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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련*1)

국문초록
이 글은 퇴계(退溪)가 창작한 노래인 도산십이곡 (陶山十二曲)
을 바탕으로 그의 음악관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산십이
곡발문 과 퇴계의 뜻을 노래한 도산십이곡 <언지>(言志)를 중
심으로 그가 지향하는 노래관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퇴계가 지
향하는 노래관은 첫째,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 흥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인간으
로서의 풍격(風格)을 표현해 내어야 한다는 점인데, 여기서 그의
풍격은 ①자연을 좋아함이 고질병이 되다시피 한 ‘천석고황’(泉石
膏肓)’에서 찾을 수 있고, ②퇴계가 노년기를 맞이한 자신의 삶을
* 영남대 국악과

되돌아보며 남은 생애를 허물없이 살기를 바란다는 자성(自省)과
겸허함에서 그의 정신적 고상함과 아름다운 면모를 읽을 수 있다.
③그의 풍격은 고아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서 드러나는데, 어느 한
구절 가벼이 쓴 말이나 현란한 것이 없고, 일상의 말이면서 참된
의미전달에 충실한 용어의 활용에서 느낄 수 있다. 계속해서 퇴계
가 지향하는 노래관 세 번째는 타인과 사회, 만물과의 융화와 화
해를 위한 것이며, 네 번째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퇴계가
지향하는 노래관이다.
퇴계는 그 스스로가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넉넉한 인정을 갖을
수 있는 노래’[溫柔敦厚]를 불렀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이 변하기를 희망하였다. 퇴계의 삶의 행보는 철학적, 문학적,
정치적, 교육이라는 영역을 초월하여 어쩌면 음악이라는 대중의
예술체계에서 그의 학문적이고 인간적인 면모의 총체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예술, 특히 음악관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할 목표를 뚜렷이 제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뿐
만 아니라, 퇴계학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라 확
신한다.
핵심어 : 퇴계, 이황, 도산십이곡, 언지, 음악관, 노래론, 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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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계의 음악관을 살피려는 이유
‘한국전통음악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것을 이해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필자는 각 분야의 학자가
제각기 엮어가는 자신의 학문영역이 깊고 넓어질수록 인간의 독자
적 삶의 행보가 통합적 삶으로 귀의한다는 것과, 결국 한국전통음
악이라는 것도 인간의 통합적인 삶과 결코 괴리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음이다. 한국전통음악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속성은
조선 선비들의 ‘심신수양’(心身修養)과 ‘성정감화’(性情感化), ‘수기’
(修己)의 목적에 한국전통음악이 깊은 연관을 가졌으며, 어쩌면 이
는 전통음악의 대표적 효용성이기도 할 것이다.
한국전통음악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인 악서들과 악보․악기․
음악학자들의 문집을 통한 음악적 논의는 전통음악의 표면적 특징
을 파악하기 위해 분명 필요한 요건이지만, 악서가 없어도, 이름난
연주자가 아니어도 선현들이 남긴 많은 문집속에는 그들 나름의
음악관이 용해되어 있다. 한국전통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이면(裏
面)파악의 필요성은 그 이면을 바탕으로 외면적인 음악의 특징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도산십이곡 (陶山十二曲)을 통하여 퇴계(退溪 1501～1570)가 바라
본 음악관, 특히 퇴계가 지향하는 노래가 무엇인가를 살피려는 이
유도 한국전통사상의 이면을 통하여 한국전통음악의 일면(一面)을
이해해보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퇴계인가? 퇴계는 조선의 역사 속에서 주리
론(主理論)적 사상을 형성하여 주자성리학을 심화․발전시켰고,
조선후기 영남학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사상가이다. 또한 도
산서당(陶山書堂)에서 독서․수양․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많은
선비들의 마음[정신]을 키우고 성장시킨 큰 스승이자, 2000여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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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방대한 시를 남긴 예술가이기도 하다. 퇴계의 성리학적 사
상은 퇴계전서1)로 집필되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의 학문적 온상
이 되고, ‘퇴계학’이라는 용어를 낳을 만큼 국내․외적으로도 매우
활발하여 학문과 사상 등 다방면에서 연구와 재평가가 이루어지
고 있다. 그래서 ‘퇴계학연구원’, ‘퇴계연구소’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고, 일본․타이완․미국․독일 등지에도 퇴계관련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듯 ‘퇴계학’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이즈음
에 그의 학문영역에서 철학적, 문학적, 정치적, 교육적 연구는 실
로 방대하고 활발한 반면, 음악론에 관한 연구2)는 미비한 형편이
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계는 음악학자도 아니며, 독특
한 음악론을 피력한 악서 하나 남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음악에
관한 그의 사상적 사유가 전혀 없는 바도 아니다.3) 그래서 필자는
퇴계전서에 수록된 시(詩)에서 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4)한 바 있으나, 앞으로 더욱 퇴계의 음악관련 연구가 지속적
으로 진행되어 ‘퇴계학’의 종합적이고 균형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쩌면 ‘퇴계학’ 뿐만 아니라, 한국학이나
한국의 음악사상사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글은 퇴계가 창작한 노래인 도산십이곡 5)을 바탕으로 그의
음악관을 검토하는 것이다. 도산십이곡 은 전6곡 <언지>(言志)와
1) 퇴계전서(退溪全書)는 96권 39책으로 구성됨.
2) 徐遠和(전병욱 역), 李退溪의 禮樂思想 , 退溪學報(서울：退溪學
硏究院, 2000), 권107․108호, pp.198～214는 퇴계의 문집속에서 그의
전반적인 예악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3) 필자가 퇴계전서에서 음악관련 사료를 검토해본 결과이다.
4) 박정련, 퇴계의 시에 나타난 음악관 , 음악과민족(부산：민족음악
학회, 2005), 29호, pp.163～183.
5) 국역퇴계전서(서울：퇴계학연구원, 2001), 권16, pp.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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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6곡 <언학>(言學)으로 구성되었는데, <언학>은 퇴계가 학문을
탐구하며 보내는 즐거움과, 고인(古人:성인)이 걸었던 도학탐구의
길을 열심히 좇겠다는 의지를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학문이
라는 한정된 주제와, 교육적 측면이 강한 <언학>의 음악적 고찰
은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 퇴계의 뜻을 노래한 <언지>만을 연구
범위로 정하고자 한다. 더불어 도산십이곡발문 은 퇴계가 이 노
래를 짓게 된 구체적 동기를 서술한 것이므로 역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다. 따라서 도산십이곡발문 과 <언지>를 통하여 그가 지
향하는 노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라 사료된다. 퇴계의 음악관에 관한 이 연구가 ‘퇴계학’의 종합적
이고 균형된 학문영역을 이루고, 나아가 한국학과 한국음악사상사
의 이해를 위해 작으나마 일조가 되기를 희망한다.

