산)’과 ‘비루함(보개산

입산)’을 각기 才와 不才, 賢과 不賢, 智와 愚, 貴와 賤으로 등치시켜 자신은 그

‘사이(間)’에 처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일견 대북 정권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깨

끗함’으로 서인 정권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비루함’으로 표상하는 듯하지만, ‘사

30) 어우집 권4, 遊寶盖山, 贈靈隱寺彦機，雲桂兩僧序 (한국문집총간 63, 390면) “余老
妄人也, 向之入山, 非輕世也, 樂山也, 今之去山, 非爲官也, 乏食也, 留此山者, 非愛山也, 穀
賤也, 物久則神, 人老則耗, 避禍先六載, 神也, 見利不疾趨, 耗也, 前年處仙山, 高也, 今年投

野山, 俗也, 泥而不滓, 潔也, 有食從之, 陋也, 吾何處之哉, 其惟才不才賢不賢, 智與愚貴與

賤之間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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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처한다는 중간자적 입장을 통해 자신의 선택이 깨끗하든 비루하든 지혜롭

든 우활하든 상관없이 데칼코마니적 붕당의 어느 일방에도 속하지 않은 채 양측

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자적 존재

태도는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정국에서는 실로 위태로운 것이라 하겠다. 대립은

언제나 각 진영 안에 잠복되어 있는 다성적이고 다층적인 스펙트럼을 단일하고

단성적인 것으로 통어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양쪽 진영의 어디에도 가담하지 않

는 ‘중간’과 ‘사이’는 특히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이’는 이러한 동일성을 위

협한다. 이러한 위태로운 존재 태도는 정치적으로 첨예한 현실 정치에서 ‘절의’

라는 유가적인 실존에 틈입한다.

절의를 지킨다는 것은 일종의 ‘비전향’이다. 不事二君은 중세 동아시아 정치사

에서 이념적으로는 진부하지만 실천적으로는 극도로 위험한 ‘비전향’의 실존적

태도이다. 역성혁명과 왕위찬탈을 통한 ‘전향’이 나름의 이념적 논거와 역사적

전고를 갖추듯, 불사이군으로서의 ‘비전향’ 또한 나름의 이념적 논거와 역사적

전고를 갖추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대부의 정치적 선택 또한 언

젠가 있었던 ‘과거의 우물’(토마스 만)에서 다시 퍼 올린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타자(과거)가 따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느 시점에서든 한 사람의 주체적

생각과 행동은 당연하게도 역사상 처음 사고되었거나 행해진 것이 아니라, 언젠

가 있었던 역사 속 고인의 생각과 행동에 암묵적으로 빚지고 있다. 중세 동아시

아의 문인사대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약여하다. 게다가 각 문인사

대부가 처한 정치적, 정신적, 문학적 현실이 유가적 이념(윤리)과 옛사람의 문장

(古文)에 어긋날수록 그들에게 절대적(보편적) 규준으로서 재차 소환되고 지금

의 현실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재차 참조되는 것은 결국 요순 이래의 동아시

아 역사와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 및 선진양한의 고문이라는 ‘텍스트’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자신이 처한 정치적, 실존적 상황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역사상의

인물과 사건이 다시금 환기되고 자신의 삶 안에서 비평되고 음미되며 나아가 겹

쳐진다. 이는 유몽인이라는 한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유몽인 사후 그의 죽음을

평가한 후대의 글에서도 공히 발견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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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몽인 절의의 역사적, 문학적 출전과 활용

시대 전범 비고 텍스트 於于集 인용/비평/활용

은말주초
백이,
숙제

周 武王,
역성혁명,
西山

史記,
採薇歌

次丁學官韻 (권1), 感懷 (권2), 留別
天德菴法師法堅序 (권4), 新刊於于堂遺
集跋 (권6), 送李而立赴賀冬至于燕京序
(후집 권3), 贈金剛山三藏菴小沙彌慈仲
序 (권4), 送宣生南歸序 (권3), 祭文
(柳活, 후집 권6), 諡狀 (徐有防, 후집
권6), 後集後敍 (권6)

전국시대 굴원
楚 懷王,
군신간의
불화

離騷 ,
遠遊賦

次碧潼客舍韻遣憫 (권1), 古詩 (권1), 遄
死行 (권1), 文章(권2), 擬李白古詩五
十九首 (권2), 贈瀋陽擧子寶都寶印昆季
赴北京詩序 (권4), 新刊於于堂遺集跋 (권
6), 鄭相國遷葬輓詞 (후집 권1), 題詩
經鄭衛風後 (후집 권4), 遊頭流山錄
(후집 권6), 御製貤贈判付 (후집 권6),
諡狀 (徐有防, 후집 권6), 後集後敍
(권6)

송말원초 文天祥 元, 충절 宋史
送宣生南歸序 (권3), 燕京雜詩 (후집
권2), 送李而立赴賀冬至于燕京序 (후집
권3), 送金書狀赴京歌序 (후집 권3), 一
士與天爭賦 (후집 권6),

원말명초 楊維楨
張士誠, 大周,
주원장, 명조

老客婦謠
題寶蓋山寺璧(孀婦詞) (권2), 與楡岾
寺僧靈運書 (권5)

여말선초 鄭夢周
정도전,
역성혁명

圃隱集
贈禮曹參判行平海郡守車公神道碑銘竝序
(권6), 敬次端川壁上韻 (후집 권1), 送
回答副使朴典翰 梓 入日本序 (후집 권
3), 敎鄭家廟書 (후집 권4),

명나라 초 方孝孺
건문제,
영락제,
靖難의 變

明史
留別天德菴法師法堅序 (권4), 新刊於
于堂遺集跋 (권6), 諡狀 (徐有防, 후집
권6), 後集後敍 (권6)

조선 초 김시습
단종, 세조,
癸酉靖難

梅月堂集,
題渭川垂釣圖
(正祖 인용)

연보 수록 시, 留別天德菴法師法堅序
(권4), 御製伸雪判付 (후집 권6), 御製
貤贈判付 (후집 권6), 諡狀 (徐有防, 후
집 권6), 後集後敍 (권6)

조선 중기
(명말청초)

