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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필자는 ‘退溪(李滉 1501~1570)와 高峰(奇大升 1527~1572)의 만남과
대화’를 본 논문의 주제로 삼았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려는 것은 한 세대 가까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
중하면서 대대관계로서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면서 끊임
없이 스스로를 성찰해 나가는 모습과 자세이다.
만남은 주체적인 ‘나’가 또 다른 주체자인 ‘너’에게로 다가섬이고, ‘너’
가 ‘나’에게로 다가옴이다. 만남은 대화를 낳게 되는데, 대화란 곧 이성
의 나눔을 뜻한다. 대화가 맑은 영혼과 부드럽게 정화된 빛에 싸여 순수
한 이성을 그려낼 때, 그 대화는 사랑이라는 예술로 승화하게 된다.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hjwpa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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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한 사람의 ‘너’에 대한 한 사람의 나의 책임이기에 그 어떤 감
정에도 있을 수 없는 것, 즉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한결같음이
라고 한다면, 퇴계와 고봉의 만남과 그들의 영혼이 깃든 사랑의 대화는
성찰의 시간에 대한 다른 이름이자 자신의 자기 비춤에 다름 아니다.
高峰이 32세에 退溪를 처음 만난 것은 1558년 10월이었다. 이후 퇴계
와 고봉의 만남은 대략 5차례 정도로 추정되지만, 지적 대화의 깊이로 헤
아려 본다면 이들의 만남은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遭遇를 통해서 즉, 책보
다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알게 되는 순간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특히 학문을 함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인간적인 만남을 통한 대화이
다. 그래서 학자가 대화를 멀리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퇴계는 이를 두고 학문을 강론하면서 대화할 벗
들이 없이 쓸쓸히 지내는 것을 ‘鈍滯의 근심’이라고 하였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나, 제어하기 어려운 것, 또는 극복하기 어
려운 것은 종종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조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퇴계와 고봉도 대화의 근본적인 의도가 道
를 밝히는 데 있고 두 사람 모두 私意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異見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하였다.
즉, 근본이 같다면 사소한 것은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끝내는 반드시
의견이 같아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이러한 자세는 후유들이 퇴계와
고봉이라는 오래된 未來에 다가 갈 수 있게 해주는 道理이자 그 정신을
이어가야할 所以然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隔絶에도 불구하고 선유들의 사유와 실천을 대
물림한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後儒들이 체험하여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先儒들의 영혼의 울림이자 자각의 채찍’이라 할 수 있다. 두 巨儒
의 탁월한 철학적, 학문적 유산은 그들 스스로가 획득한 저 ‘자의식의
빛’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만남, 대화, 학문, 조화, 소이연의 고(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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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先儒를 그리며
세상엔 수많은 ‘만남과 대화’가 있었다. 그 중에 ‘소크라테스(Socrates
470~B.C.E 399)와 플라톤 (Platon 428~B.C.E 347?)의 만남과 대화’1)
가 있었고, ‘괴테 (Goethe, Johann Wolfgang von 1749~1832)와 에커
만 (Eckermann, Johann Peter 1792~1854)의 만남과 대화’2)가 있었
고, 그리고 ‘화이트헤드(Whitehead, Alfred North 1861~1947)와 루시
언 프라이스(Lucien Price)의 만남과 대화’3)가 있었다. 우리는 이들 대
화에서 ‘이끄는 대로 기꺼이 논의에 따라가기’4)나 ‘일반적인 대화라기보
다는 독백에 가까운 대화’5), 또는 ‘독단적인 단정을 피하기 위해 논쟁도
1)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이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
크라테스가 42세였을 때 20세의 나이로 제자가 되었고, 스승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때까지 8년 동안 친밀한 사제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28세였던
플라톤은 이 재판을 직접 목격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고
얼마 후 그 변론을 이 ‘변론’과 같은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2) 에커먼은 30세 때 73세의 괴테를 보고, “나는 그 뛰어난 인물을 처음 만났을
때는 물론이고 수년간이나 그 사람과 함께 보낸 후에도 여전히 그의 가르침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겨서 즐거이 기록했고, 그것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9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
던 그분의 말씀의 풍성함에 견주어 볼 때, 내가 그중에서 글로 옮겨 적은 것은
실로 미미하다. 그러므로 나는 마치 두 손을 활짝 펴고 상쾌한 봄비를 잡아보려
고 애를 쓰지만 그 빗물의 대부분을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고 마는 소년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요한 페터 에커먼, 장희창 옮김, 괴테와의 대
화 권1, 민음사, 2013, 7~8면.)
3) 루시언 프라이스가 화이트헤드를 처음 만났을 때는 49살이었고, 화이트헤드는
71세였다. 43회에 걸친 대화록을 마치고 나서 2년 후에 출판되기 시작했고, 대
화는 화이트헤드가 86세에 숨을 거두기 한 달 전까지 13년 반 동안 계속되었다.
루시언이 화이트헤드와 대화를 하기 위해 직접 영감을 받은 것은 에커 먼의 3부
로 구성된 괴테와의 대화‘ (1836〜48)에서 였다. 그는 에커먼의 업적을 경모
했고 평생 동안 그의 책을 되돌아보기도 하였다.
4) 플라톤의 사고의 기술에 대한 뚜렷한 공헌은 논변이라기보다는 소크라테스의 입
을 통해서 말하는 바를 기술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편 에서
는 여러 발언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결말짓는 것을 인정하는 원리가 지배적이다.
5) 괴테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제한시키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다.”라고 하면서 나로 하여금 옆길로 새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늘 한 가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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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대화’6)라는 속성의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
논자는 이들 서양의 3대 대화에 견줄만한 대화로 퇴계(李滉 1501
~1570)와 高峰(奇大升 1527~1572)의 예를 들고 싶다. 우리에겐 ‘퇴계
와 고봉의 만남과 대화’7)가 있었다. 그 대화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
하려는 것은 두 巨儒에 대한 생뚱맞은 존경심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가까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대대관
계로서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해 나가는 모습과 자세이다.
흔히 만남은 주체적인 ‘나’가 또 다른 주체자인 ‘너’에게로 다가섬이고,
‘너’가 ‘나’에게로 다가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만남은 은혜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 찾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와 ‘너’ 사이에는
어떠한 목적도, 갈망도, 어떠한 매개물도 없으며, 바로 모든 매개물이 무
너져 버린 곳에서 만남은 일어나게 된다.8)
또한 만남은 대화를 부른다. 대화는 이성의 나눔9)이다. 그 대화가 맑
은 영혼과 부드럽게 정화된 빛에 싸여 순수한 이성을 그려낼 때, 그 대
화는 사랑이라는 예술로 승화하게 된다. 예술의 근원적 기원이 하나의
장르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와 그를 통하여 작품이 되기를 원한다는 데

6)

7)

8)
9)

야에만 집중하도 록 당부했다. 내가 자연과학 분야에 눈을 돌릴 기미가 보이기
라도 하면 그는 나에게 그것을 그만두고, 지금은 문학에만 힘을 쏟으라는 충고
했다.(요한 페터 에커먼, 장희창 옮김, 괴테와의 대화 권1, 민음사, 2013, 216
면.)
화이트헤드는 독단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독단적 단정을 기피하였다. 게다가 나
는 그와 논쟁을 벌이는 일은 하지 않았다. 내가 한 역할은 대화를 진행하고 다양
한 생각이 흘러나오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다. 즉, 그는 논쟁의 가장 나쁜 점은 좋
은 토론을 파괴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루시언 프라
이스 기록, 화이트헤드와의 대화 , 궁리, 2007, 56면.)
본 논문에서 제목 자체를 흔히 학계에서 사용하던 ‘논변’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
고 ‘대화’라고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실제로 퇴계와 고봉은 8년간의 47논변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
쳐 대화를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마르틴 부버 지음, 표재명 옮김, 나와 너 , 문예출판사, 2017, 22면.
대화(dialogue)는 dia(=between)+logue(speak)로 ‘서로 다른 이성’, 혹은‘이성
의 나눔’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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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진정한 대화는 인간이 주어진 삶과 세계에 어떻게 올바르게 대
처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궁구하는 사유에서 발원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이자 존재의 의의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儒學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인간본위의 포괄성
이 짙은 인문주의이며 심도 있는 비판정신10)이다. 이는 대화를 통해 맞
섬이 가능한 상황에서 꽃을 피운다. 즉, 그 정신의 일면은 지식이라는
꽃이 행동이라는 열매로 형상화 될 때 滿開하게 된다. 여기서 진리에 대
한 인식이 실천과 하나 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儒學에서 學問은 理論을 構成하는 理論知의 性格보다 行爲規範을 중
시하는 實踐知의 성격이 강한 까닭에 知는 실행과 分離해서 생각할 수
없다.11) 退溪는 고봉을 가리켜 “禮로써 임금을 섬기고 義로써 진퇴하였
으니 知行이 일치했다.12)”라고 말하면서 학자가 인식하고 실천해야 하
는 義理가 무궁하기 때문에 學問을 함에도 끝이 없다13)고 하였다. 여기
서 學問14)은 ‘지식의 체계’를 뜻하는 말로서 단순한 지식이 집적된 것과
는 차원이 다르다. 즉, 실천적인 학문이 존귀하고 탁월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가장 바라는 불멸성이나 영속성15)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영속성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의 隔絶에
도 불구하고 선유들의 사유와 실천을 대물림한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
는 後儒들이 체험하여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先儒들의 영혼의 울림이
10) 杜維明, 成大學而會 譯, 유학 제3기 발전에 관한 전망 , 아세아 문화사, 2007,
34면.
11) 李愛熙, ｢退溪哲學에 있어서 知의 問題｣, 退溪學報 , 2000, 7면.
12) 奇大升, ｢行狀[鄭弘溟] 畸庵｣, 高峯先生文集附錄 卷1, 한국문집총간 40, 285
면, 下左, “事君以禮, 進退以義, 何謂知行有異.”
13) 李滉, ｢與鄭子中｣, 退溪先生文集 卷26, 한국문집총간 30, 107면, 下右, “然妄
謂義理無窮, 故爲學亦無窮.”
14) 學問은 ‘學’ ‘問’ 두 글자로써 ‘學問思辨行
‧ ‧ ‧ ‧ ’의 다섯 가지 내용을 다 포괄한 개념
이며 ‘學’한 글자를 學問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朱子는 “이 다섯 가지는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공부의 조목이다. 學問思辨
‧ ‧ ‧ 은 善을 선택하여 지혜롭게 되는 것
이므로, ‘배워서 아는 것’이며, 篤行은 선을 굳게 잡아 어질게 되는 것이므로
‘이롭게 여겨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中庸 , 20 朱子 註]
15) 프란시스 베이컨 지음, 이종구 옮김, 학문의 진보 , 신원문화사, 2007,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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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각의 채찍’16)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유가 남긴 당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에 남을
만한 통찰의 섬광은 무엇이며, 그 섬광은 어디서 비롯되는가?’라는 질문
을 始終如一 온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논자와 같은 後儒들이 지켜야 할
본분은 퇴계와 고봉이 자신들만의 철학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서 보여준 비범함과 명민함을 향한 자의식과 열정적인 고뇌에 겸허한 자
세로 응답할 준비를 하는데 있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두 巨儒의 탁월한 철학적, 학문적 유산은 그들 스스로가 획
득한 저 ‘자의식의 빛’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한 사
람의 ‘너’에 대한 한 사람의 나의 책임이기에 그 어떤 감정에도 있을 수
없는 것, 즉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한결같음이라고 한다면,
퇴계와 고봉의 만남17)과 그들의 영혼이 깃든 사랑의 대화18)는 성찰의
시간에 대한 다른 이름이자 자신의 자기 비춤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이 지향하려는 것은 먼저 ‘퇴계와 고봉’ 두 先儒들을
그리며[序論], ‘時代의 眞儒와 理學의 通儒’로 일컬어지는 그들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당시의 視線을 오늘의 視覺으로 바라보고 되새기고자 함이
다. 아울러 梅香과 遺香으로 은유될 만 한 두 선유들의 別離와 記憶들을
모아서 이들을 마음의 담아[結論] 길이 전승해야 함은 이 시대를 사는
後覺者의 사명이자 도리라 여겨 이를 더욱 顯彰하려 함에 있다.