2. 도산십이곡 의 음악론적 배경
퇴계는 도산십이곡발문 에서 그 창작배경을 다음과 같이 언급
하였다.
이 도산곡은 도산노인(陶山老人)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 곡을 지은 것
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개 말할 수 없이 음탕한 것이 많
다. 한림별곡 (翰林別曲)과 같은 류는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긍호방탕’(矜
豪放蕩)하고 겸하여 ‘설만희압’(褻慢戱狎)하니 더욱 군자가 숭상할 바 아니다.
오직 근세에 이별(李鼈)의 육가 (六歌)라는 것이 세상에서 성하게 전하고
있으나 저것이 이것보다는 나으나 역시 그 ‘완세불공’(玩世不恭)한 뜻이 있고
‘온유돈후’(溫柔敦厚)의 실상이 적은 것이 애석하다.6)

6) 李滉, 陶山十二曲跋 , 退溪全書 卷43.23b2～24b1; 도산십이곡발
문 , 국역퇴계전서(서울：社團法人退溪學硏究院, 2001), 권10, p164.

6 退溪學論集 2호

도산십이곡 에서 퇴계의 음악관, 특히 노래가 지향할 바가 무
엇인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발문에 언급된 한림별곡 과 이별(李
鼈) 육가 의 내용과 그 성격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1) 한림별곡 에 대한 퇴계의 관점
한림별곡 (翰林別曲)은 고려 고종(高宗 1192～1259) 때 한림(翰
林)의 여러 유생들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기체가(景幾體歌)이
다. 300～400년 동안 지속된 경기체가는 한림별곡 이 마련한 도
락적(道樂的)이고 유락적(遊樂的)인 풍류를 포괄하는 일상적인 삶
을 여실히 담아 계승하면서 향유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음악쟝
르였다.
한림별곡 에 내재된 ‘찬탄과 찬미의 주제’는 경기체가 작품의
갈래적 속성을 담보한다. 관직에 나간 긍지, 자신의 포부, 호탕한
기품, 당당한 패기, 절도 있는 광경, 빼어난 경치와 어우러지는 인
간의 모습, 유흥 경의 면모는 한림별곡 을 시작으로 이후 관동
별곡 (關東別曲)․ 죽계별곡 (竹溪別曲)을 거쳐 조선전기 사대부의
작품에까지 이어졌다.7) 또한 한림별곡 1장에서 “아! 나를 좇아
몇 분입니까?”의 문구는 자신이 학식을 인정받고 영예를 받는 부
류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함과 이후의 장들에서 ‘책’, ‘글씨’,
‘술’, ‘꽃’, ‘음악’, ‘유희’ 등 사대부들의 생활상과 스스로에 대한 과
시8)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이다.
퇴계가 한림별곡 을 ‘긍호방탕’, ‘설만희압’이라 하여 군자가 숭
상할 것이 못된다고 판단한 비슷한 용례는 성종실록(成宗實錄)
에서도 이미 드러났었다. 즉, 나라에 극심한 가뭄으로 술과 고기
7) 허남춘, 한림별곡과 조선조 경기체가의 향방 , 한국시가연구(서
울：한국시가학회, 2005), 17집, pp.219～220, p240.
8) 박경우, 별곡류시가의 제명관습과 공간의식 연구 (서울：연세대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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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금하라는 명에도 불구하고 허참례(許參禮)․면신례(免新禮)에