유몽인
광해군,
인조반정

於于集

인조반정이라는 정치적 격변은 광해군대 조선이 직면한 대내외의 고유한 역사

적 조건(대외: 명말청초, 대내: 선조대의 세자 책봉문제와 선조ㆍ광해군대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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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치) 속에서 초래된 단독적 성격의 사건임과 동시에 夏殷周 三代부터 춘추전

국시대를 거쳐 중세 동아시아의 역사적 격변기인 송말원초와 원말명초에는 물론

명나라 초와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발했던 역성혁명과 反正, 靖難

등의 정변이 다시금 구조적으로 반복된 사건이다. 따라서 인조반정에 대한 유몽

인의 대응 또한 지난 역사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었던 정변과 그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태초의 사건은 역시 주나라 무왕이 천자국인 은나라 주왕을 상대로 한 역

성혁명이며, 그 태초의 대응은 은나라에 대해 입절하며 西山에 은거하여 고사리

를 캐 먹다 죽은 백이와 숙제이다. 두 번째의 사건과 대응은 전국시대 초나라

회왕이라는 혼군에 충절을 바친 신하인 굴원이 멱라수에 몸을 던져 죽은 고사이

다. 세 번째는 송말원초의 정치가인 문천상이 남송이 원나라에 항복하자 저항하

다 체포되고 그의 재능을 아낀 쿠빌라이칸에 의해 전향을 권유받았지만 거절하

고 죽음을 택한 사건이다. 네 번째는 원말명초의 정치가이자 문단의 영수였던

양유정이 당시의 군웅 중 하나였던 장사성이 새로 세운 나라인 大周에 출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당시의 신흥국인 주원장의 명나라에 대해서도 출사를 거부했

던 사건이다.31)31)다섯 번째는 원말명초와 동시기인 여말선초에 정도전과 이성계

의 역성혁명에 대하여 정몽주가 고려에 대해 입절하다 죽은 사건이다. 여섯 번

째는 명나라 초 연왕 주체(영락제)가 조카 건문제를 몰아낸 靖難의 변에 대해

방효유가 입절하다 멸족의 화를 입은 사건이다. 일곱 번째는 조선 초 수양대군

(세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낸 癸酉靖難에 대해 김시습 등이 입절하여 세상을 등

진 일이다. 주지하듯 계유정난은 명조에서의 ‘정난의 변’을 반세기의 시차를 두

고 조선에서 반복한 것이며, 그 연결 고리에는 자신의 누이를 영락제의 후궁으

로 보내고 스스로는 수양대군을 도와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된 韓確(1403∼1456)

이라는 자가 있다.

한편 각각의 정변과 그에 대한 입절로서의 대응은 모두 史記의 백이열전

31) 양유정은 주원장이 보낸 사람에 의하여 강제로 남경으로 끌려왔으나, 120일을 기다린 후

상소를 올려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老客婦謠 라는 시를 써서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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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採薇歌 , 굴원의 離騷 , 遠遊賦 및 宋史와 明史, 김시습의 梅月堂集
같은 역사서와 문학 텍스트를 통해 기록되고 평가되어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

介之推는 불타 죽었고32)32)陳無己는 얼어 죽었으니,33)33)춥고 뜨거운 것은 비록 다르

나 죽은 것은 매한가지이다. 또 백이는 고사리 캐 먹다 굶어 죽었고34)34)두보는 상한

술과 고기를 먹다 죽었으니,35)35)굶주리고 배부른 것은 비록 다르나 죽은 것은 매한가
지이다.36)36)

지난 날 晏子는 내란에도 죽지 않았고37)37)子路는 갓끈을 단정히 동여매고 죽었으며38)38)

伯夷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고 太公望은 牧野에서 매가 하늘로 솟구치듯 하였습니
다.39)39)하나라 受(紂王의 이름)는 폭군인데도 그가 죽자 성인은 나라를 떠났습니다.

32) 介之推는 불타 죽었고: 개지추는 춘추시대 晉나라 사람으로 介子推라고도 한다. 文公을

따라 19년 동안 망명하다가 귀국했으나 封祿을 받지 못하자 緜山에 숨어들었는데, 문공

이 그를 나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질렀을 때 끝내 거부하고 불타 죽었다(春秋左氏傳
僖公24年, 史記 卷39).

33) 陳無己는 얼어 죽었으니: 송나라 시인 陳師道를 가리킨다. 무기는 그의 자이며 호는 后

山이다. 젊었을 때 曾鞏에게 배웠고,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다. 사람됨이 고아하고 절개

가 있어 안빈낙도했지만, 어려움 속에 곤궁하게 살다가 추위와 병에 시달리다 죽었다(
宋史 卷444, 陳師道列傳).

34) 백이는……죽었고: 殷나라가 周 武王에게 멸망당하자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겠다면서 고
사리만 뜯어 먹다가 굶어 죽었던 伯夷 叔齊의 고사를 가리킨다.

35) 두보는……죽었으니: 두보가 770년에 악양을 떠나 耒陽 지역을 떠돌다 상한 소고기와 백
주를 먹다 병들어 죽은 것을 가리킨다(舊唐書 卷201, 杜甫列傳).

36) 어우집 권4, 금강산 삼장암 사미 자중에게 준 서(贈金剛山三藏菴小沙彌慈仲序) (한
국문집총간 63, 381면) “介之推死於焚, 陳無己死於凍, 寒熱雖殊, 而死則同也; 伯夷死於
薇蕨, 杜甫死於酒肉, 飢飽雖殊, 而死則同也.”

37) 晏子는……않았고: 안자는 춘추말기 齊나라의 정치가 安嬰을 가리킨다. 관련된 고사는

다음과 같다. 齊나라 崔杼가 莊公을 죽인 뒤 景公을 군주로 세우고 자신이 승상이 되고
慶封을 좌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백성에게 맹약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 맹세하는 말

에 “최, 경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였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晏子가 말을 바꾸어

서 맹세하기를 “나 안영은 맹세하노니 오직 임금에게 충성하고 사직을 이롭게 하는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천벌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럼에도 최경은 안영을 죽이지 않았다(春
秋左氏傳 襄公25年).

