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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근래 청주지역의 학계에서는 서계 이득윤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주이씨 가문에서도
서계공의 종친 모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선대의 학문과 사상은 단순히 어른에게서 아이에게로
옛 이야기로만 전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학자들의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청주 지역 태생인 서계
선생의 유학사상과 문학의 흐름을 연구 해 보았다 .조정의 부름에 늘 벼슬길을 사양하고 자신의 학문세계
를 추구하며 살아간 선비정신의 사상과 청주를 중심으로 한 사림과 학문의 맥을 살펴봄으로서 청주
지역의 사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서계 선생을 추앙하는 유림들이 지금도 매년 음
력 3월과 9월에 청주인근 의 신항, 옥화, 구계서원에서 향사로 존경의 예를 드리고 있다. 서계의 학문
세계나 그의 산수지락에서 나타나듯 자연 속 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다간 그의 시상을 음미 해보면 오
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매우 크게 보인다. 풀을 깔고 벗과 함께 누워 자연 속에서 자
연과 더불어 살아간 서계의 생애는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할 삶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1. 서

고 낮은 것은 반드시 물이 고여 연못을 이루어서 무이구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명종8년에 출생하여 인조8년에 작고하여 78세를
살다간 서계 이 득윤은 선조, 광해군, 인조를 거치
면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기의 학문세계를
굳건히 지켜왔다 . 특히 주역에 힘쓰고 위기지학 하
며 살아온 청주고을의 학자이다. 연구의 목적은 경주
이 씨 대동보와 지역 학자들의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서계
선생의 유학사상과 문학의 흐름을 연구하고자 한 다.

곡의 모습과 같아서 제5곡에 이르러서는 “이곳은 살만하
다” 하였다.

2.1 청주지역의 서원
우리나라 최초서원은 중종38년(1543) 순흥 에 세워진
白雲洞(백운동)서원으로 명종5년(1550)이황이 조정에 건
의 하여 紹修書院(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1]
신항서원은 청주지역에서 최초로 건립된 서원이다. 선
조3년(1570) 청주사림 慕溪 趙綱(모계조강) 西溪李得胤

1.2 서계 생애의 시류적 흐름(정치. 사회적)

(서계이득윤}. 進士 卞景壽(진사변경수)등이 공의하고 不

일찍이 서계는 광해군 때의 혼탁한 세상을 피해 옥화

易齋 金繼生( 불역재 김계생)을 창건 도유사로 추대하여

동 으로 거처를 옮겼다.
풍당,

玉華洞(옥화동)으로 들어가 춘

추월헌 을 짓고 공부에 전념 하였다. 서계는 그때

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 하고 있다.

有定谷(유정곡)에 서원을 세웠다.

신항서원은 송시열이

독향한 화양서원이 1695년 설립되기 전까지 100여년 동
안 청주지역의 유일한 기호계 서원으로 이이-김장생-송

“ 옥화동은 시내와 산이 수려하고 형세가 굴곡이 있는

시열로 이어지는

데 높은 것은 반드시 푸른 낭떠러지가 병풍처럼 둘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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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세웠다고 볼수 잇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청주의

기 때문으로 이해된다[4].

사람들이 신항서원을 三南第一(삼남제일)의 서원 이라는
긍지를 갖게 했던 것이다 [2].

한편 시인은 병이 있어 앓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생사
의 안부를 묻지 않는

人事(인사)의 서운함도 드러내고

있다
2.2 서계의 유학사상과 문학

아픈데 뉘 있어 내 생사를 묻나
病喪何人間死生(병상하인간사생)

1) 서계의 유학관

서계는 “서실에서 정좌하여 하루 종일 열심히 노력하

그 동안의 친우는 몽땅 허명 이였구나.

는 것은 經傳(경전)(주역.예기.춘추.시.서.논어.맹자.중용.대

向來親友盡虛名(향래친우진허명)

학)이외는 아무것도 없었다. 특히 주역에 힘을 다하여 주

산골 마당에 해는 길어 꽃그늘 바뀌는데

역이 전하여 지지 않는 것을 깊이 한탄 하였다[3].