서 한림별곡 을 부르며 노는 유생들의 질탕한 여흥행각은 마침
내 임금의 질책9)까지 받게 된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당시 한림
별곡 이 많은 향유 현장에서 연행된 노래였으며, 내용과 분위기
가 과도한 여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3세기부터 선비들이 공적, 사적인 연회에서 불려졌던 한림별
곡 의 내용과 질탕한 분위기는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
화(慵齋叢話)에서도 확인된다.
새로 급제한 사람으로서 삼관(三館)에 들어가는 자를 먼저 급제한 사람이
괴롭혔는데, 한 편으로는 선후의 차례를 보이기 위함이요, 다른 한 편으로는
교만한 기를 꺾고자 함인데, 그 중에서도 예문관이 더욱 심하였다. 새로 들어
와서 처음으로 배직하여 연석을 베푸는 것을 허참(許參)이라 하고, 50일을
지나서 연석 베푸는 것을 면신(免新)이라 하며, 그 중간에 연석 베푸는 것을
중일연(中日宴)이라 하였다. 매양 연석에서 성찬을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시
키는데 혹은 그 집에서 하고, 혹은 다른 곳에서 하되 반드시 어두워져야 왔
었다. 춘추관과 그 외의 여러 겸관을 청하여 으레 연석을 베풀어 위로하고
밤중에 이르러서 모든 손이 흩어져 가면 다시 선생을 맞아 연석을 베푸는데,
유밀과를 써서 더욱 성대하게 차리는데, 상관장(上官長)은 곡좌(曲坐)하고 봉
교(奉敎) 이하는 모든 선생과 더불어 사이사이에 끼어 앉아 사람마다 기생하
나를 끼고 상관장은 두 기생을 끼고 앉으니, 이를 좌우보처라 한다. 아래로부
터 위로 각각 차례로 잔에 술을 부어 돌리고 차례대로 일어나 춤추되 혼자
추면 벌주를 먹였다. 새벽이 되어 상관장이 주석에서 일어나면 모든 사람은
손뼉을 치며 흔들고 춤추며 한림별곡 을 부르니, 맑은 노래와 매미 울음소

9) 成宗實錄 6年 8月 4日(庚辰): 藝文館奉敎安晋生等啓曰, 儒生初登科
第, 分屬四館, 有許參, 免新之禮, 翰林別曲歌於本館之會, 古風也. 故新
檢閱曺偉設宴邀臣等, 饌中有禁肉, 且妓, 工人等齎杖鼓 笛, 觱篥而來,
臣等但使吹觱篥唱歌. (翼)(翌〕日聞有樂聲徹闕內, 卽欲自首, 以觱篥與
歌, 其聲必不及遠, 遷延不敢. … 傳曰, 古風, 誰令止之? 但因旱禁酒,
而爾輩恬然會飮, 至食禁肉, 不可. 雖不擊鼓吹笛, 而吹觱篥且歌, 則亦
不可謂不作樂也.

8 退溪學論集 2호

리 같은 그 틈에 개구리 들끓는 소리를 섞어 시끄럽게 놀다가 날이 새면 헤
어진다.10)

예문관의 허참례와 면신례에서 기생을 끼고 앉아 새벽이 올 때
까지 술 먹고 춤추며 한림별곡 을 부르던 연행현장은 이미 도를
넘은 선비들의 마음[정신]상태를 선명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실
증이 된다. 한림별곡 이 호방함을 지나치게 자랑하며 방탕하고,
외설적이고 거만하여 버릇없이 굴며 노는 가사를 가졌다는 퇴계의
평가는 노래의 내용이 노래 부르는 장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
간의 마음과 행위를 표출하는 근저가 됨을 확신하고 있었음이다.
따라서 퇴계는 고려때부터 성행하던 한림별곡 의 용례를 통하여
노래는 어떠해야하는가, 즉 자신이 지향하는 노래관을 피력하기
위한 부정적 본보기의 하나로 한림별곡 을 제시하고 있음이다.