38) 子路는……죽었으며: 자로가 衛나라 태자 蒯聵의 난리에 부상을 당한 뒤 갓끈이 떨어지

자, 君子가 갓을 벗고 죽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풀어진 갓끈을 다시 단정히 동여매고 죽

었던 고사이다(春秋左氏傳 哀公 1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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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邑王과40)40)燕山君이 폐위되었을 때는 죽음으로 절의를 지킨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荀息은 奚齊를 위해 죽었는데41)41)말을 잘못한 白圭의 오점42)42)때문입니다. 荀彧은 한나

라 황실을 위해 죽었으나43)43)어떤 이는 너무 늦었다고 비난합니다. 建文帝가 禪位하

고 魯山君(단종)이 폐출되어도44)44)宗社는 의구하였으나 온 고을 사람이 다 죽었고 六

臣은 굽히지 않았습니다.45)45)죽고 사는 것과 떠나고 나아가는 것은 군자의 大節이니,

39) 太公望은……하였고: 태공망은 70세에 渭川에서 낚시를 하다 周 文王을 따른 呂尙을 가
리킨다. 매가 하늘로 솟구친다는 말은 武威를 자랑하는 장수라는 말이다. 시경 大雅

大明 에 “이때 太師 尙父(태공망)가 마치 매가 솟구치듯, 저 무왕 도와서 상나라를 정벌

하니, 會戰한 그날 아침 청명했도다(維師尙父, 時維鷹揚, 涼彼武王, 肆伐大商, 會朝淸明)”
하였다.

40) 昌邑王: 창읍왕은 한나라 昌邑哀王 髆의 아들로, 이름은 賀이다. 漢 昭帝가 죽은 뒤 후사

가 없어 霍光 등 대신에 의해 창읍왕이 제위에 올랐다. 그러나 음란한 행동을 자행하다

가 즉위한 지 27일 만에 폐해지고 말았는데, 그가 제위에 있는 동안 자기 生父인 哀王에
게 太牢로 제사 지냈다(漢書 卷68, 霍光列傳).

41) 荀息은……죽었는데: 순식은 晉 獻公의 신하이다. 진 헌공이 순식을 불러서 총애하는 아
들인 奚齊를 다음 임금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고 묻자, 순식이 목숨을 걸고 보증하면서

임금의 명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헌공이 죽은 뒤에 해제가 里克에게 살해되

자 순식이 따라 죽으려 하다가, 해제의 아우인 卓子를 세워 보좌하는 것이 옳다는 말을
듣고 탁자를 임금으로 세웠으나, 탁자가 또 조정에서 이극에게 살해당하자 순식도 마침

내 목숨을 버렸다(史記 卷39, 晉世家).
42) 白圭의 오점: 언어의 잘못을 뜻한다. 시경 大雅 抑 중에 “흰 옥돌 속에 있는 오점은

그래도 깎아서 없앨 수 있지만, 말을 한 번 잘못해서 생긴 오점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

다(白圭之玷, 尙可磨也. 斯言之玷, 不可爲也)”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자의 제자인 南容이
매일 이 구절을 세 번씩 반복해서 외우자, 공자가 이를 훌륭하게 여겨 자신의 조카딸로

처를 삼게 했던 고사가 있다(論語 先進).
43) 荀彧은……죽었으나: 순욱은 후한 獻帝 때 曹操 밑에서 벼슬하여 奮武司馬에 이르렀는

데, 뒤에 董昭 등의 大臣이 조조가 난리를 평정한 공이 많다는 이유로 九錫을 하사하고

國公에 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조가 이 일에 대해 순욱에게 은밀히 물었는
데, 순욱이 충의의 도리에 입각하여 그러한 일은 온당치 못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조조

가 불쾌하게 여겼다. 그 뒤에 조조가 濡須로 진격했을 때 순욱은 병으로 壽春에 남아 있

다가 울화병에걸려 죽었다(三國志 卷10, 魏書10 荀彧裴注). 그러나 후한서 권70, 荀
彧列傳 에는 순욱이 약을 먹고 자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44) 建文帝가……폐출되어도: 건문제는 명나라의 2대 황제인 惠帝로 건문은 그의 연호이다.

명 태조 주원장의 장손으로, 1402년 무력 침공을 자행한 숙부인 永樂帝에 의해 쫓겨났다.

이때 수도가 金陵에서 燕京으로 옮겨졌다. 노산군은 세종의 손자인 단종으로, 숙부인 世
祖에 의해 쫓겨났다. 이 후 寧越로 유배되었다.

45) 종사(宗社)는……않았습니다: 온 고을사람이 다 죽은 것은 方孝孺의 일족이 모두 처형당



210·한국문화 74

제가 어느 곳에 처해야 하겠습니까. 장차 제 평생의 저술로 梅月堂集을 잇고자 하
니 어떠하겠습니까.46)46)

반정 이후 지어진 위 인용문들에는 백이 외에도 개지추와 진무기, 두보 및 안

영, 자로, 태공망, 하나라 주왕과 기자, 창읍왕과 연산군, 순식과 순욱, 건문제와

노산군, 영락제와 세조, 방효유와 사육신, 김시습 등 중국과 조선의 지난 역사에

등장했던 혼군과 충신, 정변의 주체와 대항하여 입절한 문신들의 고사들이 때로

는 문면에서 때로는 이면에서 즐비하게 열거되고 있다. 이중 유몽인이 가장 주

목하는 역사적 사건은 가장 최근에 발발했던 건문제와 노산군의 폐위 사건이다.

“建文帝가 禪位하고 魯山君(단종)이 폐출되어도 宗社는 의구하였으나 온 고을

사람이 다 죽었고 六臣은 굽히지 않았습니다.”라는 대목의 구체적인 정황은 다

음과 같다. ‘온 고을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永樂帝가 조카 건문제를 쫓아

내고 즉위하면서 방효유에게 즉위 교서를 작성하도록 시켰으나 듣지 않고 오히

려 임금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고 써서 일족과 함께 처형당한 사건이며, ‘육

신은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지하듯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되

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육신 또는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으나 평

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살았던 김시습 등의 생육신을 가리킨

다. 반정 이후 유몽인의 입절은 현재의 자신이 처한 정치적, 실존적 상황과 구조

적으로 유사한 역사상의 인물과 사건을 다시 소환하고 환기함으로서 가능한 것

한 일을 가리킨다. 방효유는 건문제의 侍講學士로 正學先生으로 일컬어졌는데, 영락제가
조카 건문제를 쫓아내고 즉위하여 즉위 교서를 작성하도록 시켰으나 듣지 않고, 임금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고 써서 일족과 함께 처형당하였다. 육신이 굽히지 않았다는 것

은 1456년(세조 2)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삼
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6명의 절의를 가리킨다. 또는 이 사건으로 목숨

을 잃지는 않았으나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살았던 김시습, 원호, 이

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등의 生六臣을 가리키기도 한다.