16) 朴鍾龍, ｢朱子 中和說의 思想的 배경과 변천과정｣, 韓國儒敎學會 , 2014, 133
면.
17) 오종일 교수는 퇴계와 고봉의 “그 만남은 사칠론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情에 있었다.”고 하였다. (오종일, ｢高峰思想의 特質과
그 理解｣. 道山學報 , 第9輯 101면.)
18) 황의동 교수는 고봉과 퇴계를 서로 “지극히 사랑했고”, “학문적 동지이면서 동
시에 존경과 사랑의 사제관계”라고 보았다. (황의동, ｢高峰의 道學사상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第48輯,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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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眞儒와 通儒의 만남과 對話
1) 眞儒와 通儒의 만남
모든 참된 삶은 인간적인 만남에서 비롯된다. ‘너’는 ‘나’와 만난다. 그
러나 ‘너’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들어서는 것은 ‘나’이다. 그러므로 관계란
택함을 받는 것인 동시에 택하는 것이다.19) 괴테는 “유쾌한 관계를 맺
고 있는 뛰어난 사람들의 존재 그 모두를 일컬어 사람들이 언제나 기꺼
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고향”20)이라고 하였고, 화이트헤드는 “철학자는
세계가 창조되는 기반을 창조”21)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 기반이 그에
게는 바로 인간의 인간적인 만남인 셈이었다.
高峰(奇大升 1527~1572)이 32세에 及第한 후 退溪를 처음 만난 것
은 1558년 10월이었다. 그 때 퇴계는 奇大升 같은 사람은 학문과 인물
이 지난날 들었던 것보다 뛰어났으니 聖祖에서 이러한 선비를 등용한다
면 실로 斯文의 큰 경사일 것22)이라고 극찬을 하였다. 이후 퇴계와 고
봉의 만남은 대략 5차례 정도로 추정되지만, 지적 대화의 깊이로 본다
면, 이들의 만남은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遭遇’를 통해서 즉, ‘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인간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알게 하는 일깨움”23)이
라 할 수 있다.
퇴계와 고봉의 만남은 다양한 색조와 빛을 내는 프리즘의 성격을 띠
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프리즘은 두 개의 접점에서 수렴되게 된다. 하
나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公心의 빛이라고 할 수 있다.
19) 마르틴 부버 지음, 표재명 옮김, 나와 너 , 문예출판사, 2017, 21면.
20) 요한 페터 에커먼, 장희창 옮김, 괴테와의 대화 권1, 민음사, 2013, 86면.
21)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루시언 프라이스 기록, 화이트헤드와의 대화 , 궁
리, 2007, 530면.
22) 李滉, ｢答黃仲擧｣ 退溪先生文集 卷19, 한국문집총간 29, 477면 下右, “有奇
大升者學問人物, 過於前所聞. 聖朝得此儒用, 實斯文大慶也.”
23)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7, 한국문집총간 29, 447면 上右, “頃者,
撥煩惠顧, 得共一夜話, 何止讀十年書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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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퇴계는 고봉이 나라의 동량이 될 인재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런
사실을 임금과의 대화에서 가감 없이 말하였다. 임금이 “학문하는 사람
중에 아뢰고자 하는 자는 없는가? 어려워하지 말고 부디 말하라.”24)라
고 했을 때, 퇴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 뜻에 두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
이 아닙니다만, 그중에 기대승의 사람됨은 옛 문자를 많이 보았고, 성리
학에 있어서도 소견이 가장 뛰어나니, 그는 바로 통달한 유학자[通儒]
입니다.25)

그러면서 퇴계는 고봉의 미진한 점으로 收斂하는 공부가 부족한
점26), 즉 고봉의 학문 방법이 該博으로만 달리고 斂約에는 소홀히 여김
을 면하지 못한 듯하다27)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자신이 항시 이것을 고
봉의 단점으로 여겨 공부에 매진할 것을 권하지만, 고봉만한 유학자도
얻기가 쉽지 않다28)는 사실은 분명히 하였다. 이에 임금이 고봉이 문장
을 잘 짓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퇴계도 “그의 문장 또한 쉽게 구할
수 없는 수준”29)이라고 칭찬하였다. 후에 고봉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이 지식도 별로 없으면서 문자를 조금 익힌 것뿐인데 퇴계의 과찬으
로 분수에 넘치는 虛名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마침 퇴계가 안동으로
돌아갈 때 漢江에 전송하러 나와서 고봉은 다음과 같이 퇴계에게 질문하
24) 奇大升, ｢三月初四日辰時｣, 高峯先生論思錄 卷之上, 한국문집총간 40, 174면
下右, “學問之人, 有啓之者乎. 勿以爲難而言之且當.”
25) 奇大升, ｢三月初四日辰時｣, 高峯先生論思錄 卷之上, 한국문집총간 40, 174면,
上左, “以某人爲有 得而啓之也. 其中奇大升之爲人, 多見文字, 於理學所見, 最爲
超詣, 乃通儒也.”
26) 奇大升, ｢三月初四日辰時｣, 高峯先生論思錄 卷之上, 한국문집총간 40, 174면
上左, “收斂切夫少, 未盡處也.”
27) 李滉, ｢答奇明彦｣ <別紙>,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9, 427면, 上
左, “若吾友之學, 似不免騖於該博, 而忽於斂約.”
28) 奇大升, ｢三月初四日辰時｣, 高峯先生論思錄 卷之上, 한국문집총간 40, 174면
上左, “然如此儒, 不易得也.”
29) 奇大升, ｢三月初四日辰時｣, 高峯先生論思錄 卷之上, 한국문집총간 40, 174면
上左, “其文亦不易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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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선생이 임금께) 啓達한 말을 듣고 몹시 민망하고 절박하였습니다.
어찌하여 天聽을 번거롭게 하였습니까.30)

이에 퇴계는 본인이 늘 지방에만 있었으며 서울에 와서도 교우를 하
지 않아 본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고봉과는 서찰을 통해 학문을
논하는 관계였으니 자신이 아는 사람은 오직 고봉뿐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퇴계는 고봉이 남보다 낫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그저 임금의 下
問에 답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뢴 것이며, 옛사람도 자신이 아는 사람을
薦擧하라고 하였으니 고봉이 따질 일이 아니라고31) 답하였다.
물론 퇴계가 고봉에게 한 말은 고봉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에둘러서
한 말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고봉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약간 놓였
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정계의 상황으로 봤을 때, 퇴계가 누군가
를 추천했다라고 指目하는 이들이 매우 많았으므로32) 고봉도 난감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봉 또한 퇴계를 ‘東方의 大賢’으로 존경하였으며, 고봉의 후학은 퇴
계를 고봉과 道學을 논변한 ‘시대의 저명한 眞儒’33)라고 하였다. 고봉이
스승을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는 퇴계가 고봉을 생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고봉이 경연장에서 임금이 “이황은 옛사람을 빌려서 말하
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사람을 옛날의 어떤 사람에게 비유할 만한가
?”34) 라고 하문했을 때, 고봉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30) 奇大升, ｢初九日｣, 高峯先生論思錄 卷之下, 한국문집총간 40, 192면 上右,
“竊聞啓達之言, 至爲憫迫, 何以煩瀆天聽乎.”
31) 奇大升, ｢初九日｣, 高峯先生論思錄 卷之下, 한국문집총간 40, 192면 上右,
“但主上下問, 不可不達, 故啓之. 古人亦曰擧爾所知, 汝何嫌乎云云.”
32) 李滉, ｢與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52면 上右, “吾兩
間, 憧憧往來相從, 已自取怪於人.”
33) 奇大升, ｢請享疏｣, 高峯先生別集附錄 卷之二, 한국문집총간 40, 313면 下左,
“文純公李滉, 以命世之眞儒.”
34) 奇大升, ｢初六日｣, 高峯先生論思錄 卷之上, 한국문집총간 40, 166면 下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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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 비기자면 누구와 같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려로부터 조선조 초기에 이르기까지 기
록한 글이 모두 없어졌는데, 다행히 수습한 것을 보건대 이 사람의 문장
과 같은 자는 드뭅니다. 처음 이 사람이 올라왔을 때 올린 소장은 程子
나 朱子의 글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으니, 그 학문과 그 공부와 그 의
논이 하나하나 모두가 옳은 것이었습니다.”35)

이에 덧붙여 고봉은 이황의 덕은 겸손하고도 공손하여 조금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바른 소견을
따르려는 자세36)가 매우 훌륭한 점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그는 퇴계를
가리켜 程·朱學을 독실하게 믿어 공부가 순수하고 지극하며, 고서를 널
리 보고 품성이 소탈하여 젊었을 때부터 편안히 물러나 있어서 이러한
습관이 천성이 된 사람37)이라고 하였다.
퇴계와 고봉의 만남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초점은 ‘두터운 정과
은혜로움’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의 빛이라고 할 수 있다. 퇴계는 고
봉이 殿最38)가 낮게 나와서 관직을 떠날 것을 고민할 때나, 當路에게
미움39)을 받아 관직을 떠나려고 해도 친구들이 붙잡아 못한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였다.
옛사람은 이런 경우에 처해서 그렇게 처신하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어찌 그렇게 합하지 않는데 억지로 머무를 수 있는 이치가 있겠습니
까.40)
“此人借以古人言之, 等人也. 可比古之何人.”
35) 奇大升, ｢初六日｣, 高峯先生論思錄 卷之上, 한국문집총간 40, 166면 下左,
“古人則不可知也, 東方學問之人, 自前朝至國初, 其文湮沒, 幸收拾見之, 如此人
之文者蓋寡.”
36) 奇大升, ｢初六日｣, 高峯先生論思錄 卷之上, 한국문집총간 40, 166면 下左,
“其爲德也謙恭遜順, 一毫自足, 舍己從人, 甚可貴也.”
37) 奇大升, ｢初六日｣, 高峯先生論思錄 卷之上, 한국문집총간 40, 166면 下左,
“此人博觀古書, 而稟性疏淡, 自少恬退, 習與性成.”
38) 연말에 매기는 관리의 근무 평가
39) 李滉, ｢答鄭子中｣,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1면 上右, “已乃
爲時相最所憎疾, 至顯攻於君前, 而可遲疑不去之理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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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고봉이 다른 사람들을 꺾기를 좋아해서 고봉을 원망하고 미워
하는 자가 많다는 사실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 간
절히 주의를 주었지만 진정 고봉이 깨달았는지는 퇴계도 자신하지 못했
다. 한 번은 고봉이 관직에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은둔하는 도리를
물었을 때, 퇴계는 다음과 같이 고봉을 일깨웠다.
너무 높게 자처하지 말고, 세상을 경륜하는 데에 급히 용기부리지 말
고, 자기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이미 세상에
내어 나라에 바치기로 허락했으면 어찌 그 물러날 뜻만 오로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뜻하기를 道義로 기준을 삼으면 어찌 나아감만 있고 물러
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41)