2) 이별(李鼈) 육가 (六歌)에 대한 퇴계의 관점
퇴계는 도산십이곡발문 에서 이별(李鼈 1475～?)의 육가 를
‘완세불공’한 뜻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세상을 조롱하고 불신한 마
음을 표출한 이별은 익재(益齋) 이제현(李齊賢 1287～1367)의 후손
이며, 사육신(死六臣)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의 외손자이다. 퇴
10) 成俔, 慵齋叢話, 卷4: “新及第入三館者, 先生侵營因辱之, 一以示尊
卑之序, 一以折驕慢之氣, 藝文館尤甚. 新來初拜職設宴, 曰許參, 過五
十日設宴, 曰免新, 於其中間設宴, 曰中日宴, 每宴微盛饌於新來, 或於
其家, 或於他處, 必乘昏乃至. 請春秋館及第兼官, 例設宴慰之, 至夜半,
諸賓散去, 更邀先生設席, 用油蜜果尤極盛辦, 上官長曲坐, 奉敎以下與
諸先生間坐, 人挾一妓, 上官長則擁雙妓, 名曰左右補處. 自下而上, 各
以次行酒, 以次起舞獨舞則罰以酒至曉. 上官長乃起於酒, 衆人皆拍手
搖舞, 昌翰林別曲, 乃於淸歌蟬咽之間, 雜以蛙沸之聲, 天明乃散.” 최
재남, 경기체가 수용과 서정의 범주 ,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
(서울 : 보고사, 2003), pp.40～4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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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다 약 30년 먼저 태어난 그는 16세를 전후한 4대사화기를 겪
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외조부가 참화를 당하고, 김종직(金宗直
1431～1492)의 문하생이었던 셋째형 이원(李黿)이 무오사화(戊午士
禍) 이후 김종직의 신원운동을 벌이다가 정쟁에 휘말려 참형을 당
하자, 그는 황해도 평산 옥계산(玉溪山)에 은거하다 생을 마쳤다.
그의 호가 ‘장육당’(藏六堂)인 것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라가 사
지(四肢)와 머리, 꼬리 여섯을 감추어 버린다는 의미로서 은둔, 도
피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별의 삶은 산림에 은둔하여 소를 타고 오가면서 낚시
와 천렵, 시 짓는 일로 소일하며 해가져야 돌아오고 늘 술에 취하
고, 취하면 노래하되 슬퍼 통곡하며 비분강개하니 그 도가 지나쳐
처첩이나 비복까지도 괴이하게 여겼으며, 죽음에 앞서 장지를 정
하지 말고 산록에 장사지낼 것을 강조했으니 그 삶이 전형적인 방
외인이었음11)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형이 사화에 연루되어 귀
향을 간 후 자신의 벼슬길이 막혔고, 권모술수가 성행하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안타까움이 차츰 세상에 대한 냉소로 바뀌어 갔다.
그러므로 그의 육가 는 현실의 암담한 처지에 대한 반동과 세상
에 대한 냉소와 우월의식이 담긴 세태를 비판하는 형식이었다. 우
의적으로 세태를 비판하는 이 작품은 당시 비주류 사대부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널리 불려졌던 것12)으로 보인다.
이별의 육가 는 6수로 된 국문노래인데, 퇴계의 도산십이곡
발문 에서 소개된 내용을 통하여 내용만 대강 짐작했을 뿐 그 실
체를 파악하진 못했다. 그러던 중 이별의 종손(從孫)인 양서(瀼西)
이광윤(李光胤 1564～1637)의 문집 양서집(瀼西集)에서 한문으
11) 金鍾烈, 退溪의 陶山十二曲 창작에 관한 새 고찰-이별 육가 와
관련해서- , 퇴계학보 73호, 37쪽.
12) 신영숙, 육가계시조 (대전：충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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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된 4수가 발견되었다. 6수 중 2수는 알 수 없지만, 이후 그
의 육가 는 육가계 시조의 효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내 이미 백구 잊고 백구도 나를 잊네
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어느 때 해옹(海翁)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낼꼬
我己忘白鷗 白鷗亦忘我
二者階相忘 不知誰某也
何時遇海翁 分辨斯二者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가랑비 낚시터에 낚시질이 제 맛이라
세상에 득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
赤葉滿山椒 空江零落時
細雨漁磯邊 一竿眞味滋
世間求利輩 何必要相知
내 귀가 시끄러움 네 바가지 버리려믄
네 귀 씻은 샘에 내 소는 못 먹으리
공명은 헤진 신이니 벗어나서 즐겨보세.
吾耳若喧亂 爾瓢當棄擲
爾耳所洗泉 不宣飮吾犢
功名作弊屨 脫出遊自適
옥계산 흐르는 물 못(潭) 이뤄 달 가두고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을 모르래라.
玉溪山下水 成潭是貯月
淸斯濯我纓 濁斯濯我足
如何世上子 不知有淸濁13)