46) 어우집 권4, 천덕암 법사 법견과 작별하며 남겨 준 서(留別天德菴法師法堅序) (한국
문집총간 63, 389면) “昔晏子不死內難, 子路結纓死之, 伯夷餓死首陽, 太公鷹揚牧野。商
受暴主也, 而其亡也聖人去國, 昌邑、燕山之廢, 死節無人。荀息之死奚齊, 爲白圭之玷, 荀

彧之死漢室, 或譏其太晩。建文之禪, 魯山之出, 宗社如舊, 而一縣盡死, 六臣不屈。死生去

就, 君子之大節, 我何以處之? 且欲以我平生所著述, 續梅月堂集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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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위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죽고 사는 것과 떠나고 나아가는 것은 군

자의 大節이니, 제가 어느 곳에 처해야 하겠습니까. 장차 제 평생의 저술로 매
월당집을 잇고자 하니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이러한 정치적 결단은 역
사적으로는 백이와 숙제부터 굴원, 문천상, 양유정을 거쳐 방효유와 김시습에 이

르는 ‘절의의 계보’를 염두에 둔 것이며, 문학적으로는 ‘제 평생의 저술(어우집)’

이 사기부터 이소 , 노객부요 , 매월당집 에 이르는 ‘전범 텍스트의 계보’를
염두에 두었음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반정에 대한 유몽인의 입절

은 역사 안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어온 ‘절의의 계보’와 ‘전범 텍스트의 계

보’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유몽인 사후 그의 죽음을 평가한 후대

의 글에서도 공히 발견되는 특징이다.

유몽인 사후 그와 동시대의 李惟侃은 그 죽음을 백이의 입절과의 연관 속에서

안타까워하였고47)47)후대의 실학자인 李瀷 또한 유몽인의 입절과 그의 상부사 를

양유정의 입절과 그의 老客婦謠 와의 연관 속에서 안타까워하였다.

유몽인은 광해의 遺臣이었는데, 상부시 를 지은 까닭으로 사형을 받았다. 그 뜻

은 대개 胡元의 楊廉夫(양유정-인용자)의 老客婦謠 를 본받아서 지은 것이었다. 명

조 高皇帝(주원장-인용자)가 염부를 징소하여 元史를 편수하도록 그에게 벼슬을

주고자 하니, 염부는 이 시를 지어 불굴의 뜻을 보이므로 마침내 석방하여 돌려보냈다.

애석하구나! 이 두 사람이 품은 뜻은 똑같은데, 일은 다르게 되고 말았으니. 명조

文皇(영락제-인용자)이 靖難한 뒤에 齊泰와 黃子澄, 練子寧, 方孝孺의 무리들이 모두
멸족의 화를 입었다. 건문황제의 유신 한 사람이 蛾眉亭에 시를 쓰기를,

一箇忠臣九族殃 한 명의 충신으로 구족이 화 입으니

全身遠害亦天常 몸 보전하고 害 멀리 함도 天常이지만,

47) 李肯翊, 앞의 책, 柳夢寅의 옥사 “유몽인의 죽음은 역모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만 상부사 한 편 때문이었다. 당시의 대신들 간에는 살려주자는 의논이 있었지마는 여러
훈신이 뒷날의 폐단에 관계된다고 하여 죽였다. 대개 伯夷와 太公은 각각 큰일을 성취한

사람들이니, 백이가 고사리를 캐어 먹은 뜻이 악한 임금을 제거한 武王의 거룩한 덕을 손

상시킴이 없었고, 또 지금 같은 말세에 유몽인을 본받아 벼슬을 버릴 사람이 있을 우려도
없는데 어찌 유몽인을 살려두는 것이 뒤 폐단이 된다고 하여 절개 지키는 선비를 꼭 베

어야만 했던가. 비록 표상은 못한다 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은 풀어주어야 할 것인데 그것

을 건의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껏 罪籍에 남아 있으니, 애석한 일이다. 愚谷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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夷齊死後君臣薄 백이숙제 죽은 뒤 군신의 義 엷어졌으니

力爲君王固首陽 힘써 군왕 위해 수양산의 절개 굳히리오.48)48)

라고 하였다. 이 말이 너무 처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 쏟아지게 한다.49)49)

이처럼 이익은 유몽인의 상부사 가 양유정의 노객부요 를50)50)본받아 지은 것

이며 유몽인과 양유정의 입절이 본질은 상동적인 것이고 나아가 정난의 변으로

건문제에 대해 입절한 방효유 등이 화를 당한 일에 대해 건문제의 유신 한 사람

이 쓴 시를 인용하여 유몽인의 절의와 죽음이 백이숙제와 방효유의 것과 같음을

드러내었다. 또 조선 후기의 실학자 成海應은 상부사 에 관한 詩話와 題後에서

유몽인의 절의를 표창하면서 “그 마음이 무왕을 감히 폄하한 것은 아니고 다만

광해군을 섬긴 신하로서의 지조를 지키고자 했을 따름”이라 평가하면서 유몽인

의 ‘西山’은 그 집안의 ‘墳墓之鄕’이면서 동시에 그 이름이 백이의 ‘採薇之山’과

같음을 드러내었다.51)51)

48) 필자 미상. 창작 당시의 정황은 徐渭, 續英烈傳과 建文年譜 卷下 및 御批 歷代通鑑
輯覽 등 참조.

49) 李瀷, 星湖僿說 권29, 孀婦詩 “柳夢寅, 光海之遺臣也. 以孀婦詩誅死. 其意盖效胡元楊

廉夫 老客婦謠 而爲之也. 明高皇帝徵廉夫, 修元史, 欲官之. 廉夫作此詩, 示不屈. 乃放之歸.