山庭日永花陰轉(산정일영화음전)

서계는 박지화로부터 주역에 정심한 자 라는 칭찬을

울고 우는 꾀꼬리만이 정이 있는 듯

받은 후 더욱 주역에 전심 하게 된 다 1597년 45세 때

百囀黃鳥似有情(백전황조사유정)

모친상을 당하자 선영 옆에 작은 시내 동쪽에 精舍를 엮

사람이 아프다면 응당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

고 그 재실을 이름 하여 ‘ 翫易(완역)“ 이라하고 시내를

야 할 것인데 생사를 묻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不舍”(불사) 라고 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사서삼경과 성

시인은 서운하다 못해 이제 것 사귄 친구 라는것 이 결국

리학 등 을 숙독 하였으며 특히 역학에 정력을 기울였다

몽당 虛名(허명)이였다고 푸념을 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
두 무정하고 오로지 꾀꼬리만이 유정하다고 한다. 그러나

2) 서계의 일상 시

서계의 이러한 푸념은 세상과의 갈등으로 까지 확대되지

이득윤의 시집에서 보이는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일상적

는 않는다 .서계와 서계를 둘러싼 환경사이에 가난과 늙

이고 자잘한 현실에서 느끼는 정희를 담백하게 표출 하고

음과 질병 이외의 갈등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5].

있다는 점이다
3) 서계의 산수지락

다음의 시 “三月端居”( 삼월단거) 를 살펴보면

서계 시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은 산수지락 을 즐기는

삼월도 이제 반을 지나려 하니三月今將半(삼월금장반)

閑趣(한취)가 잘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용 꽃은 날로 곱 구나 菁華遂日姸(청화수일연)
버들솜은팽택시골로날아가고

일찍이 서계는 광해군 때의 혼탁한 세상을 피해 옥화

雪飛彭澤巷(설비팽택항)

동 으로 거처를 옮겼다 .

노을은 무릉 시내에 흩어지내 (露散武陵川(노산무릉천)

누대 끝을 보니 푸른 소나무 여덝 아홉 그루가 낭떠러

이것저것모두아름다운계절인 物我同佳節( 물아동가절)
마음만은 젊은 시절과 다르구나

情懷異妙年(정회이묘년

지를 다라 둘러섰는데

사철 그 절개가 변치 않았으니 ,

지지배배 지저귀 는 한 쌍의 제비呢喃雙燕語(니남쌍연어)

서계가 손수 배양하고 이에 이름을 붙이기를 “ 세한정”

마치 벗을 본것같이 하네

이라하고 그 위에 별도로 한 정사를 지어서 정신과 심

如見故人然(여견고인연)

시제인 ‘端居“(‘단거)의 의미는 평상시의 생활이다 .

성을 수양하는 곳으로 삼았다

삼월 평상의 풍경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 했다. 버들 솜

”춘풍당“ ”추월헌“ 이라 편액을 하고 좌우에 책을 가

과 노을이 도연명의 고향 인 팽택 과 그의 이상향인 무

득 채웠다.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18년이 되였다. 옥화

릉 으로 흩어졌다 하였으니 팽택 과 무릉 은 바로 시인이

동의 시내와 산의 즐거움은 기약하지 않았는데 홀로 저절

거 하고 있는 마을 을 미화 한 것이다.

로 독차지하게 된 것이다. 사물을 묘사하는

공교로움과

“이것저것 모두 아름다운 계절” 이라는 표현은 현실생

승경을 옲는 아름다움은 말로 할 겨를이 없어서 또 옥화

활에 대한 긍정적인 시인의 자세를 느끼게 한다. 서계에

육가를 지어서 서계육가와 합하여 12곡을 이루었으니 한

게 있어 자연이 二元(이원)되지 않고 하나가 될수 있는

가히 거 하는 멋과 무궁한 즐거움을 다 말하여 그 심정을

것은 세속에 대한 어떠한 욕구나 미련 혹은 갈등이 없

기탁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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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는 옥화동의 산천을 대략 중국의 武夷(무이)와
비숫 하여 “九曲”(구곡) 이라 이름하고

(湖西士林)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틈나는 데로 이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낭성팔현은 행정지역상

곳을 소요 하였다. 독서하는 틈틈이 시냇가를 소요 하면

청원 낭성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청주 일대의 사림을 지

서 “ 서계육가”와 ‘옥화육가“를 지었으니 모두 12곡이다.