13) 최재남, 육가의 수용과 전승에 대한 고찰 , 고시조연구(서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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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육가 의 첫째 수의 핵심요소는 ‘서로 잊음’과 ‘분변’이다.
작가는 원래 분변있는 세계, 즉 현실세계나 정치의 현실 안에서
생활하고 싶었으나 자신의 신분적인 처지가 불우하여 어쩔 수 없
이 분변없는 세계에 살고자 한다는 일종의 아쉬움이 표현되었다.
첫째 수는 대체로 ‘나’와 ‘백구’의 무분변을 통한 상망의 경지를 노
래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잊는 상망은 노장철학과 연관되기도 한
다. 노장철학(老莊哲學)의 제물론(齊物論)은 사물들간에 귀천이나
구별이 없고 평등하므로 사물을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 즉 이 시
에서는 ‘나’(보는 자)와 ‘백구’(보여지는 자) 사이에 분변이 없고,
주(나) 객(백구)의 합일이 이루어진다.
둘째 수의 ‘붉은 잎’[赤葉]은 낚시터로 설정한 공간에서 세상 사
람들에게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황해도 평산으로 숨은 이별
(李鼈)이 세상과 초연하면서도 스스로 자연을 즐기기 위해 물러난
‘가어옹’(家漁翁)이 아니라, 현실정치의 높은 벽에 부딪치고 형제가
희생되면서 밀려난 자신의 착잡한 심정이 가랑비 내리는 낚시터의
장면으로 제시되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리라고 지칭
한 세력 때문에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밀려나야 했던 시인의 사
정을 이해한다면, 득만 찾는 무리와 상종할 수 없다는 시인의 굳
은 결의를 알 수 있으며, 현실 정치 무대에서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시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하겠다.
셋째 수는 ‘귀’와 ‘바가지’의 관계 설정이 의미가 깊다. ‘귀’가 시
끄럽다는 것은 잘못에 대한 질책을 말함이고, ‘바가지’는 사회적인
직분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잘못된 직분을 영위할 필요가 없
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귀를 씻음과 소에게 물을 먹일
수 없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을 읽을 수 있기도 하다. 세상의 홍진
(紅塵)의 때를 음미하고 싶지 않은 세상의 명리에서 초연함을 엿
학사, 1997), pp.109～1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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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며, 공명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헌 신짝으로 인
식한다. 공명이 헌 신짝이라면 언제나 팽개칠 수 있는 것이고, 공
명에서 멀리 벗어나 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넷째 수의 ‘옥계산’은 지명에서부터 시인이 은거하던 곳이라는
점에서 강한 암시를 내포한다. 스스로 원해서 물러난 경우와 세상
의 대열에 낄 수 없어서 밀려난 경우는 다르다는 인식이 잠재되어
있다. ‘달 가두고’[貯月]는 흐르는 물을 정지시켜 그 가운데 마음을
담아두는 ‘붉은 잎’[赤葉]에서 낚시행위의 정태적인 것과도 연결된
다. 또 ‘갓을 씻음’[濯纓]과 ‘발을 씻음’[濯足]은 같은 물이지만 맑
을 때는 갓을 씻고 흐릴 때는 발을 씻겠다는 것으로, 여기서 같은
물이란 앞에서 고여있는 물을 지칭할 수 있으며 넓게는 세상을 지
칭한다고 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청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별의 우의(寓意)는 극에 이른다. 세상의
대열에 참여할 수 없어서 멀리 옥계산 아래로 밀려난 시인은 세상
의 청탁을 알고 있는데, 세상의 대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의 청탁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질책하고 있는 내용14)이다.
이처럼 이별의 육가 에 담긴 의미는 당시 사림(士林) 내지 방
외인적 지식계층, 또는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문인들에게 불만에
찬 세태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울분을 정화시
키고 속세에 초연하며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오히려 고상하
게 여기는 애상을 만끽시켰기에 어쩌면 이 작품을 무척 선호했을
지도 모른다. 특히 4대 사화를 전후한 당시의 훈구세력에 대항하
는 사림파의 정서적 갈등은 심정적으로 ‘완세불공’한 이별의 육가
를 즐겨 부름으로써 대리만족을 경험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15)
14) 최재남, 육가의 수용과 전승에 대한 고찰 , 관악어문연구(서울：
서울대학교, 1987), 제12집, pp.319～332.
15) 金鍾烈, 退溪의 ‘陶山十二曲’ 창작에 관한 새 고찰-이별 육가 와
관련해서- , 퇴계학보 73호,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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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반주자적(反朱子的), 불가적(佛家的), 노장적(老莊的) 허
무주의의 삶에서 묻어 나온 육가 는 퇴계가 판단하기에 어떤 쪽
으로든 수긍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불식해야 할 풍조였다. 특
히 당시 선비들의 처세 중에서 ‘완세불공’한 처세를 가장 개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경각을 촉구한 사람이
퇴계였다. 그런데 의외로 퇴계의 도산십이곡발문 에는 세상을 우
습게 여기고 공손하지 않는[玩世不恭] 이별의 육가 를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이를 본받아[略倣] 도산 6곡 둘, 즉 도산십이곡 을 창
작하였다는 것은 퇴계 나름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3. 도산십이곡 <언지>(言志)의 내용과 성격
퇴계가 창작한 도산십이곡 은 그가 65세 때에 지은 순 우리말
노래이다. 노년기를 맞이한 이 시기의 퇴계는 벼슬에서 은퇴하여
도산에 은거하면서 저술활동과 강학을 하던 시기이므로 도산십이
곡 은 그야말로 가장 완숙한 만년기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도산십이곡 은 그의 인간적․철학적․예술적 내면세계가 총체
적으로 용해된 작품이다.
도산십이곡 은 이별의 육가 를 약방(略倣)16)하였는데, ‘약방’
이란 ‘그것을 본뜨면서 다스려나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형식면
에서는 이별의 육가 를 본뜨면서 확대하였고, 내용이나 태도에
있어서는 ‘온유돈후’의 심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도산
십이곡 전육곡(前六曲)인 <언지>(言志)는 한마디로 퇴계의 의지
를 표출한 성정(性情)의 노래이다.
16) 李滉, 陶山十二曲跋 , 退溪全書 卷43.24a2～3：“嘗略倣李歌, 而作
爲陶山六曲者二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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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랴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무엇하랴.17)