惜乎! 二人旨同, 而事異也. 明文皇, 靖難之後, 齊、黃、練、方之徒, 罹赤族之禍. 有建文皇
帝遺臣, 題蛾眉亭云, ‘一箇忠臣九族殃, 全身遠害亦天常, 夷齊死後君臣薄, 力爲君王固首陽’,

語更凄切, 令人淚下.” 번역은 국역본을 참조하되 수정했다.

50) 해당 시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楊維楨, 鐵厓逸編 권3, 老客婦謠 “老客婦, 老客婦, 行

年七十又一九. 少年嫁夫甚分明, 夫死猶存舊箕帚. 南山阿妹北山姨, 勸我再嫁我力辭. 涉江
采蓮, 上山采蘼. 采蓮采蘼, 可以療饑. 夜來道過娼門首, 娼門蕭然驚老醜. 老醜自有能養身,

萬兩黃金在纖手. 上天織得雲錦章, 繡成願補舜衣裳. 舜衣裳, 爲妾佩古意, 揚清光, 辨妾不是

邯鄲娼.” 유몽인의 상부사 와 매우 흡사한 구조와 내용을 갖추고 있다.

51) 成海應, 硏經齋全集 續集 册17, 題柳於于寡婦詩後 (한국문집총간 279, 459면) “柳於
于, 當昏朝時, 與逆臣李爾瞻不相得, 退居金剛山之楡站寺者七年, 及仁祖反正, 又不入城中,
直返楊州之西山, 作寡婦詩以取禍, 蓋其心非敢薄湯武也, 直以臣事昏朝之故, 欲爲之守志,

然世道更化, 朝著淸明, 而獨自謳吟絫欷, 去就之分, 爲人所疑, 寧不取禍乎, 然其心切可悲也,

夫西山, 卽柳氏墳墓之鄕也, 特以其名偶同於伯夷採薇之山, 而謂之有伯夷不食周粟之志者,
寧不過乎? 前乎於于而有金時習焉, 不仕于光廟朝, 不聞當時以此罪之者, 比乎於于而有金坽

焉, 不起于仁廟朝, 不聞當路以此罪之者, 於于何獨被誅剭哉? 此功臣等之指, 非聖祖意也. 正

宗時贈吏曹判書, 賜謚義貞.” 연보 325-326면에서도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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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몽인에 대한 후대의 이와 같은 평가들이 영향을 끼쳐, 마침내 사후 171년

만인 1794년(정조 18) 8월에 유몽인은 정조에 의해 신원되어 이조판서에 증직되

고 ‘義貞’의 시호를 받게 된다. 이어 정조의 명을 받아 서유방이 시장 을 작성

하고, 어우집은 1832(순조 32)이 되어서야 유몽인의 후손인 柳琹과 柳榮茂 등
에 의해 간행된다. 마지막으로 정조가 유몽인을 신원하면서 하교한 말을 살펴보

도록 한다.

하교는 다음과 같다.

風雨蕭蕭拂釣磯 비바람 소슬하게 낚시터를 스치는데

渭川魚鳥共忘機 위천에서 물고기와 새와 함께 기심을 잊었네

如何老作鷹揚將 어찌하여 늘그막에 응양 장군 되어
空使夷齊餓採薇 부질없이 백이와 숙제에게 고사리 캐게 하였나

여기서 鷹揚은 靖難勳臣에 비긴 것이고, 백이와 숙제는 자신을 비유한 것이니, 故

처사 김시습의 위천에서 낚시하는 그림에 쓰다(題渭川垂釣圖) 라는 시의 뜻이다.
(중략) 이것이야말로 고 참판 유몽인의 노부사(상부사-인용자) 는 굴원의 이소경

이 남긴 뜻을 깊이 체득하여 김시습의 시와 백중지세가 되니, 신하와 여자로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얼굴을 붉히게 하는 것이 모두 이 절조다. 마음이

강개한 것과 조용한 것 사이에는 굳이 높고 낮음을 구별할 필요가 없으나 조용한 것

은 강개한 것에 비해 더욱 어렵다. 지난번에 몽인이 당한 치욕을 씻어줄 것을 재가

하는 말 중에 특히 단종의 여러 신하들 가운데에서 시습 한 사람만을 끄집어낸 데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중략) 시습과 몽인 저 두 사람이 흠모한 것은 백이와 숙제이

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서 서로 같지 않은 것은 다만 자취와 때일 뿐이다. 마음

속으로 조용히 의리를 취한 그 지극한 혈성은 백년 뒤에 가서 대조하여 보아도 털끝

만치도 차이가 없을 것이니, 조정에서 시습에게 이미 베푼 것을 몽인에게 베풀지 않

아서야 되겠는가?52)52)

52) 어우집 후집 권6, 御製貤贈判付 [정묘 갑인년(1794) 8월 29일]; 정조실록 정조 18
년 9월 30일 1번째 기사. “下敎若曰: “風雨蕭蕭拂釣磯, 渭川魚鳥却忘機。如何老作鷹揚將,

空使夷、齊餓採薇?”云, 而鷹揚比靖難勳臣, 夷、齊就而自況者, 故處士金時習 題渭川垂釣
圖 詩意也。(중략) 況此乃故參判柳夢寅 老婦詞 , 深得 離騷 遺意, 與時習之詩爲伯仲, 而

可使若臣若女之懷二心者, 顔發騂也, 等是節耳. 慷慨與從容之間, 不必軒輊, 而從容比慷慨

爲尤難. 向於夢寅伸雪判語中, 特拈時習一人於端廟諸臣中者, 蓋有以也. (중략) 時習、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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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먼저 김시습의 위천에서 낚시하는 그림에 쓰다 를 인용하여 김시습이

정난의 정국에서 백이ㆍ숙제의 절의를 계승하고자 했음을 드러내었다. 이를 통

해 유몽인의 상부사 또한 굴원의 이소 와 같이 ‘불사이군’의 충절을 읊은 시

이며 광해에 대한 그의 절의가 단종에 대한 김시습의 절의와 동일한 것이고 유

몽인과 김시습의 절의는 그 역사적, 정신적 근원이 백이와 숙제에 대한 흠모에

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백이ㆍ숙제와 굴원, 김시습으로 이어지는

‘절의의 계보’ 위에서 유몽인의 절의를 위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몽인은 죽기 직전 년에 금강산으로 은거를 결심하게 된 동기를 평