퇴계는 고봉이 학문이 넉넉하면 벼슬하고 벼슬이 넉넉하면 학문한다
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1569년에 퇴계가 고봉
에게 써 보낸 편지에서는 고봉이 관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한
것을 두고 적극 독려하기도 하였다.
지난번에 주신 편지에서 벗들의 견제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어찌 조
정의 기상이 이러한 때에 朋來의 復42)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어찌 깊이 괴이하게 여기고 한스럽게 여길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떠나
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43)
40) 李滉, ｢答鄭子中｣, 退溪先生文集 卷27, 한국문집총간 30, 131면 下右, “愚恐
古人處此, 似不應如是也. 安有不合如許, 而可强留之理乎.”
41)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9, 406면 上右, “勿太
高於自處, 勿遽勇於經世, 凡百勿太過於自主張, 身旣出世而許國, 則何可專守其
退志. 志以道義爲準則, 則又何可有就而無去.”
42) 周易의 復卦의 말로 一陽이 회복되기는 하나 그 형세가 미약하여 衆陰을 이길
수 없기에 반드시 諸陽이 회복된 다음에야 生物의 공을 이룰 수 있듯이, 군자가
소인을 이기려면 반드시 많은 군자가 모여야만 소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뜻
한다.( 국역퇴계전서 5, 퇴계학연구원, 1989, 275면 참조)
43) 李滉, ｢答鄭子中｣,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1면 上右, “曩日
書云, 爲朋友所牽掣. 此說實疎, 蓋朋來之復, 豈可望於爻象若此之時乎. (…….) 亦
何足深作怪恨, 惟有去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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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이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퇴계는 이를 두고 매우 훌륭하고 마땅한 결정이라고 하였다. 오직 퇴계
에게 한탄스러운 것은 고봉이 고향 광주로 내려가면 호남과 영남은 산천
이 막히고 길이 멀어져서 “의심난 것을 강론하거나 허물을 경계해줄 사
람”44)인 고봉과 서신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도
서신을 서울로 보내서 여러 손을 거쳐 전달할 희망은 있으므로 서로 노
력한다면 마치 자리를 함께하여 床을 맞대고 거처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45)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하였다.
퇴계는 고봉이 일단 떠나면 곧 돌아올 기약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자신의 병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미
루어 보았을 때, 아마도 다시는 이승에서 고봉을 만나기 어려울듯하다는
것46)도 알았던 듯싶다. 고봉이 한번 찾아온다고 했을 때, 마땅히 도산서
사에서 화로 가에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또 바랐었는데47),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고봉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지면 퇴계는 자신도 모
르게 떨어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였다.48)
1570년 10월 15일에 퇴계는 고봉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봉의 성격에
너무 모가 드러나서 時事가 우려된다49)고 충고하였다. 하지만 고봉이
44) 李滉, ｢答鄭子中｣,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1면 上右, “有疑
誰講過誰箴者.”
45) 李滉, ｢答鄭子中｣,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1면 上右, “無異
同席聯床而處矣.”
46)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9, 454면 上左, “奉晤
邈無指期,”
李滉, ｢答金而精｣, 退溪先生文集 卷30, 한국문집총간 30, 205면 上右, “恐難
於再見”
47) 李滉, ｢答鄭子中｣, 退溪先生文集 卷25, 한국문집총간 30, 101면 下右, “承許
見枉, 當於陶山書舍,
擁爐夜話, 企企.”
48) 李滉, ｢答金而精｣, 退溪先生文集 卷30, 한국문집총간 30, 205면 上右, “思之
至此, 不覺隕涕”
49) 奇大升, ｢祭退溪先生文｣, 高峯先生文集 卷第二, 한국문집총간 40, 92면 下左,
“旣警我以稜角之太露, 又申之以時事之可虞.”/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6면 上左, 何其露 稜角之至是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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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퇴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퇴계는

마지막 편지에서도 고봉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에 ｢퇴계 선생에 대한 제
문｣에서 고봉은 퇴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근년 이래로 저는 田里에 엎드려 있어서 비록 학문을 연구하고 탐색
하는 일에 힘을 다하지는 못합니다만, 또한 때로는 한두 가지 새로운 견
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質正할 곳이 없으니, 매양 옛날 선생과
왕복하며 論辯하던 즐거움을 생각하면 더더욱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
니다.50)

평소에도 늘 걱정이 이 사람 고봉에게 있다51)고 말하곤 했던 스승을
생각할 때, 고봉이 퇴계를 그리워하는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고봉이 퇴계에게 올린 “쫓겨나 돌아왔을 때 귀밑털 세려하였으나,
두 사람 만나는 기쁨 어이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52)라는 詩 구절에서
도 퇴계와 고봉의 만남의 의미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2) 知와 사랑의 對話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정신을 더욱 훌륭하게 하며, 지혜
를 사랑하여 자신과 남을 돌아보면서 사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였
다. 플라톤이 지혜를 사랑하는 그의 말에 물렸다.53)고 할 정도로 지혜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생명체 하나하나가 자기동일성을 지니고 있듯이,
철학적 사유에서 비롯되는 지식에도 자기동일성이 적용되는 듯하지만,
50) 奇大升, ｢祭退溪先生文｣, 高峯先生文集 卷第二, 한국문집총간 40, 93면 下右,
“比年以來, 屛伏田間, 雖不克盡力於硏索, 亦時有一二之見解. 顧無所於訂質, 每
念昔時往復論辨之樂, 尤不勝其悲也.”
51) 李滉, ｢答鄭子中｣, 退溪先生文集 卷25, 한국문집총간 30, 101면 下右, “奇君
事, 所喩正然, 尋常所憂, 在此人也.”
52) 奇大升, ｢又奉一律 倂祈笑攬｣, 高峯先生續集 卷之一, 한국문집총간 40, 228
면 上右, “竄逐歸來鬢欲蒼, 二人相見喜何量.”
53) 플라톤 지음, 최명관 옮김, 플라톤의 대화편 , 창, 2010, 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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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미세한 차이도 존재한다. 즉, 어떤 지식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지식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식이 영원히 사멸되지 않고, 무한 생성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화
이다. 특히 학문을 함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인간적인 만남을 통한 대화
이다. 그래서 학자가 대화를 멀리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
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이는 지극히 슬픈 일54)이기도 하다. 퇴계는
이를 두고 대화할 벗들이 없이 쓸쓸히 지내는 것을 ‘鈍滯의 근심’55)이라
고 하였다.
논의의 근간은 대화에서 비롯된다. 완전히 같은 두 장의 나뭇잎이 존
재하지 않듯이 사람들 중에도 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꼭 일치하는 경
우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데에도 사랑은 전
제조건이 된다. 대화의 구성요소가 너와 나로 이루어져 있듯이, 사랑은
나와 너 사이에서 살아 숨 쉰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인 것이다. 감정은
소유되지만 사랑은 생겨난다. 감정은 사람 안에 깃들지만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56)
사랑이 빠진 대화는 대화가 아니다. 괴테는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말
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 나는 놋쇠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57)고 하였다. 知와 사랑의 의미도 지혜로운 대화를 통하
여 깨달을 수가 있다. 바로 퇴계와 고봉의 대화는 이런 깨달음의 연속이
었다. 두 巨儒들이 보여준 깨달음의 정수를 두 가지로 대별하자면 ‘대화
의 상대에 대하여 존중하는 자세’와 ‘자신의 오류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
54) 소크라테스는 “옳고 확실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논의가 없지 않은데, 과거에
때로는 옳아 보이고 때로는 옳아 보이지 않는 논의를 많이 보았다고 해서 허물
을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지능의 부족 탓으로 돌리지 않고 도리어 논의에 돌리고,
마침내 논의란 논의를 모조리 증오하면서 여생을 살아가며 사물들에 관한 진실
과 지식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을 슬픈 일로 보았다.” (플라톤 지음, 최명관
옮김, 플라톤의 대화편 , 창, 2010, 174면.)
55) 李滉, ｢答奇明彦｣ <別紙>,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9, 426면 上
右, “恒抱鈍滯之憂”
56) 마르틴 부버 지음, 표재명 옮김, 나와 너 , 문예출판사, 2017, 26면.
57) 요한 페터 에커먼, 장희창 옮김, 괴테와의 대화 권1, 민음사, 2013,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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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퇴계는 고봉에게 무한 존중을 표하였다.
명언은 비록 沈密하지는 못하나 매우 얻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
도 이 사람에게서 얻은 바가 많습니다.58)

일찍이 퇴계는 고봉과 辨論한 일을 말하면서 고봉의 奇才와 웅변에
있어서 지금 세상에서는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울 정도59)
라고 문인에게 말한 바 있다. 비록 고봉이 가끔 잘못된 고집과 억지로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구차하게 雷同하지 않
으려는 호기에서 비록 된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부
당하다60)고 퇴계는 말하였다. 또한 퇴계는 고봉으로부터도 편지를 받고
깨우치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繼體의 服에 관해 논술하여 鄙說의 오류를 깨뜨렸는데 援用이 周悉
하고 증거가 명백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탄복해 마지않게 하였습니다.61)

퇴계는 고봉의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단지 儀禮經傳만을 보고 旁證이
될 만한 항목을 찾아 이를 類推하여 만약 형제의 명분이 없어지지 않았
다면 嫂叔의 喪服도 당연히 古禮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래서 文獻通考와 通典을 빌려보고서 역대에 繼體의 服에 관한 설이 있었
음을 알고는 참으로 놀랐을 뿐만 아니라 앞서 주장했던 설이 잘못되었음
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고봉의 辯博과 該暢한 견해에는 미치지 못했
음을 밝혔던 것62)이다. 그래서 퇴계는 천하의 여러 서적을 다 읽어보아
58)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27, 한국문집총간 30, 128면 下右,
雖不能沈密, 甚不易得, 吾於此人, 所得亦多矣.”
59)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27, 한국문집총간 30, 127면 下左,
有奇才雄辯, 今世難得其比.”
60)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27, 한국문집총간 30, 127면 下左,
不苟同, 豪氣所致, 不當以此少之.”
61) 李滉, ｢答李仲久｣, 退溪先生文集 卷11, 한국문집총간 29, 324면 下左,
條論繼體之服, 以破鄙說之誤. 援引周悉, 證據明白, 令人歎伏不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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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어 매우 다행63)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고봉도 四七理氣之辨에 대해서 퇴계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존중
하였다.
자세히 參究하고 나서야 비로소 (선생의 견해가) 잘못되지 않음을 알
았습니다.64)