<언지> 1연에서 밝히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는
퇴계 만년기의 작품에서만 나옴직한 인간의 자유로운 심정의 최고
경지를 드러낸 표현구로 보인다. 즉 이렇게 살아간들, 저렇게 살아
간들 세상의 어떠한 허물의 그물망에도 걸리지 않는 완숙한 단계
에서 자연을 좋아함이 고질병이 되다시피 살아가는 자신의 선택적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하며 수용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자유
로운 심정이란 방외인의 무절제한 생활이 아니라,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18)인간의 완숙한 경지를
말함이다. 여기서 표현된 ‘천석고황’(泉石膏肓), 즉 고질병이 되다시
피 자연을 좋아함은 도산십이곡 의 전체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2.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太平盛代)에 병(病)으로 늙어 가니
이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져.19)

<언지> 2연은 자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리우면서 퇴계의 자
성적 고백과 마음을 다시 다잡는 의지를 표현한 부분이다. 퇴계는
눈앞에 펼쳐진 자욱한 안개와 붉은 노을[煙霞]을 집으로 삼고, 살
갗을 스치는 바람과 잔잔한 달을 벗이라고 읊을 수 있는 현재를
태평성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자연을 좋아하는 것이 병이 되다시
피 한 자신의 병 아닌 병으로 노년의 삶을 만족해하며 영위해 가
는 퇴계는 그 스스로가 겸허한 마음을 다잡으며 남아있는 생애를
17) 李滉, 국역퇴계전서 권16, p.251.
18) 論語, 爲政 4章：七十而從心所慾不踰矩.
19) 李滉, 국역퇴계전서 권16,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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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없이 살기를 바란다는 다짐을 한다는 것은 과연 큰 스승의 면
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이다. 이는 사대부들의 질탕한 생활상
과 스스로에 대한 과시를 지나치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
며 거만함을 표출한 한림별곡이나,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와
세상과의 격리적 심상이 내재된 이별의 육가 와는 확연히 다른
풍격(風格)을 지녔음이다. 이것이 바로 퇴계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온유돈후’의 실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퇴계는 자연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겸허한 마음을 노래로 표현했음이다.
3. 순풍(淳風)이 죽다하니 진실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질다하니 진실로 옳은말이
천하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속여 말씀하리까20)

<언지> 3연에서는 세상의 순한 풍속이 사라졌다는 것은 거짓이
고, 사람의 성품이 어질다는 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노래한다.
이는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을 지지하는 성리학적 입장을 표명하
는 바이다. 세상의 풍속 또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순선(順善)
한 정심(正心)의 내재를 인정하고 있음이다. 이와 같은 인간에 대
한 긍정과 신뢰, 믿음은 퇴계 자신만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의 ‘허다한 영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을 노래하였다. 여기
서 퇴계는 세상 사람들, 또는 어린 제자들을 ‘허다한 영재’라고 극
존한 표현은 타인의 소양(素養)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을 자랑치 않
고 타인의 학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에서 퇴계의 온유돈후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음이다.
20) 李滉, 국역퇴계전서 권16, 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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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란(幽蘭)이 재곡(在谷)하니 자연이 듣기 좋아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이 보기 좋다
이중에 저 한 미인(美人)을 더욱 잊지 못하여라21)