생의 저술을 통해 매월당 김시습의 뒤를 잇고자 한다는 다짐으로 밝힌 바 있으

며,53)53)반정 직후인 1623년 6월에는 청뢰암에서 투병생활을 하며 지은 시에서

“삼경의 달빛 아래 두견새는 古乃에서 울고 만고의 가을 학은 金沙에서 울부짖

네(䳌啼古乃三更月, 鶴叫金沙萬古秋)”라 하며 단종과 김시습을 추모하였다(여기
서 ‘고내’는 단종이 遜位한 땅이고, ‘금사’는 김시습이 은둔한 장소이다).54)54)이외

에도 유몽인의 조카인 柳活은 祭文 에서 유몽인에 대해 “끝내 백이가 두 임금

을 섬기지 않고 방효유가 절개를 다한 일을 심문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소명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과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의리와 절개를 다하는 충정이 있

을 뿐 다른 뜻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하였고55)55)7대 방손 유금과 8대 방손 유영

무는 공히 유몽인이 ‘문장과 절의’를 겸비했음을 부각하였다.

寅, 彼二人者所慕者夷齊也, 一生一死之不同, 特迹耳時耳. 腔子裏從容取義之赤血丹忱, 百

載相照, 無絲毫之出入, 則朝家之所已施於時習者, 可不施於夢寅乎?”

53) 어우집 권4, 留別天德菴法師法堅序 “我何以處之, 且欲以我平生所著述, 續梅月堂集何

如?”

54) 연보 에서 “시는 ‘삼경의 달빛 아래 두견새는 古乃에서 울고 만고의 가을 학은 金沙에

서 울부짖네’이다. 古乃는 단종의 遜位한 땅이고, 金沙는 김시습이 은둔한 장소이다(有詩
曰: 䳌啼古乃三更月, 鶴叫金沙萬古秋. 古乃, 魯陵遜位之地, 金沙, 梅月遁世之所).”하였다
( 연보 , 316면). 이 시는 연보 에만 수록되어 있고 어우집에는 결락되어 있다. 유몽
인의 방손인 柳重敎(1832∼1893)의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柳重敎, 省齋集 권1, 與
尹雲瑞諸人入松泉洞, 訪於于堂遺墟 (한국문집총간 323, 34면) “松泉洞裏白雲深, 族祖
遺墟何處尋, 萬古金沙孤叫鶴, 空令行客淚盈襟. 公居此洞, 有鶴叫金沙萬古秋之句, 金沙卽

梅月堂遯跡之地云.”

55) 柳活, 어우집 후집 권6, 祭文 “竟以伯夷之不事、方孝孺之盡節, 爲對獄之辭, 其所不就

命, 果是不事之義、盡節之忠而無他斷斷者也.” 저술시기는 1624년(인조 2)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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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위대한 문장은 오랜 세월을 겪어도 길이 보존되고, 지극히 청고한 절의는

백대가 지나도 더욱 빛난다. 有明 만력 연간에 우리나라에 어우 유 선생이 계셨다.

선생은 절의와 문장을 겸하신 분으로, 백이․숙제와 같은 절의를 지니면서도 태사

공과 같은 저술이 있으며, 굴원․두보와 같은 문장을 지니면서도 방효유와 같은

절의를 세운 분이다.56)56)

선생의 평소 저술은 나라를 근심하고 시대를 아파한 데서 나온 것이 많다. 간략하

면서 엄정하고 풍부하면서 충실하니 또한 ‘나라의 말(國語)’이자 ‘詩史’라57)57)할 만하

다. 또 여러 현인들의 비평과 野史의 기록에서 징험할 수 있다. 시를 던져 신령스런

용에게 덤빈 것,58)58)글을 불태워 도깨비들 달아나게 한 것,59)59)폭풍이 눈을 내릴 듯하
다고 읊은 것,60)60)남산에서 柏舟 를 노래한 것,61)61)깨달은 승려의 소매 부여잡고 한

말,62)62)깊은 산속에서 벽에 쓴 시구63)63)등에 이르러서는 단지 매월당집을 잇고 이소

56) 어우집 권6, 新刊於于堂遺集跋 “有明萬曆間, 東國有於于柳先生 先生以節義兼文章,
若伯夷、叔齊而有太史公之著述, 若屈平、杜甫而有方孝孺之樹立者也 ” 저술시기는 1832

년(순조 32) 가을이다.

57) 詩史: 安祿山의 난리로 인하여 어지러운 시대를 살았던 杜甫는 그의 시 군데군데에 애끓

는 憂國衷情을 많이 담고 있어 그의 시를 일러 세상에서는 詩史라고 하였다(唐書 권
201).

58) 시를……것: 어우집 후집 권2에 수록된 龍游潭 2수 에 “시를 던져 신령스런 용의 노
여움 잘못 범해 천둥 벼락에 비와 우박이 번갈아 쏟아지네(投詩誤觸神龍怒, 霹靂轟天雨

雹交)”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59) 글을……것: 어우집 권2에 수록된 拔宅遊 에 “누가 알리오, 바른 기운 천지에 우뚝

서서 붓 들면 여전히 도깨비들 달아나게 한다는 것을(誰知正氣軒天地, 落筆猶能走衆

魑?)”이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60) 폭풍이……것: 어우집 권1에 수록된 성칙행의 시에 차운하다(次成則行韻) 에 “산 너

머 폭풍이 눈을 내릴 듯하니, 자는 새 편안히 앉을 나뭇가지 어디인가?(山外黑風供雪意,
捿禽何處可安枝?)”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61) 남산에서……것: 어우집 권2에 수록된 남산에서 은개의 가사를 듣고 추국청으로 가
다(南麓聽銀介歌辭仍赴推鞫廳) 를 가리킨다. 시 본문은 “성에 가득한 꽃과 버들에 둘러

싸여 봄놀이 하는데, 섬섬옥수로 술잔을 멈추고 백주 를 읊네. 장사가 홀연 장검을 지니

고 일어나니, 취중에 늙은 간신의 머리를 베리라(滿城花柳擁春遊, 玉手停盃詠柏舟. 壯士
忽持長劍起, 醉中當斫老奸頭)”이다.