고봉이 예전엔 四七理氣之辨에 관한 퇴계의 설이 잘못되었다고 강하
게 배척했었는데, 나중에 자신의 견해가 잘 못되었음을 밝히면서 湖南에
서 퇴계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 편지에서 고봉은 퇴계의 인정을 받
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 용어 사용이 적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며65) 다만
四端七情을 理와 氣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잘라서 처리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이론이 한 편으로 치우치게 되었고, 말의 사용에도 실수
가 있었다66)고 하면서 요점만을 집어서 비평해 주기를 원했다.
고봉이 보낸 總說과 後說 두 편의 글을 보고 퇴계는 그 말이 순수하
고 한결같이 바른데서 나왔으므로, 고봉이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벌써
높아져서 선입관을 주장하지 않고 초연하게 밝고도 넓은 경지에 올랐
다67)고 인정하였고, 그동안 자신의 논변 가운데 잘못된 곳을 지적해 주
었던 점에 대해서도 모두 이치에 맞으니 참으로 가상하다68)는 말로 고
62) 李滉, ｢答李仲久｣, 退溪先生文集 卷11, 한국문집총간 29, 324면 下左, “然不
能如明彦之辯博該暢也”
63)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9, 433면 上左, “別紙
極荷破懵, 益知天下諸書皆不可不經眼也. 深幸深幸.”
64) 李滉, ｢答金而精｣,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30, 195면 下右, “自言
子細參究, 始知其非誤.”
65) 李滉, ｢答奇明彦｣ <別紙>,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9, 443면 上
右, “而不蒙察納 無乃下語不著而然耶.”
66) 李滉, ｢答奇明彦｣ <別紙>,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9, 443면 上
左, “第於四端七情理氣之辨, 不能斷置分明. 故其說頗倚於一偏, 而辭氣之間, 亦
不能無失.”
67) 李滉, ｢答金而精｣,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30, 195면 下右, “其言
粹然一出於正, 乃知人眼目旣高, 不以先入爲主, 而能超然獨得於昭曠之原如此.”
68) 李滉, ｢答金而精｣,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30, 195면 下右, “又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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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을 높였다.
퇴계와 고봉이 物格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서로 의견 차이를 보였었
다.
“理가 비록 만물에 흩어져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한 사람의 마음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일단은 小註의 朱子학설을 자세히 생각하여 보니
理가 주밀하다는 말이 불가하지 않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寄明彦의 학설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69)

퇴계는 고봉이 ‘이를 到’의 到 字로 이치가 이르렀다[理到]는 ‘到’ 字
를 삼기 위해 이치가 이르렀다는 理到 자의 출처가 있는 3~4가지 조항
을 가지고 따졌으나 그때 즉시 답장을 보내지는 못하였다.70) 이는 퇴계
자신이 혹시 잘 못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미뤄두고 깊이 생각하
는 중이었는데, 고봉이 理가 주밀한 여러 설을 증거로 보인 것 때문에
대학 혹문을 참고한 후에 퇴계가 고봉의 설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大學 의 物格에 대하여 주자는 ‘물리의 지극한 곳에(이) 도달하지 않
음이 없다’고 주해하였는데, 퇴계가 처음에는 물리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물리의 극처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가 임종을 몇 달
앞두고 이의 자발성을 인정하게 되어 ‘물리의 극처가 내 마음에 도달한
다’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고쳤다.
또한 無極에 대한 해석도 역시 고봉이 제시한 것으로 인해 퇴계가 諸
儒의 학설을 두루 상고해보니, 黃勉齋 같은 이가 이미 분명히 설명을 했
었는데도 자신이 상고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71) 物格, 無極 등에 대
間指說出滉辨語有病處亦中理, 皆可尙也.”
69) 李滉, ｢答金而精｣,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30, 213면 上左~下右,
“理雖散在萬物, 而實不外一人之心一段, 見補亡章或問. 小註朱子說而細思之, 始
悟理到之言, 未爲不可, 今當從明彦說.”
70)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27, 한국문집총간 30, 137면 下右, “明彦
必欲以到字爲理到, 今又合聚得理到字出處三四條來爭, 時未答去.”
71) 李滉, ｢答金而精｣,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30, 213면 下右, “如黃
勉齋, 饒雙峯已說破分明, 始知滉不深考而費妄說之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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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바뀐 설명 草本을 김자앙을 시켜 禹景善에게 보이도록 하였고, 고봉
에게는 고을 사람 편에 고친 초본을 부쳤다.
퇴계는 고봉의 사람됨을 매우 중히 여겼다. 고봉이 이미 얻은 것이 많
은데도 불구하고 물러나 공부를 더하는 것을 보고 퇴계는 고봉이 한 가
지 일만 해도 남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72)라고 하면서 고봉의 능력을
높였다. 다만 고봉이 호기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의리의 학문에 정밀한
연구가 부족하여 남의 말을 듣고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 곳이 있으면,
곧 붓을 들어 공격하면서 많은 말을 늘어놓아 자기를 내세우고 이기기를
구하는 뜻이 있는 것73)은 큰 단점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퇴계가 고봉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함이 없었다. 당시에 사
람들이 고봉을 가리켜서 하는 말을 듣고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을 깔보고 사람을 능멸하여 말을 삼가는데 부족하고 몸을 검속
하는데 소홀하다고 하니, 과연 그런 점이 있으면 통렬히 고쳐야 할 것이
고 그런 점이 없더라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74)

퇴계의 기본적인 생각은 곤궁하거나 영달하는 것도 천명에 달려 있는
것이고, 남들이 혹평하는 것도 역시 천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사리에 맞게 통렬히 반성을 해야한
다75)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고봉에게 이런 평판을 듣게 된 연유를
생각해서 고향에 가거든 온갖 잡념 떨쳐버리고, 문을 닫고 땅을 깨끗이
쓸고서, 학문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깊이 생각하고 언행을 단속하라고76)
72) 李滉, ｢答金而精｣,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30, 91면 上右, “只此一
事, 人所不及處.”
73) 李滉, ｢答金而精｣, 退溪先生文集 卷25, 한국문집총간 30, 91면 上右, “但其豪
氣未除, 於義理之學, 尙未見細意硏精, 才見人說話, 有不合己見處, 便奮筆作勢.
一向攻他胡說將去, 似有立己求勝之意.”
74)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1면~462면 下
左~上右, “今人皆云, 左右傲物陵人, 短於謹言, 疎於檢身. 果有之, 所當痛改.”
75)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1면 下左, “窮通
有命. 彼於我如彼, 是亦命耳. 但撞著此等事, 亦不可不自反而痛加循省.”
76)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2면 上右, “今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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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거듭 일렀다. 왜냐하면 당시 조정에서 퇴계가 고봉을 추천했던 일
에 말이 많았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잘 못 천거하였다고 다
투어 말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잘 못 천거했다는 후회를 하지 않는 것
은 내가 그대에게 기대하는 것을 사람마다 더불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
기 때문입니다.77)

퇴계는 고봉이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하
여 술[酒]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고봉이 부디 浩然하고
도 泰然하기를 바란다78)고 하였다. 만일 방탕한 기분으로 술독에 빠져
서 성현의 門墻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고봉을 공격하는 사
람들이 실로 사람을 잘 알아 본 꼴이 되고, 이렇게 되면 퇴계 자신도 비
록 잘 못 천거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게 된다79)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퇴계가 고봉을 일컬어 道에 뜻을 두는 것으로 立地를 세운
다는 말을 ‘우리 명언’은 세 번 되풀이 하여 깊이 생각하라80)고 말하는
지점에서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 마치 부자지간을 연상케 한다. 이렇듯
고봉은 심사가 편치 않았지만 퇴계가 先父君의 碣銘을 부탁했을 때 성심
을 다해 글을 지어 보낸다.
생각을 다해 文詞를 다듬어서 내 先人의 숨은 뜻을 찬양해 주셨으므
切祝斷置百雜, 杜門掃地, 溫理舊業, 大覃思而極操約.”
77)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2면 上右, “世人
爭言滉不知人而失薦 對, 滉尙未有失薦之悔者. 以其所望於左右, 有非人人所與
知也.”
78)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2면 下右, “似不
免介介于中者, 至發於酒而見於色. 何耶.”
79)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2면 上左, “滉雖
欲不悔於失薦, 何可得也.”
80)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2면 下左, “則吾
所謂志道樹脚者, 果安在耶. 願吾明彦, 三復深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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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갈문을 받은 이후 엄숙한 마음으로 반복하여 읽어 보고는 지극한
감명의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81)

어느 집안 자손이든 조상을 기리는 글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려고 할
때, 정성이 지극하더라도, 평생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代에 이
르러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퇴계 자신은 불과 몇 달 동
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미천한 소원’을 이루었다82)고 기뻐하였다.
그는 또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던 선인의 뜻과 슬피 사모
하던 자식의 정성이 비로소 한이 없게 되었다83)고 하였다. 스승 퇴계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성심을 다한 고봉에게 퇴계는 깊고 후한 眷顧의 은
혜를 갚을 길이 없어 마음과 골수에 새겨서 고마움이 하늘과 더불어 끝
이 없다84)고 말했다.

3) 宮聲과 徵聲의 조화
모든 조화의 본성은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화합을 이루는가에 달
려 있다. 음악도 그러하다. 마치 ‘음궁과 칠현금의 화음처럼’ 화음이 높
은 음과 낮은 음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파열음을 내다가 나중에는
기술적으로 협화85)하게 되는데, 무릇 화음이란 협화음이요, 협화음은 일
종의 조화를 의미한다.
일찍이 공자도 魯나라 大師에게 음악을 일컬어 “음악은 알 수 있으니
처음 시작할 적에는 五音을 합하여 풀어놓을 때에는 조화를 이루며, 분
81)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58면 下左,
硏詞, 用闡我先人幽翳之志, 拜受以還, 反覆莊誦, 不勝感涕篆刻之至.”
82)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58면 下左,
乃獲遂微願於往復數月之間.”
83)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4면 下右,
幽翳之志, 小子悲慕之悃, 至是無復有餘憾.”
84)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4면 下右,
深厚, 罔攸報塞, 篆鏤心髓, 與天無極.”
85) 플라톤 지음, 최명관 옮김, 플라톤의 대화편 , 창, 2010,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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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며 연속되어서 한 장을 끝마쳐야 한다.”86)고 하였다. 이는 마치 괴
테가 “가시덤불에는 포도송이가 열리지 않고, 엉겅퀴에는 무화과가 열리
지 않는다.”87)고 한 것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나, 제어하기 어
려운 것, 또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종종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
히려 사랑과 조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게 된다는 말과도 통한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하나의 세계에만 속박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서 벗
어나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관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의 세계에서 ’나’와 ‘너’는 서로 자유롭게 마주 서 있으며, 어떠한 인
과율에도 얽매이지 않고 물들지 않은 상호관계에 들어서는 것이다.88)
결국 이런 상호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은 각 구성원들의 성실성
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퇴계와 고봉의 대화는 바로 이러한 상호관계의 조화라는 성실성에 기
반하고 있다. 대개 그들의 正見은 정론과 유사한 사이비 학설에 현혹되
지 않으면서 正道의 본원을 밝히고 異端의 邪說을 물리치되 상세하고 풍
부하며 순수하여 한결같이 正學에서 나온 것89)이었다. 한 문인이 퇴계
와 고봉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대개 그 부드러움과 팽팽함이 서로 도움이 되고 宮聲과 徴聲이 서로
어울리는 것은 몇 시대 만에야 한 번 만나는 정도였습니다.90)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듯한 剛과 柔 그리고 宮音과 徴音 같은 부조화
가 끝내는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을 두고 諸儒들이 퇴계와 고봉의 관계를
86) 論語 , ｢八佾｣ 23, “子語魯大師樂曰 樂, 其可知也. 始作, 翕如也. 從之, 純如也,
皦如也, 繹如也, 以成.”
87) 요한 페터 에커먼, 장희창 옮김, 괴테와의 대화 권2, 민음사, 2013, 163면.
88) 마르틴 부버 지음, 표재명 옮김, 나와 너 , 문예출판사, 2017, 77면.
89) 퇴계는 당시의 상황을 “黨의 분열이 이미 드러나서 邪와 正이 마구 뒤섞였다.”
라고 하였다.(李滉, ｢答奇明彦｣ <別紙>,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
9, 461면 下右, “黨分已形, 邪正混淆.”)
90) 奇大升, ｢請享疏｣, 高峯先生別集附錄 卷之二, 한국문집총간 40, 290면 下右,
“蓋其韋弦相益, 宮徵相合, 迨曠世而一遇也.”