<언지> 4연에서는 골짜기에 피어난 그윽한 난초의 향기가 자연
이 듣기 좋고, 산에 펼쳐진 흰 구름이 자연이 보기 좋다는 것은
그것들의 마땅히 그러함, 즉 ‘소당연’(所當然)을 노래한 것이다. ‘소
당연’은 자연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이므로 ‘저 한 미인’을 잊지 못
하는 퇴계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본연지성임을 노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퇴계가 본연지성으로서 잊지 못하는 ‘저 한 미인’이 누구
인가? 혹자는 군주(君主)22)로 해석하여 퇴계가 임금을 모시는 신
하된 위치나 역할, 군주에 대한 걱정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
齊家治國平天下) 하기 위한 유학자로서의 책무라고 할 수 있고,
혹자는 고인(古人)23)으로 해석하여 옛 성인이나 그 가르침을 뜻한
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골짜기의 그윽한 난초의 향기’와 ‘산에
펼쳐진 흰 구름’이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군주
를 잊지 못하는 퇴계의 마음도 조선의 선비가 갖는 당연한 성정이
다. 이는 어쩌면 자연에서의 소요(逍遙)나 ‘천석고황’(泉石膏肓)이
세상일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움과는 다소 모순된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가져지는 성정을 가
식적으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대로 표현하였다는 점
21) 李滉, 국역퇴계전서 권16, p.252.
22) 정재호, <도산십이곡>의 구조 , 한국시조문학론(서울：태학사,
1999), p.98과 류연석의 자연의 감흥과 면학의 시조 , 시조와 가
사의 해석(서울：도서출판 역락, 2006), p.67에는 ‘저 한 미인’을
‘군주’(君主)로 해석하였다.
23) 손오규, 도산십이곡의 자연 , 조선조시가의 존재양상과 미의식
(서울：보고사, 1999), p.267에는 ‘고인’(古人)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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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스스로가 스스로의 그러함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학자
의 성찰과 인간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언지> 3연에서처럼
타인을 인정하고 극존하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는 마음가짐뿐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애(自愛)적 성격도 내포하
고 있음이다.
그렇다면 한 미인을 고인, 성인으로 보는 경우는 전자의 모순된
구조와는 달리 ‘골짜기에 그윽한 난초의 향기가 참 듣기 좋구나!
산에 드리운 흰 구름 또한 보기에 참 좋구나! 나 역시 성인과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잊을 수 없구나!’라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조선 선비의 근엄함과 마음의 생
각이나 흥취를 겉으로 쉽게 표현하지 않으려는 과도한 절제력을
소유한 이미지와는 달리 퇴계의 순수한 정감과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표출되는 환희를 자연스럽고 잔잔하게 노래하고 있어 인간
미 있는 퇴계를 느낄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첨언할 것은 ‘유란(幽蘭)이 재곡(在谷)하니 자연
이 듣기 좋아’에 대해서다. <언지> 4연의 2행처럼 ‘산에 펼쳐진
흰 구름은 자연이 보기 좋다’는 시각적 표현은 당연하겠으나, 골짜
기에 있는 그윽한 난초의 향기를 왜 ‘듣기 좋다’라고 표현했는가하
는 점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소리나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 그러므로 도산십이곡 이라는 노래를 창작하는 퇴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를 노래의 정감과 연관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그 이유를 추론해보면 도산십이곡발문
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하고, 스스
로도 의자에 비겨서 들으려고 하였으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
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게 한다’24)는 내용처럼, 퇴계 또한 매일
매일 아침저녁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되뇌는 생활을 몸소 실천했
24) 李滉, 도산십이곡에 대한 발문 , 국역퇴계전서 권10,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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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퇴계에게 음악적 심상은 일상속에서 항
상 생동하였으므로 음악적 정감이 향기에 접목되어 자연스럽게 청
각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퇴계의 탁월한 미
적 능력과 예술적 감각을 발견할 수 있음이다.
5. 산 앞에 유대(有臺)하고 대 아래에 유수(流水)로다
때 만난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거든
어찌하여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뜻을 두는고25)