62) 깨달은……말: 어우집 권4에 수록된 천덕암 법사 법견과 작별하며 남겨 준 서(留別天

德菴法師法堅序) 에서 승려 법견의 손을 부여잡고 “죽고 사는 것과 떠나고 나아가는 것

은 군자의 大節이니, 제가 어느 곳에 처해야 하겠습니까. 장차 제 평생의 저술로 梅月堂
集을 잇고자 하니 어떠하겠습니까”라고 말한 구절을 가리킨다.

63) 깊은……시구: 어우집 권2에 수록된 보개산 사찰의 벽에 쓰다(題寶蓋山寺璧) 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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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은 뜻을 담았을 뿐만이 아니라 채미가와64)64)나란히 전할 만하고 또한 피눈물
을 흘리게 하는 글이라 할 만하다. 이름난 산에 보관할 만하며 온 고을과 큰 도읍에

퍼트릴 만하며 천하 후세에 전할 만하다. 중국인이 푸른 깁으로 장식하고 현판에 새

긴 일과65)65)琉球의 사신이 평상에서 내려와 절한 일을66)66)후세에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 감회가 있으니 감히 뜻을 말하겠다. 절의는 백이와 숙제, 方正學

(방효유)과 같고 문장은 좌구명과 사마천, 두보와 같으니 우뚝하구나.67)67)

유몽인이 절의와 문장을 겸비했음을 각각 절의에 있어서는 백이ㆍ숙제와 방효

유 같으며 문장에 있어서는 좌구명과 사마천, 굴원, 두보와 같다는 말로 표창하

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몽인을 ‘절의의 계보’ 안에서 위치시키는 것

에서 머물지 않고 ‘문장의 계보’ 안에서도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몽인 또한

남쪽으로 돌아가는 선생을 전송하는 서(送宣生南歸序) 에서 선비를 ‘학문을 닦

는 선비’, ‘절의를 지키는 선비’, ‘문장을 연마하는 선비’, ‘科擧를 공부하는 선비’

로 나누어 삼대 이래 선비의 변모상을 역사적으로 개괄한 바 있다.68)68)여기서 학

리킨다. 이 시는 금강산에 머무르던 저자가 인조반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하산하

여 선영으로 돌아가던 중, 철원 보개산에 남긴 것이다.

64) 採薇歌: 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자, 伯夷와 叔齊가 주나라 곡식을 먹을 수 없다 하

여 首陽山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 먹다가 죽음에 임박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저

서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를 캐도다. 폭력으로 폭력과 바꾸면서 자기의 그릇됨을 모르도다.
신농과 우순과 하우가 이제는 없으니 나는 어디로 돌아갈거나(登彼西山兮, 採其薇矣. 以

暴易暴兮, 不知其非矣. 神農虞夏忽焉沒兮, 我安適歸矣)” 하였다.

65) 중국인이……일: 어우집 권3의 동지 부사 목양경을 전송하는 시의 서문(別冬至副使

睦湯卿詩序) 에 “내가 중국을 유람할 때 客舍에 글을 많이 남겼는데 그 후에 시문이 푸

른 깁으로 장식되고 현판에 새기는 일이 내가 지은 글에서 시작되었다고 들었다.”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66) 琉球의……일: 어우집 후집 권6에 수록된 諡狀 에서 “기유년(1609)에 성절사 겸 사
은사로 연경에 갔을 때, 유구의 사신이 공의 이름을 듣고는 놀라 말하길 ‘ 行窩記 를 지

은 유모입니까?’라며 곧장 평상에서 내려와 절하였다” 하였다.

67) 어우집 후집 권6, 於于集後集後敍 “先生之平生著述, 多出於憂國傷時, 而簡而嚴, 贍而

實, 亦可謂國語也, 詩史也。且有徵於諸賢之所批評、野史之所記載。而至若投詩而觸神龍
焚文而走衆魑、黑風雪意之詠、南麓柏舟之唱、悟釋摻袖之語、窮山題壁之句, 不徒續梅
月堂集, 不徒寓離騷遺意, 堪與採薇歌並傳, 而亦足爲血淚交流之詞, 可藏之名山, 可布
之通邑大都, 可傳之天下後世。而中國人之紗籠懸板, 琉球使之下床便拜, 庶復覩於來世.竊有
感於斯, 敢以言志.節義夷、齊、方正學, 文章左、馬、杜工部, 卓乎千古於于翁 ”

68) 어우집 권3, 送宣生南歸序 “有學問之士, 有節義之士, 有文章之士, 有科擧之士。三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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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절의와 문장은 과거와 달리, 시대와 선비 개인의 개성에 따라 각기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는 선비의

덕목으로 표상되고 있다.

이러한 ‘절의=문장’의 인식은 윤 진사에게 보내는 편지(與尹進士書) 에서도

확인된다. 유몽인은 여기서 “비록 그렇지만, 義理에 귀의하지 않으면 말이 조야

해지고 법도에 맞지 않게 되니 반드시 六經을 통해 그 살점을 맛보아야 하고 先

儒의 책에서 그 가장 요긴한 정수를 발라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所見이

투철해지고 立言한 것이 바르게 될 터입니다. 진실로 과거 공부를 그만 두고 십

년을 기약하여 전술한 책들을 각기 수백 번 읽고 그 후에 구양수와 소식 및 명

나라의 大家에 이른다면, 작가의 문단에 올라 옛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69)69)했다. 여기서의 ‘義理’는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

는 유가 정치와 윤리에 있어서의 일반론적 개념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節義’라는 개념과 완전히 동일한 내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

한 ‘의리’에는 그 핵심적 고갱이인 五倫 중의 하나로 ‘君臣有義’라는 절의적 가치

가 분명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유몽인이 위 인용문에서 ‘옛 사람의 문장(古文)’

에 도달할 수 있는 요체가 ‘육경’, ‘선유의 책’과 같은 유가 텍스트를 통한 ‘의리

로의 귀의’에 있음을 강조할 때, 그 의리 안에는 ‘절의’로서의 측면 또한 일정하

게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유몽인은 문장 이란 시에서도 이

와 흡사한 사고를 드러내었다.