299

退溪學論集 23호

마치 橫渠(張載)와 程氏(程顥·程頤)나 西山(蔡元定)과 朱子의 관계와 같
다91)고 비유하곤 하였다.
한 번은 평안남도 中和군에서 庸學釋義 에 語錄釋 을 첨부해서 새
로운 책 한권으로 板刻한 후 이것이 모두 退渓의 학설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 퇴계가 몹시 당황한 일이 있었다. 퇴계는 고봉에게 다음과 같
이 말했다.
부디 중화군에 도착하거든 바쁜 일들을 우선 접어두고 즉시 그 冊板
을 찾아다가 감시 하에 현장에서 불사른 뒤에 떠나기 바랍니다. 만일 그
렇게 하지 않고 다만 군수에게 부탁하여 태워버리게 한다면 끝내 아무
도움도 없을 게 분명하니 부디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92)

庸學釋義 는 퇴계가 일찍이 大學 과 中庸 두 책에 관한 우리나라
여러 학자들의 학설이 가닥 잡히지 않은 것을 보고서 그것을 모아 뺄 것
은 빼고 취할 것은 취해서 동일한 뜻으로 귀결시키고자 한 것93)이었다.
간혹 논변한 곳이 있긴 하나 아직 책으로 낼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연히
이를 구해 본 군수 安瑺과 文命凱94)가 함께 책판을 만들었던 것이다.

때 마침 고봉이 遠接使 從事官으로서 관서로 간다는 말을 듣고 퇴계가
고봉에게 그것을 없애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스승의 간절한 부탁에 고봉
이 다음의 詩를 지어 퇴계에게 보냈다.
세속 학자는 글을 끌어 붙여 진리를 탐구치 않고,

俗學牽文不究眞

입과 귀로만 서로 전하여 道가 멀어졌도다.

禾—口耳道彌酒

흘러 다니는 箚나 記는 더욱 미혹시키는데,

流傳箭記尤滋惑

91) 奇大升, ｢請享疏｣, 高峯先生別集附錄 卷之二, 한국문집총간 40, 317면 下左,
“故後來諸儒以爲大 升之於李滉, 若橫渠之於程氏, 西山之於朱子, 斯言得之矣.”
92)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7, 한국문집총간 29, 446면 上左, “伏望
行到右郡, 撥置鞅掌, 卽索取其板. 監視燒火於庭, 而後乃去. 至祝至祝. 不然, 若
只囑郡守, 使之燒毁, 則其終無益, 必矣. 更須毋忽.”
93)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7, 한국문집총간 29, 446면 上右, “曩見
二書, 東人諸說紛糾, 妄欲裒集考校, 而商量去取, 庶幾得本旨而歸一義.”
94) 文廣文(당시 중화의 훈도인 문명개(文命凱)를 가리킴. 광문은 學館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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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을 가탁하여 또다시 사람을 그르치므로

假托師門更誤人

불살라 어리석음 경계하라는 공이 나에게 명하심은

焚棄警頑公命我

인격연마와 사업성취 어느 것을 몸소 구하심인가?

研磨居業孰求身

빈 뜰에 남은 재를 쓸고 돌아오며 재삼 탄식함은

空庭掃嵐還三歎

뜬세상에 분분하는 괴이함에 성나기 족하기 때문이네. 浮世紛紛足怪嗔95)

고봉이 직접 그 책판을 찾아 불사른 후에 詩를 지어 퇴계에게 보낸
것이다. 이에 퇴계는 몹시 기뻐하면서 이 詩의 운을 次韻하여 고봉에게
답 詩를 지어 보냈다.
퇴계와 고봉의 대화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았다. 고봉
이 퇴계에게 보낸 선생의 문목에 답함에는 다양한 논의96)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고봉이 비판의 강도를 높였던 것은 羅整菴이 困
知記 에서 人心과 道心을 性·情이라 한 대목이었다.
나정암은 理氣를 한 물건이라 하였으니, 그 견해가 매우 잘못되었습
니다.97)

일찍이 고봉이 나정암의 人心·道心說에 대해 ‘그 가운데서 이치에 맞
지 않는 것과 나머지 문단에서 말한 것까지 아울러 철저하게 바로 잡아
회답해 주기를 바란다는 퇴계의 편지를 받고서, 고봉이 나정암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을 쓰겠다고 했을 때, 퇴계는 ‘이는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격’98)으로 자신도 그 글을 꼭 읽어보고 싶다고 할 정
95) 奇大升, ｢中和新刊退溪學 庸語錄解疑｣, 高峯先生文集 卷第一, 한국문집총간
40, 45면 上右.
96) 이일미(二溢米)에 대하여 二溢米는 小學 주에 1溢은 24분 升의 1이라 하였다.
이 외에도 ‘握手에 대하여’, ‘ 難經 에 대하여’, ‘心臟의 형체에 대하여’, ‘算學
에 대하여’, ‘太極은 動靜이 없다는 데 대하여’, ‘內艱·外艱에 대하여’, ‘李彦迪
字 復古에 대하여’, ‘臨川吳氏가 태극은 동정이 없다고 논함에 대하여’, ‘시부모
의 服은 어느 때에 더하는가에 대하여’, ‘繼外祖母의 喪服에 대하여’, ‘남편의
외조부모 服에 대하여’ 등 다양한 주제로 고봉은 퇴계와 문답을 주고받았다.
97) 奇大升, ｢答先生問目｣, 高峯先生文集 卷第三, 한국문집총간 40, 138면 上右,
“整菴以理氣爲一物, 其見甚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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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당시에 羅整菴의 곤지기 를 높이고 숭상하는 이가 많았었다. 왜냐하
면 그 내용을 보면 孔孟과 程朱를 추존하여 宗主로 삼긴 하였으나, 羅氏
의 학문은 선학에서 나와 얼굴만 바꾸어 성현의 말씀으로 文飾하였기 때
문에 바로 詖淫邪遁이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고봉이 비판했던 것이다.
또 나정암이 道心을 性이라 하였고 人心을 情이라 하였으니, 만일 그
렇다면 사람의 性은 미미하고 情은 위태롭다는 것99)이 되므로, 이것은
荀子의 性惡說에 가까운 설인데, 盧丈이 나정암의 이 말을 빌려 “사람의
情은 善을 할 수도 있고 惡을 할 수 있어서 위태롭다.100)”라고 한 것은
告子의 湍水101)의 학설과 가까운 것이라는 게 고봉의 생각이었다. 이런
고봉의 논변에 퇴계는 참으로 명쾌한 설명102)이라고 하였다.
퇴계와 고봉의 대화는 47논변에서 고봉이 “理之發은 理만을 가리키는
말이고, 氣之發이라는 것은 理와 氣를 함께 섞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주
장한 것에 대하여, 퇴계가 ‘근본은 같고 끝이 다르다[本同末異]’고 말하
였는데, 퇴계가 이 설에 대해 같다고 본 것은 바로 ‘근본이 같다’는 것이
었다. 그러나 고봉은 이를 근거로 ‘사단·칠정은 결코 理·氣에 나누어 붙
일 수 없으므로 이것이 끝이 다르다는 것103)이라고 하였다. 이에 퇴계
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98)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7, 한국문집총간 29, 446면 上左, “庶幾
令人暗中得路.”
99) 奇大升, ｢答龜巖書｣, 高峯先生文集 卷第三, 한국문집총간 40, 138면 上左,
“以道心爲性, 人心爲
情, 若然則人之性微而情危者.”
100) 奇大升, ｢答龜巖書｣, 高峯先生文集 卷第三, 한국문집총간 40, 138면 上右,
“盧丈發明其說, 以爲人之情, 可以爲善, 可以爲惡, 故危.”
101) 孟子 ｢告子｣上, 고자는 전국 시대의 사상가로 이름은 不害이며, 단수는 여
울물이다. 고자는 일찍이 “사람의 본성은 여울물과 같다. 여울물은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르니, 사람의 본성
역시 선으로 인도하면 선해지고 악으로 인도하면 악해진다.” 하였다.
102) 李滉, ｢金誠一｣, 退溪先生言行錄 卷5, <崇正學>.
103)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7, 한국문집총간 29. 441면 下右, “顧
高明因此而遂謂四七必 不可分屬理氣, 所謂末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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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道를 밝히는 데 있고 두 사람 모두 私意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가 일치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치에 通達하고 학
문을 좋아하는 군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104)

즉, 퇴계는 근본이 이미 같다면 사소한 것은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끝
내는 반드시 의견이 같아지게 되므로 四端七情을 논한 總說과 後說 두
편은 반복하여 깊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의견이 들쑥날쑥하여 달랐으
나 끝내는 분명해져서 결론이 같아졌다.”105)고 하면서 다음의 詩를 지
어 고봉에게 보냈다.
짐을 진 두 사람 경중을 다투지만,

兩人駄物重輕爭

생각하니 높고 낮음 같아져 버렸네.

商度低昂亦已平

이쪽을 누르고 저쪽으로 돌리자면,

更剋乙邊歸盡甲

짐의 무게 언제나 공평해질까.

幾時駄勢得勻停106)

퇴계는 한쪽의 견해가 혹시 타당하더라도 학문을 절실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부질없는 다툼으로 비치게 될까봐 우려하여 논
변을 마무리하려 하였다. 퇴계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고봉의 밝은 견해와
높은 논리가 지금 보내온 兩說처럼 명료하고 투철했더라면 결코 끝이 다
르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107)이라고 하면서, 그는 일찍이 두 사람이 주
고받으며 논변한 글을 모아서 한 책으로 만들려고 한 것은 그때그때 각
자가 관찰하고 반성함으로써 결점을 고쳐나가기 위해서였다108)고 하였
104) 李滉, ｢答奇明彦｣, <改本>,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9, 425면
下左, “志在明道, 而兩無私意者. 必有同歸之日, 此非達理好學之君子.”
105) 李滉, ｢重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7, 한국문집총간 29. 441면 下右,
“昔人所謂始參差而異序, 卒爛熳而同歸.”
106) 李滉, ｢與奇明彦｣, <詩>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9, 431면 上
右.
107) 李滉, ｢重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7, 한국문집총간 29. 441면 下右~
下左, “苟向日明見崇論, 如今來兩說之通透脫洒, 又何末異之有哉.”
108) 李滉, ｢重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7, 한국문집총간 29. 441면 下右~
下左, “抑嘗欲謾取吾兩人往復論辨文字爲一冊, 時自觀省. 以改瑕纇, 而間有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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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그는 중간에 수습하여 기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점109)이라고 하였다.