칭한 것이다． 이 말은 조강(趙綱)의 문집인 모계집(慕溪

서계가 지은 12곡은 퇴계의 도산12곡의 뜻을 모방한 것

集)에 실려 있다． 이 문집은 조강의 13세 손인 조철형

이라고 하였으니 문집에 수록이 안 되여 현재 확인할 길

(趙喆衡)이 조병훈(趙炳薰)과 함께 1904년 4월에 간행한

이 없다.

것이다．

다음의 시에는 山水之樂(산수지락)을 즐기는 서계의
한취가 잘 드러나 있다.

모계집이

언급한

낭성팔현은

박

훈(朴

薰:1484~1540)， 한 충(韓忠:1486~1521)， 송인수(宋麟
壽:1499~1547)， 조 강(趙綱:1527~1599)， 정사호(鄭賜

한 가닥 오솔길 구름 따라 갈수록 깊고

湖:1553~1616)， 이득윤(李得胤:1553~1630)， 이덕수

祿雲去轉深 (록운거전심)

(李德洙:1577~1645)， 홍석기(洪錫箕:1606~1680)를 일

양쪽의 숲에 봄은 그늘 무성다

컫는다 조선후기의 호서사림은 기호학파의 원조인 이이

兩邊林木散春陰(양변임목산춘음)

(李珥)를 계승한 김장생으로부터 형성하여 우암 송시열，

힘없어 풀 깔고 눕자 벗도 따라 누우니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등으로 이어진다． 비록

力稀蘇草友順臥(력희소초우순와)

청주라는 작은 도시의 옛 선비에 대한 고찰이 현 시대를

꽃 새로 조용히 들이는 건 온갖 새소리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 의 를 중심으로 하는 덕치와 예치

靜廳花間百種禽(정청화간백종금)

의 실현을 중하게 생각하고 개인적, 사회적 윤리관을 정

위 시의 시제는 “午憩新溪”(오게신계) 이다 .오후에

립하고 개인적 윤리관인 誠(성). 敬(경) .仁(인). 行(행)과

신계에서 쉬면서 느낀 감회를 읊은 시이다. 산중으로 이

사회적 윤리관인 信.(신) 義(의). 忠(충). 禮(예)를 음미해

어진 한 가닥 오솔길은 깊이깊이 이어져 있어 보이는 건

보는것 도 본고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다.

구름 분이다. 길 양편 우거진 숲에는 봄 그늘이 짙다. 아
마도 봄의 정취인 듯하다. 길을 가다 힘이 빠져 풀을 갈

향후 지역의 학풍과 선비사상 그리고 문학적 고찰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고 눕자 동행한 벗도 따라서 눕는다. 풀을 베고 팔베게
를 하고 파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시인과 벗. 그들에게
들리는 것은

[표 1]

논문제목
제출
게재
일선교육행정공무원스트레스 13.6.7 13.11.3
청주사람과서계이득운의영향 14.12.3 15.3.2

꽃나무 사이에서 들리는 새소리뿐이다. 그

러나 시인과 벗 사이에는 형언 할 수 없는 진한 연대의식
이 흐르고 있음을 감지 할수 있다[6]. 서계의 묘갈명에는
“공이본래부터 산수를 좋아하였다[7].라고 적고 있다

3.

결

참고문헌

론

서계는 일찍이 부친 섬 계 의 교육이념을 이어받아 위
기지학의 학풍으로 공부를 하였다. 이상의 검토에서와 같
이 서경덕의 제자는 이지함과 박지화 로 이어지며 이지함
의 문인 서기에게 수학함과 동시 박지화 와 교유했다.
낭성팔현 으로 청주지역의 사림의 한 맥을 이루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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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 송시열에게 이어지며 우암의 문인으로는 이유태, 송
준길 등 에 이어지고 있다. 서계이후 송시열, 송준길, 이
유태, 윤서지, 유개 등 5인이 충청의 5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른바 낭성팔현이 기호학파(畿湖學派)와 호서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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