文章發性情 문장은 성정에서 나오니

尙直不尙曲 곧은 것을 높이지 굽은 것은 높이지 않네

失跡一墮窳 발을 헛디뎌 한 번 넘어지면

多學問之士, 東漢多節義之士, 漢、唐多文章之士, 唐、宋以下, 士多由科擧而進, 而學問之

士不乏焉。汴宋無節義, 南宋只一文山, 盖由科擧之習亂之也。我國四士俱不闕, 所大恨者,
科擧數, 不專於學問, 而文章日卑, 節義蔑蔑甚, 士多病之。卽者科擧之道已廢, 士將益專三

術, 豈非盛世之一大幸也?”

69) 어우집 권5, 與尹進士書 “雖然, 不歸諸義理, 則語野而不法, 必於六經焉嚌其胾, 先儒子

書焉决其肯綮, 然後所見透而立言正, 苟能廢擧子業, 期十年先讀前所陳之書各數百遍, 而後

下逮歐、蘇、明朝大家, 可以登作者之壇, 與古人齊肩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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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解同漆沐 칠로 목욕한 것처럼 씻기 어렵네

孟莊判奇正 맹자와 장자는 기와 정70) 판연하고70)

屈宋勞臣僕 굴원과 송옥은 신하로서 수고했네

三代峩爲冠 삼대의 문장은 드높아 관이 되고

兩京衛其足 양한의 문장은 그 다리를 보호하네

俶香薄季葉 말세라 좋은 향기 희미한데
苦節偕松菊 변함없는 절의는 소나무와 국화 같네

(중략)

我有先秦文 내게 선진 시대의 문장 있으니

長宵須剪燭 밤새도록 등불을 돋우며 보리라71)71)

유몽인에게 문장은 “곧은 것을 높이지 굽은 것은 높이지 않는” 절의로서의 성

정에서 연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맹자와 장자의 ‘선진 고문’과 굴원과 송옥의 ‘충

절’은 상통하며 삼대와 양한의 ‘문장’은 말세의 시대에 ‘(좋은 향기로서의) 절의’

를 지키게 하는 문헌적 전범이자 기제로 작동한다.

4. 결: 역사와 문학에서의 반복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유몽인 절의의 연원과 계보

※ 육경, 선유의 텍스트 è 절의 ⇄ 문장(=고문)
※ 선진양한의 역사, 문학 텍스트 è 절의 ⇄ 문장(=고문)

* 주 무왕-원나라-장사성-주원장-조선-영락제-세조 è 인조
* 은 주왕-초 회왕-송나라-원나라-고려-건문제-단종 è 광해군
* 백이ㆍ숙제-굴원-문천상-양유정-정몽주-방효유-김시습 è 유몽인
* 사기, 채미가 , 이소 , 원유부 , 송사, 명사, 매월당집 è 어우집

70) 奇와 正: 본디 병법 용어로, 정은 진을 치고 정면에서 싸우는 것이고 기는 복병과 습격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문체의 특징을 비유한 것이다.

71) 어우집 권2, 文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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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몽인에게 있어 육경과 선진양한 고문은 각기 학문과 문장의 전범만이 아니

라 반정 직후의 정치적 난국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절의’의 전범과 토대로서 기

능하는 근원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아울러 중국과 조선의 역사에 있어 강박적으

로 반복되는 ‘정변과 그에 대한 입절로서의 대응’이라는 구조적 형식에는, 원나

라에 충절을 바치고 명나라에의 출사를 거부한 양유정의 경우처럼 華夷의 구분

은 없으며 오로지 자신이 섬기는 군주와 조정에 대한 신하의 입절 여부만이 중

요하다. 게다가 중국과 조선에서 비교적 최근에 유사한 형식으로 발발했던 정난

의 변과 계유정난의 주요 인물들 또한 ‘영락제-세조’, ‘건문제-단종’, ‘방효유-김

시습’으로 도식화되어 당시 반정의 정국에서 각기 ‘인조’, ‘광해군’, ‘유몽인’으로

연속 등치되고 있다. 이처럼 당대에 광해군에 대해 입절한 자는 ‘오직 유몽인 한

사람’ 뿐이지만, 중세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학, 지성사에는 유몽인처럼 입절한 자

들이 그 연원으로서의 백이ㆍ숙제 이래 김시습까지 면면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유몽인이 의연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의지처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절의를 지킨다는 것은 일종의 ‘비전향’이다. 不事二君은 중

세 동아시아 정치사에서 이념적으로는 진부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위태로운 ‘비전

향’의 실존적 태도이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위태로운 비전향의 계보와 전통은 동

아시아의 유가적 이념 속에서 역사적ㆍ문학적으로 항시 뒤늦게라도 추인되고 추

앙된다.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각 시대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에 대항하

여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절의의 역사적ㆍ문학적 계보는, 각 시대와 각 인

물의 고유명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상동적인 역사와 문학에서의 자기 유사적

반복의 구조로 현현한다. 이것이 비록 역사와 문학이 현실의 첨예한 정치적 혼

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극도로 무능하지만, 개개의 시대에 개개의 지식인이

목숨을 건 신념을 고수하게끔 추동하는 ‘역사’와 ‘문학’의 권능이자 아이러니가

아닌가 한다.

주제어 : 유몽인(柳夢寅), 인조반정(仁祖反正), 광해군(光海君), 절의(節義),

북인(北人), 서인(西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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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1623 of Yu Mong-in(柳夢寅)

Kim, Hong-baek *
72)

Yu Mong-in(柳夢寅, 1559~1623) is one of numerous intellectuals against dethronement 

of queen and killing brother(廢母殺弟) by the Dae-buk(大北) faction during Reign of 

King Kwanghae-gun(光海君). At the same time, he is the sole intellectual adhere to the 

Fidelity to his Principle(節義) for King Kwanghae-gun(光海君). Yu Mong-in's these 

political posture is What for? To answer this, I trace the six months process from Coup 

of the king In-Jo(仁祖反正, 1623.3) to Yu Mong-in's dying day(1623.8). And I examine 

the historical and literary tradition and the meaning of the Fidelity to his Principle(節義) 

for King Kwanghae-gun(光海君). 

Key Words : Yu Mong-in(柳夢寅), Coup of the King In-Jo(仁祖反正), King Kwanghae- 
gun(光海君), the Fidelity to his Principle(節義), the Buk-in(北人, 
Northerners Party), the Seo-in(西人, Westerners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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