3. 梅香과 遺香의 別離와 記憶
1) 退溪와 梅花의 香氣
선철들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괴테는
“죽음이란 참으로 이상한 그 무엇이야. 매번 죽음을 치르면서도 자신에
게 소중한 사람이 죽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으니 말이야. (......) 익숙한
현실 세계로 부터 조금도 짐작할 수 없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게 너무
나 강제적이어서, 뒤에 남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깊은 충격을 안겨준”110)
다고 하였다.
아마도 철학자로서 表裏如一하고 內外合一을 말한 사람은 소크라테스
가 처음일 듯싶다. 그는 스스로 “전 생애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公
人으로서든 또는 개인으로서든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음이 드러날 것입
니다.”111)라고 하였다.
內外合一이라는 측면에서는 퇴계를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李湛
(1510년 중종 5년~1575년)은 선조에게 이황은 어려서부터 표리가 한결
[表裏如一]같았으며 문장과 도덕을 둘 다 갖췄기 때문에 임금이 정성껏
성학과 정치의 도리를 듣는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112)이라고 하였다.
拾不上者爲恨.”
109) 李滉, ｢重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7, 한국문집총간 29. 441면 下左,
“間有收拾不上者爲恨.”
110) 요한 페터 에커먼, 장희창 옮김, 괴테와의 대화 권2, 민음사, 2013, 296면.
111) 플라톤 지음, 최명관 옮김, 플라톤의 대화편 , 창, 2010, 72면.
112) 奇大升, ｢初六日｣, 高峯先生論思錄 卷之上, 한국문집총간 40, 16면 下左,
“李湛啓曰, 小臣於中宗末年, 與李滉同官, 與之交遊, 自少表裡如一.(….) 文章
道德, 可謂兩備, 自上以誠顧問, 豈無所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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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은 더 나아가 퇴계의 도덕과 학문은 옛사람과 다름이 없으니 옛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면 곧 퇴계의 마음 역시 이러할 것이므로 임금이
그 뜻을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퇴계를 대하는 방도에 합당할 것113)이라
고 하였다.
12월 3일 퇴계는 주변을 정리하면서 매화 분재를 옮기라고 하였다.
이유는 설사가 나기 때문에 매화 형에게 불결한 냄새가 미칠까봐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퇴계에게 매화는 평생지기였다. 그래서
‘兄’ 字를 붙여 극진히 여겼던 것114)이다. 퇴계는 1569년 봄에도 매화
詩 1수를 지었다.
매선이 있어 쓸쓸한 나의 짝이 되니

頓有梅仙伴我凉

서울이라 풍진 속에 고이 간직하게나

京洛塵中好艶藏115)

소쇄한 객창에 꿈속의 혼처럼 매화 향기만이
客牕瀟灑夢魂香
동으로 가면서 그대를 데리고 가지 못해 한스러우니 東行恨未携君去

퇴계가 한성 우사에 있으면서 분매를 얻어 늘 책상에 두고 대하였는
데 장차 떠나면서 이 시를 지어 작별 인사를 대신한 것이었다.116) 고봉
은 퇴계가 보냈던 시를 차운하여 다음의 詩를 퇴계에게 보냈다.
공은 매화 찾아 고향 산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公欲尋梅返舊山

나는 영록 탐해 풍진 사이 체류하네

我貪榮祿滯塵間

향 피우고 닻줄 매는 곳 어드메냐

燒香繫纜知何處

비바람 어둑한데 홀로 사립문 닫았노라

風雨冥冥獨掩關117)

113) 奇大升, ｢初六日｣, 高峯先生論思錄 卷之上, 한국문집총간 40, “而其道德學
問, 與古人無異, 古人之心如此, 此人之心亦恐如此也. 自上知其意而處之, 則接
待之道當矣.”
114) 李滉, ｢與金彦遇｣, 退溪先生文集 卷27, 한국문집총간 30. 141면 下右, “梅
兄遇我非尋常.”
115) 李滉, ｢漢城寓舍. 盆梅贈答｣, 退溪先生文集 卷5 <續內集>, 한국문집총간 2
9. 150면 下左,
116) 奇大升, ｢存齋謾錄｣<仰次退溪先生梅花詩>, 高峯先生續集 卷之一, 한국문
집총간 40, 245면 上左, “己巳春 在漢城寓舍 得盆梅 常對案上 將行贈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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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퇴계선생의 매화 詩에 우러러 차운하다[仰次退溪先生梅花
詩]’는 칠언절구 詩로서 고봉이 비바람이 심하던 날 배를 타고 간 퇴계
를 걱정하며118) 지은 것이다. 퇴계는 뜻밖의 화답 詩를 받고 고봉이 자
신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다고 하면서 또 화답 詩를 지
어 보내지만 뒷날 혹시라도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도 하였다. 퇴계
는 이러한 생각에 잠기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내 고봉과 보낸 그 때
의 일을 회상하면 마치 일장춘몽 같아서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였
다.119)
고봉이 나를 완성시켜준 분의 은혜는 나를 낳아준 분과 같다고 말했
듯이 퇴계는 고봉에게 스승을 넘어 부모와 같은 존재였다.
李生의 급보를 받고 선생이 8일 저녁에 易簀120)하셨음을 알았습니
다. 저는 놀라 울부짖어 실성통곡하며 애통함이 흉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 몸이 살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121)

이렇듯 고봉에게 퇴계는 남다른 존재였기에 퇴계의 죽음은 고봉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다. 그런 스승 퇴계가 항상 道體가 장수
하고 강녕하기만을 축원했었는데122), 갑작스런 비보를 듣고 달려가 뵐
수 없는 고봉의 심정이 그가 지은 ‘퇴계선생만장’에 절절이 그려져 있다.

117) 奇大升, ｢存齋謾錄｣<仰次退溪先生梅花詩>, 高峯先生續集 卷之一, 한국문
집총간 40, 245면 上左,
118)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9, 454면 上右, “滉
自過驪江, 顚風苦雨, 舟行良艱.”
119) 李滉, ｢答金而精｣, 退溪先生文集 卷30, 한국문집총간 30. 201면 上左, “旣
還, 回思在彼時之事, 正如一場春夢之煩, 不知當日何以經過耶.”
120) 禮記 ｢檀弓｣上 “易簀”, “스승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121) 奇大升, ｢祭退溪先生文｣, 高峯先生文集 卷第二, 한국문집총간 40, “忽得李
生之報. 伏聞, 先生易簀於初八之昏. 驚呼失聲, 痛徹心膂, 不自知此身之生而存
也.”
122) 奇大升, ｢祭退溪先生文｣, 高峯先生文集 卷第二, 한국문집총간 40, “恒祝道
體之鬱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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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한 가르침 외람되게 이어받았는데, 새 무덤에 달려가 통곡하지
못했네.123)

고봉이 퇴계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법도하다. 왜냐하면
고봉의 생각에 자신의 완악하고 비루한 자질을 실질적으로 인도해 준 지
극한 은혜를 퇴계로부터 입었다124)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래서 은혜가 깊고 義를 중히 여겨 마음으로는 매일 퇴계를 향해 가고 있
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다음 글에서도 퇴계의 죽음을 애도하는 고봉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대들보가 꺾이고125) 태산이 무너졌으니, 제가 다시 어떻게 마음을 가
누겠습니까. 위로는 斯文이 땅에 떨어짐을 애도하옵고 아래로는 晩學이
의지할 곳을 잃음을 슬퍼하오니,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뼈가 놀라고 혼
이 날아가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126)

퇴계 사후 1년이 지났는데도 고봉의 슬픔은 여전했던 것 같다. 隆慶
5년(1571, 선조4) 歲次辛未 1월에 고봉은 먼 곳에서나마 퇴계의 靈座
앞에 酒果의 祭奠을 갖추어 再拜하고 곡을 하면서 퇴계의 빈자리를 슬픔
으로 달랠 수밖에 없었다.
123) 奇大升, ｢退溪先生挽章五言四韻｣, 高峯先生續集 卷之一, 한국문집총간 40,
“叨承誨諭切 痛哭隔新阡.”
124) 奇大升, ｢祭退溪先生文｣, 高峯先生文集 卷第二, 한국문집총간 40, 92면 下
右, “竊念頑鄙之資, 實蒙誘掖之至.”
125) 退溪의 죽음을 슬퍼하는 말이다. 禮記 ｢檀弓｣上에서 공자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대들보가 꺾이는구나. 철인이 시드는구
나.[泰山其頹乎 梁木其壞乎 哲人其萎乎]”라고 노래하였는데, 子貢이 이 노래
를 듣고는 “태산이 무너지면 우리가 장차 어디를 우러러보며, 대들보가 꺾이
고 철인이 시들면 우리가 장차 어디에 의지하겠는가.[泰山其頹 則吾將安仰
梁木其壞 哲人其萎 則吾將安放]”라고 하였다.( 기대승지음, 성백효·이성우옮
김, 고봉전서 1,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8, 381면 참조)
126) 奇大升, ｢祭退溪先生文｣, 高峯先生文集 卷第二, 한국문집총간 40, 92면 下
右, “樑木之摧而泰山之頹乎, 吾復何以爲懷也. 上悼斯文之墜地, 下憐晩學之失
依, 曷爲不便我骨驚而魂飛也”

307

退溪學論集 23호

2) 高峯과 百世의 遺香
철학적인 영혼은 항상 죽음 맞이 연습을 한다. 철학은 다름 아닌 죽음
의 연습인 것이다. 그래서 정작 죽음이 가까웠을 때 죽기를 주저하는 사
람이라면 그 사람은 愛智者 곧 철학자가 아니고 육체를 사랑하는 자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그 사람은 동시에 돈이나 권력을 사랑하는 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사랑하는 자임에 틀림없다.127)
죽음을 면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구차하게 죽
음을 면하는 것보다 이름[名]을 버리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가 있다. 선
비에게 이름은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다. 퇴계가 고봉에게 간곡히 부탁한
말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았다.
벽립만인의 기상으로 화살처럼 곧게 나아가야 합니다.128)

퇴계는 오래도록 기약하여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물러남에 학문을 위
주로 하게 되면 자연히 의리의 무궁함을 깊이 알게 되고 스스로 만족해
하는 뜻을 버리게 되며, 진실을 쌓고 노력을 오래하면 道가 이룩되고 德
이 확립되어 공부는 스스로 높아지고 학업은 스스로 넓어지게 된다고 하
였다.
문인이 학문하는 사람에 관해서 물었을 때 퇴계는 “고봉은 성품이 두
텁고 무거워 仁에 가까우며, 앞 사람의 지나간 자리를 따라서 지키니 필
시 길을 잘못 들어 딴 곳으로 가지는 않을 것”129)이라고 고봉의 강직함
[直義]을 말한 바 있다.
퇴계는 고봉이 落鄕한 후에 書室을 새로 지어서 藏修(학문을 닦는 곳)
의 樂을 부치고, 또 그 서실의 호칭을 樂庵130)으로 게시한 것이 매우
127) 플라톤 지음, 최명관 옮김, 플라톤의 대화편 , 창, 2010, 133면.
128)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7, 한국문집총간 29. 435면 上右, “或
者壁立萬仞, 如矢而行.”
129) 李滉, ｢崇正學｣, 退溪先生文集 , 退溪先生言行錄 卷5, 72면 上左, “此人, 厚
重近仁, 而循塗守轍, 必不失脚, 向別處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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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고 좋다고 하면서 며칠 동안이나마 정답게 지내면서 그 중의 樂이
어떠한지를 함께 참여하여 느껴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131)는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아울러 그는 고봉이 마음을 존양하고 학문을 하면서
그 뜻을 詩賦로 표현한 것이 있으면 인편으로 보내주기를 원했다.
경오(1570)년 2월이었고 고봉이 귀향하던 날, 당대의 이름난 선비들
이 모두 漢江에 나와 고봉을 전별하였다. 이때 배 안에 앉아 있던 누군
가가 사대부가 조정에서 처신할 때 시종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고봉은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었다.
幾·勢·死 세 글자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132)

이 말은 대체로 군자가 나아가고 물러남에 있어서 마땅히 먼저 기미
를 살펴 의리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하고, 나아가 時勢를 알아서 구차한
걱정을 없게 하며, 끝내 목숨을 걸고 道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133)이라
고 고봉이 설명하자 듣는 이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또한 고봉은 金啓(晦
叔)와 金而精(就礪)에게 다음 詩를 지어 주었다.
세월은 유유히 물처럼 흐르는데,
천기도 이와 같아 멈추질 않는구려.

歲月悠悠水共流
天機如許不曾留

지난해 작별하며 가슴 아파하던 곳,

前年惜別傷心地

오늘 귀향길도 근심만 절로 나네.

今日南歸亦自愁134)

130) 奇大升, ｢高峯先生年譜｣, 高峯集 한국문집총간 40, “先生上退溪書云, 家近
山崖, 新築小庵意爲栖遲之所, 欲以樂字額之蓋前書所示貧當益可樂之語, 用寓
鄙心之所願慕者.”
131)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9, 464면 上左~下右,
“知新築書室, 得地高曠, 以寓藏修之樂, 又以之揭號, 甚適且好. 恨不得命駕一
造, 爲數日之款.”
132) 奇大升, ｢行狀[鄭弘溟 畸庵｣, 高峯先生文集附錄 卷第一, 한국문집총간 40,
“幾勢死三字, 足以盡之云.”
133) 奇大升, ｢行狀[鄭弘溟] 畸庵｣, 高峯先生文集附錄 卷第一, 한국문집총간 40,
“其意蓋謂君子出處, 當先審其幾, 不違於義, 而且復知時識勢, 無苟且之患, 終
以守死善道, 爲期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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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정은 고봉이 떠나던 날 箕城亭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냈는데, 고봉
이 流字韻으로 詩를 지어 주자 김이정이 이 詩를 퇴계에게 보냈다. 나중
에 퇴계는 이 시를 읽고 슬픈 생각이 들어 黯然(이별을 슬퍼함)한 회포
가 지난해 東湖에서 고봉과 이별할 때보다 배나 더했다.135)고 하였다.
공교롭게도 이 詩는 지난해 같은 자리에서 퇴계를 송별하며 지은 詩를
高峯이 차운한 것이었다. 高峯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스승을 보낸 자리에 고봉 자신이 서있는 것. 유유히 흐르는 물은 스승
과 이별 할 때나 오늘 송별을 받고 있을 때나 변함없이 흐르는데, 자신
이 있는 자리에 스승은 없고 詩의 韻이 향기가 되어 가슴을 먹먹하게 한
다. 고봉이 바라 본 것은 물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태양은 수면위로 떠
올랐다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만, 저 태양은 내일도 변함없이 떠오
를 것이다. 스승도 저 태양처럼 매일 뵐 수 있으면 좋으련만…….
2년 후에 고봉은 귀향 중에 병으로 사망하게 된다. 고봉은 자신의 평
소 지론인 幾·勢·死를 신명처럼 여겼던 선비답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
하였다.
내가 곧 죽을 것인데 내 어찌 公廨에서 죽겠는가.136)

고봉은 아픈 몸을 이끌고 부축을 받아 서서 옷을 정제하고는 갓을 가
져와 씌우라고 명하였다. 고봉은 마치 죽음 연습이라도 한 사람처럼 흔
들림이 없었다. 고봉은 아들 효증137)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너는 경박
134) 奇大升, ｢高峯先生年譜｣ <詩>, 高峯先生文集 卷第一, 한국문집총간 40, 12
면, 上左.
135)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62면 下右, “吟
讀悵想, 黯然之懷, 倍於去年東湖之別也.”
136) 奇大升, ｢高峯先生年譜｣, 高峯集 한국문집총간 40, “吾將死矣. 吾豈死於公
廨.”
137) 퇴계는 고봉의 장남인 기효증이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난초처럼 향기롭고
옥처럼 빛나는 그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온갖 근심이 사라지는 듯했다’라고
하며 기효증을 칭찬했다.(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7, 한국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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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우니 진중한 의사를 지닌다면 내 걱정이 없겠다.”138)하고는 말이
끝나자 눈을 감았다.
松江 鄭澈(1536~1593)은 고봉의 죽음 앞에 “흐려져 가는 士類의 추
향을 누가 밝히고 저하되어 가는 세상의 도의를 누가 높이겠는가?”139)
라며 슬퍼하였으며, 栗谷 李珥는 거침없는 그 문장 서책 속에 빛이 나고,
높고 높은 그 기개 구름 속에 맺혔는데, 초사로써 흐느끼며 초혼140)할
길 전혀 없음을 애달파 하였다.141) 고봉을 잃은 슬픔을 아마도 가장 절
실하게 표현한 사람은 鶴峯 金誠一(1538~1593)일 듯싶다.
사문이 마침내 불행해지니

斯文竟不幸

우리 도 이제 어찌될 건가

吾道將何如

몇 해 전 선사를 떠나보내어
유림에 그 기상 참담만 한데

頃歲哭先師
儒林已慘沮

믿은 것은 하늘이 사문 도우사

尙賴天未喪

공에게 그 道맥 잇게 함이었네

俾公尋緖餘

-------------------------------------

138)
139)
140)
141)
142)

아 도통 주고받는 중대한 일을

嗚呼授受機

다시 맡을 사람 그 누구란 말인가
도산의 언덕 점점 슬퍼지고

更作何人歟
陶丘轉悲凉

앞으로 일들이 심히 한탄스럽네

後事堪噫噓142)

총간 29, 446면~447면 下左~上右, “作書來報, 令嗣齎至, 蘭玉映人, 不覺幽
鬱之去體也.”)
奇大升, ｢高峯先生年譜｣, 高峯集 한국문집총간 40, “汝輕薄, 若有涵蓄意思,
吾無憂矣.”
奇大升, ｢祭文[門人鄭澈松江]｣, 高峯先生別集附錄 卷之一, 한국문집총간 4
0, “士趨之汚, 孰能淑之, 世道之卑, 孰能升之升之淑之.”
초사는 楚辭 ｢招魂｣의 문장이 구절 끝마다 些字가 있으므로 혼을 부르는
글을 말한다.
奇大升, ｢挽章[李珥栗谷]｣, 高峯先生別集附錄 卷之一, 한국문집총간 40,
“文倒江河光簡策, 氣凌 牛斗結雲霞, 無路招魂泣楚些.”
奇大升, ｢挽章[金誠一鶴峯]｣, 高峯先生別集附錄 卷之二, 한국문집총간 40.
305면 上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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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봉은 퇴계에서 고봉으로 이어지던 道脈의 흐름이 혹시 단절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와 고봉을 잃은 슬픔이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봉이 서거한지 431년이 지난 뒤에 文憲公 高峯 奇先生을 기리는 신
도비 명 幷序에 조순143)은 “별 중에 북두성과 같았고, 맹자의 말씀대로
천명을 순하게 받으셨으며, 백세에 향기를 남기셨도다.[百世遺香]”144)
라는 시를 지어 고봉의 영전에 올렸다.

3) 別離의 記憶을 넘어
소리는 증발하는 반면에, 쓰여진 것은 영속성을 지닌다.145) 쓰여진 것
에는 비교적 영속성 있는 형태 속에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가치를 퇴계는 주자의 말을 빌려 ‘말로는 다하지 못하나 이
치는 남음이 있다[言不盡理有餘]’고 표현하였다. 말로 다하지 못하는 감
정은 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詩를 짓는다는 것은 옛사람들이 힘써 권면하고 어짊을 베푸는
道理 측면에서 본다면 소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詩에는 생각이나 그 뜻
을 서로 쏟고 풍자하여 깨우치며 느끼고 발명하는 쾌락이 있었으므로 옛
사람들이 詩를 즐겨 지었던 것이다.
말의 범위를 넘어서서 글로 기록하는 것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뭔가
를 기록한다는 것은 비교적 소극적이고 피상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것쯤
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괴테는 현재는 언제나 현재로서의 자신
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시인의 마음속에 날마다 솟아오르는 사상이
나 느낌은 그 모두가 표현되기를 원하고 또 표현되어야만 한다.146)고
말했다. 즉, 시를 쓰는 동기와 소재가 현실로부터 나와야 하며 모두가
143) 後學 豊壤 趙淳,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學術院會員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
관 서울특별시장.
144) 奇大升, ｢幷序｣, 高峯先生別集附錄 卷之二, “如星有斗 順受天命 百世遺香.”
145)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루시언 프라이스 기록, 화이트헤드와의 대화 ,
궁리, 2007, 541면.
146) 요한 페터 에커먼, 장희창 옮김, 괴테와의 대화 권1, 민음사, 2013, 56면.

312

退溪와 高峯의 만남과 대화(박종용)

현실에서 자극을 받고 현실에 그 뿌리와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퇴계와 고봉의 만남도 그리고 이별도 현실이었다. 퇴계에게 고봉과의
헤어짐은 영원한 別離가 되었다. 그 이별은 이승에서 마지막이 되었다.
1569년 3월 4일에 고봉은 ‘퇴계 선생과 작별하다’는 詩를 지어 퇴계에
게 보냈다.
한강수 도도히 만고에 흐르는데

江漢滔滔萬古流

선생의 이번 걸음 어찌하면 만류할꼬

先生此去若爲留

백사장 가 닻줄 잡고 머뭇거리는 곳

沙邊拽纜遲徊處

이별의 아픔에 만 섬의 시름 끝이 없어라

不盡離膓萬斛愁147)

이 詩는 고봉이 퇴계의 은혜를 받들어 경배한다는 詩를 써서 떠나가
는 스승에게 올렸던 것이다. 훗날 퇴계는 東湖의 배위에서 정답게 얘기
하던 일이 꿈에서도 늘 생각이 나곤 했었는데, 봉은사까지 나를 따라 나
와 하룻밤을 묵은 것은 그 뜻이 더욱 깊었다148)는 내용의 편지를 고봉
에게 보냈다. 고봉의 마음속엔 자주자주 찾아가 배우지 못한 것이 이별
을 앞두고서 그저 하염없는 무상감149)으로 밀려 올 뿐이었다.
배에 나란히 앉았으니 모두 다 좋은 사람

列坐方舟盡勝流

돌아가려는 마음 종일 끌리어 머물렀네

歸心終日爲牽留

한강물 가져다 작은 벼루에 담아

願將漢水添行硯

이별의 무한한 시름 써 내노라

寫出臨分無限愁150)

147) 奇大升, <奉別退溪先生> ｢存齋謾錄｣, 高峯先生續集 卷之一, 한국문집총간 4
0.
148)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54면 上右, “追
宿奉恩, 意尤不淺.”
149) 奇大升, ｢送別五言四韻二首｣, 高峯先生續集 卷之一, 한국문집총간 40,“趨承
難數數, 臨別意無窮.”
150) 奇大升, <退溪先生次韻> ｢存齋謾錄｣, 高峯先生續集 卷之一, 한국문집총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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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이별의 자리에서 퇴계와 고봉은 각자 술에 취해서 그저 서로 바
라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없었다.151) 이렇게 천리의 이별을 한 후에,
그리움에 사무친 퇴계에게 전달된 고봉의 편지와 詩는 고봉의 얼굴을 온
전하게 다시 보는 듯한 기분 그 자체였다. 퇴계는 매우 위로가 되었고
그 행복감을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였다.152)
퇴계와 고봉은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있다. 흔히 도산153), 월봉154)
은 형상화된 ‘물 자체’(itself)로서 우리의 기록 유산으로 남아 있을지 모
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억만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기억으로
남을 만한 것은 무엇일까?
선유들의 행적을 논할 수 있는 것은 마음[心]과 자취[跡]이다. 실천
[行]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深淺이 있으며 자취로 인하여 드러난다. 반면
에 자취의 同異는 마음으로 인하여 발현된다. 대체로 마음이란 일신의
主宰며 만사의 근본이니, 行이란 마음이 발한 것이요, 자취는 곧 行이
드러나고 마음이 나타난 것155)이다.
논자는 그 자취를 ‘퇴계와 고봉의 만남과 대화’에서 찾으려 하였다. 퇴
계와 고봉의 만남과 그들의 영혼이 깃든 사랑의 대화는 그 자체로 과거
이자 현재이고 현실이자 이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과거의 시선으로 오늘을 관조하는 것은 통시적으
로 우리의 삶을 음미해 보자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는 퇴계와 고봉이라
는 ‘오래된 미래’156)에 다가 서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
151)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54면 上右, “各
困杯勺, 相視無言, 遂成千里之別.”
152)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29. 454면 上右, “宛
若復接顔範, 慰幸之至, 難以形說.”
153) 도산서원의 전신인 도산서당은 퇴계가 1558년에 터를 닦고 건물을 짓기 시작
하여 1560년에 낙성해 1561년 11월에 陶山雜詠을 지었던 곳이며, 퇴계가 직
접 강학했던 곳이기도 하다.
154) 1578년(선조11)에 奇大升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광산군 비아면
산월리에 望川祠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46년(인조24)에 현재의 위치
로 이전하고, 1654년(효종5)에 ‘月峯’으로 사액되었다.
155) 奇大升, <失題> ｢策｣, 高峯先生續集 卷之二, 한국문집총간 40, “行者, 心之
發, 而跡則行之著心之見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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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이 퇴계선생 광명에서 밝힌 “태산은 평평해질 수 있고, 돌은 닳아
없어질 수 있지만, 선생의 이름은, 천지와 더불어 영원할 것을 내 아노
라157)”라는 말처럼 두 巨儒의 정신은 우리에게는 가슴 떨리는 벅찬 현
실이자 理想이요, 학문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임을 바로 되새겨야하는 ‘所
以然의 故’158)이기도 하다. 흔히 정신세계에 드리워진 문양을 문화라고
할 때, 그 故는 우리 문화 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 남아 기록보다 오래
남고 종국에는 기록도 지배한다고 하겠다.

4. 마음에 담아서
천 년 세월이 멀고도 멀 건만, 유독 나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음
에라.159)라는 말은 퇴계가 고봉에게 한 말이자, 지극한 근심 속에 지극
한 즐거움이 들어있다는 진리를 알고서 한가할 때면 자주 읊조리곤 하던
말이다. 퇴계의 마음에 와 닿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혹시 퇴계가
고봉에게 보낸 편지에 답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다.
자신의 몸에 되돌려 구하고 실천을 통해 입으로 천리를 말하는 근본
을 삼아 날마다 연구하고 체험하는 공부를 하여야 거의 知와 行이 함께
나아가고 말[言]과 행실[行]이 서로 살피게 되어 聖門에 죄를 얻지 않
을 것입니다.160)

156)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 양희승 옮김, 오래된 미래 , 중앙books, 2011.
157) 奇大升, ｢退翁壙銘｣, 高峯先生文集 卷第三, 한국문집총간 40, “山可夷, 石
可朽, 吾知先生之名,與天地而竝久.”
158) 孟子 ｢離婁｣下 26장, “천하에 性을 말함은 곧 故일 따름이니, 故라는 것은
利로써 本을 삼는다. [孟子曰, 天下之言性也, 則故而已矣. 故者以利爲本.]”
159) 李滉, ｢答奇明彦｣, 退溪先生文集 , 退溪先生全書遺集(外篇) 卷3, “夫何千
載之遙遙 乃獨有會於予心.
160) 李滉, ｢與鄭子中｣,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30. 108면 上右, “以
反躬實踐, 爲口談天理之本, 而日事硏窮體驗之功, 庶幾知行兩進, 言行相顧, 不
得罪於聖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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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있는 사람의 말과 吉한 사람의 말은 많지 않으면서도 사람으로 하
여금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지
켜보는 이들의 뇌리에 더욱 소중한 것으로 각인될 수도 있다. 퇴계는 知
行 중에서도 行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퇴계는 매사를 마음에 두고 진실
로 잊지 않으면 사람과 사물을 접하더라도 곧 이것이 行이 되는 것이니
道 아닌 것이 없게 되고,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잊게 되면 죽을 때까지
行하더라도 단지 俗事에 불과하다는 것161)을 강조하곤 하였다.
흔히 인간은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한다. 현재를 반석
삼아 과거를 소재로 미래에 이루려고 하는 비전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역사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그려
둔 비전을 현실의 삶에 궤적을 그려 넣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궤
적을 쫓다 보면 자연 사상의 흐름도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하나의 사상이 생명력을 지닌 채 태어나고 존립하고 사멸할 때까지
여기에는 일련의 시간적 요소가 투입되게 된다. 화이트헤드는 ‘사상의
생명’이라는 것은 각양각색이어서 어떤 것은 2백 년 살고, 어떤 것은 2
천 년이나 살아남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1년이나 2년밖에 가지 않은 것
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그것을 거론하고 성과를 거두기까지 수세기
나 기다려야하는 것도 있다162)고 하였다.
그렇다면 ‘퇴계와 고봉’ 그리고 ‘고봉과 퇴계’의 사상의 생명은 수명이
어떻게 될까? 이는 우리가 선유들의 사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해서, 선유들의 사상의
생명줄은 본래 길게 타고 났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品과 格이 어
느 정도냐에 따라 단명할 수도 있고 혹은 더 길게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다.
사상의 흐름을 흔히 큰 강에 비유하곤 한다. 이는 강은 강물이 막힘없
161) 李滉, ｢與鄭子中｣ <別紙>, 退溪先生文集 卷18, 한국문집총간 30. 109면 下
左, “心苟不忘, 則雖接人事, 卽是實行, 莫非道也. 心若忘之, 則終身由之, 只是
俗事.”
162)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루시언 프라이스 기록, 화이트헤드와의 대화 ,
궁리, 2007, 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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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흘러가도록 길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강의 德이 되듯이, 우리도
선유들의 사상이 막힘없이 기억의 강물에 쉼 없이 흘러가도록 계승하고
발전시켜 전승하는 데까지 우리의 德을 다할 뿐이다. 고봉 집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봉은 탁월하고 명확한 자질로 行動擧止는 오직 陶山을 본보기로
삼았고, 조정에서 경륜을 펼 때도 역시 오직 退溪를 준칙으로 삼았다.
그 천품은 간결하고 사람을 쉽게 용납하지는 않았으나 오직 退陶에게는
誠心으로 悅服하였으며, 퇴계 역시 고봉에게는 극진히 推許하고 항상
師席을 사양하였다.163)

본 논문에서 제목 자체를 흔히 학계에서 사용하던 ‘논변’이란 말을 사
용하지 않고 ‘대화’라고 한 것도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
력의 일환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괴테에게 ‘당신과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1.10 ~ 1805.5.9.) 둘 중에
어느 편이 더 위대한가?’라고 물었을 때, 괴테는 어떻게 답변했을까? 아
마 현명한 대답은 “세상 사람들이 논쟁거리로 삼을 만한 인간이 두 명이
있다는 걸 기뻐해야한다.”164)는 쪽일 것이다.
마찬 가지로 우리가 퇴계와 고봉의 사상을 바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퇴계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혹은 ‘고봉의 견해가 타당하
다’는 식의 一劍兩斷하는 식의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에겐 ‘퇴계와 고봉
이 있었고, 그들의 인간적인 만남과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발원된 사유
와 실천을 대물림할 수 있음에 행복하였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두 巨儒는 서로 서로 ‘소위 서로를 닦는 터전’165)으로 삼으려는 겸허
한 자세를 자신의 자기 비춤이자 수양의 거울로 삼았을지도 모르기 때문
이다.
163) 奇大升, ｢幷序｣, 高峯先生別集附錄 卷之二,
164) 요한 페터 에커먼, 장희창 옮김, 괴테와의 대화 권1, 민음사, 2013, 223면.
165) 李滉, ｢答奇明彦｣ <別紙>, 退溪先生文集 卷16, 한국문집총간 29, 427면,
上右, “所謂交修之地.”

317

退溪學論集 23호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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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eting and Dialogue between Toegye
and Kobong

Park, Jong-Yong
Among the numerous Meetings and Dialogues in the history of
mankind, there are three monumental Meetings and Dialogues
such as Socrates and Platon’s, Johann Wolfgang von Goethe and
Johann Peter Eckermann’s, and Alfred North Whitehead and
Lucien Price’s in the West.
As a counterpart against those Meetings and Dialogues, I want
to interpret 'The Meeting and Dialogue between Toegye (Yi
Whang1501~1570) and Kobong (Ki DaeSeung 1527~1572) to the
Western world. What I am going to treat here through their
dialogue is the aspect and attitude of constantly reflecting on each
other, encouraging each other, admiring and respecting each other
as a counterpart in spite of a near Generation-gap.
The word of the Meeting is that the subjective ‘I’ approach
another subject ‘You’, and ‘You’ approach ‘I’. A meeting leads to
a dialogue, which is the sharing of reason. When dialogue creates
pure reality in pure soul and gently purified light, it sublimates into
the art of loving (Erich Fromm). If loving is one’s responsibility for
another as a person, the meeting of Toegye and Kobong and their
loving conversation dwelling in soul means a different name for the
time of reflection and no different to own self-image.
It was October 1558 when Kobong first met Toegye at 32 years
old. Since then, Toegye and Kobong have been estimated to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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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other about five times, but at the depth of intellectual
conversation, they can be understood as a moment of universal and
humane meeting, that is, moment when they become more aware
of humanity through the human qualities rather than many books.
Especial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earning of Way (daoxue
道學) is the dialogue through humane meeting. So, scholars’
avoiding dialogue can be likened to living against the world in the
end. Toegye said it is ‘the worry of bluntness’ that is lonely without
friends to talk about.
Things that don't fit together, are difficult to control, and are
difficult to overcome can often be solved through Loving and
Harmony(he 和) rather than by force. Likewise, Toegye and
Kobong also agree that if the fundamental intentions of dialogue
are to clarify the Way(dao 道), the opinions will be in harmony with
each other.
They also believed that if the big fundamental is same, they will
have the same opinion, not bothering to think about trivial things.
This may be ‘Principle (daoli 道理)’to approaching the old future
of Toegye and Kobong and ‘that by which something is so(suoyiran
所以然)’ to pass down their thoughts.
Despite this separation of time and space, it is the unavoidable
sound of the souls of the pre-Confucians and the whip of
consciousness acquired empirically that the now scholars inherit
their thinking and practicing. The superior philosophical and
academic heritage of two Great Confucians can be understood only
in the light of self-consciousness they have acquired.

Key Words: Meeting, Dialogue, Harmony, Way, That by which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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