<언지> 5연에서도 자연 경관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이치를
궁구하는 퇴계의 세계관이 엿보인다. 산 앞에 대(臺)가 있고 대 아
래 유유히 흐르는 물, 여기에 많은 떼를 이룬 갈매기들이 한가롭
게 노니는 전원풍경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속에 사는 ‘교교백구’(皎皎白駒)는 산림에 은거하면서 도의를 기쁘
게 여기고 심성을 기르는데 힘쓰지 않고, 어찌하여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 그리고 출세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가? 라며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내용이다. ‘교교백구’는 시경에 나오는 문구26)
로 ‘희고 깨끗한 망아지’인데 이는 어진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으
로 곧 현자(賢者)를 상징한다. 망아지는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단계
이고 보면,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훌륭한 인재나 성현으
로 나아갈 수 있는 대상이다. 이는 시경에서 교교백구를 머무르
게 하려는 화자의 노력과 정성, 절박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때,
퇴계 또한 시경의 화자처럼 이별(李鼈)이나 이별의 육가 를 즐
25) 李滉, 국역퇴계전서 권16, p.253.
26) 詩經, 小雅 의 ‘白駒’: (제1장) 皎皎白駒, 食我場苗, 縶之維之, 以
永今朝, 所謂伊人, 於焉逍遙. (제2장) 皎皎白駒, 食我場藿, 縶之維之,
以永今夕, 所謂伊人, 於焉嘉客. (제3장) 皎皎白駒, 賁然來思, 爾公爾
侯, 逸豫無期, 愼爾優游, 勉爾遁思. (제4장) 皎皎白駒, 在彼空谷, 生
芻一束, 其人如玉, 母金玉爾音, 而有遐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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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부르고 이를 선호하는 당시의 어린 제자들, 산림에 은거하는
선비들을 ‘교교백구’에 빗대어 자연에 은거하면서 세상에 대한 미
련이나 원망, 한탄만 하지 말고, 이왕 자연에 은거한다면 도의(道
義)를 기뻐하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심성을 기르고
겸허한 마음을 갖는 쪽으로 선도해보려는 스승의 노력과 그 절실
함이 표현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퇴계가 이별의 육가 를 마음에 의식하고 있는 사실적 근거는
바로 이별의 육가 “내 이미 백구 잊고 백구도 나를 잊네”[我己
忘白鷗 白鷗亦忘我]에서 하이얀 갈매기인 ‘백구’(白鷗)와 도산십
이곡 <언지>의 희고 깨끗한 망아지로서의 ‘백구’(白駒)가 같은
음운을 지녔다는 점과, 서로를 잊고 있는 망각의 대상은 곧 뜻하
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로서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는 점, 그
리고 퇴계가 이별의 육가 에 대해서 ‘세상을 멋대로 희롱하고 겸
허하지 못하며’[玩世不恭], 따뜻하고 부드럽고 순하며 성실하고 후
덕한[溫柔敦厚] 내용이 적은 것을 애석하게 여겼지만 이를 약방27)
했다는 점에서 이별과 그의 육가 를 즐겨 부르는 어린 후학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퇴계 스스로가 노래를 통하여 자신의 ‘온유돈후’
함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퇴계의 모습은 엄격하고 냉
철하며 딱딱한 이미지를 지닌 도학자이기보다는, 어린 제자들과
선비들이 암암리에 즐겨 부르고 선호하는 노래형식을 수용하여 자
연의 경물속에서 순성(淳性)이 살아있음과 인성의 어짊을 자각하
는 도체의 장을 대면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는 융통성 있고 세련된
스승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음이다.
6. 춘풍(春風)에 꽃이 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달이 만대[月滿臺]라
네 계절 가흥(佳興)이 사람과 한 가지라

27) 李滉, 退溪全書 陶山十二曲跋 , 卷43.23b7～8: 亦惜乎, 其有玩世
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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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運營天光)이야 어찌 끝이 있을까28)

<언지> 6연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의 변화에 따른
좋은 흥취를 말하고, 이어서 물에는 물고기가 뛰고 하늘에는 솔개
가 날며, 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운 사이로 하늘에 햇살이 비치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자연의 지극한 경지를 강조함으로써, 마음
또한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한
다. 꾸미지 않고 거리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삼라만상의
질서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도 한결같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다.29) 이러한 계절의 움직임은 곧 변화이며, 변화하는 자연의 움
직임은 변하지 않는 자연지성이다.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우주자
연의 이치를 퇴계는 ‘아름다운 흥취’로 받아들임으로서 인간과의
합일(合一)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의 변화와 질서처럼 사람의 생각
이나 마음가짐은 다르게 드러날 수 있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간이 결과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물에는 물고기가 뛰고 하늘에
는 솔개가 날며, 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운 사이로 하늘에 햇살이
비치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자연의 지극한 경지처럼 인간 또한
지선(至善)의 세계에 도달하고, 순일(純一)의 경지에 이르러야 함
을 노래하고 있다하겠다.
지금까지 도산십이곡 <언지>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본 결과
강호자연의 품에 자리잡고 있는 모든 경물의 변화와 움직임과 웅
얼거림에서 천리의 유행과 도의 구현을 보는 일30)에 뜻을 둔 초
야우생(草野愚生)의 기쁨을 노래하였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긍정
과 겸허한 마음, 퇴계의 미적 능력과 예술적 감각, 시대에 따르는
28) 李滉, 국역퇴계전서 권16, p.252.
29) 최재남, 심경수용과 <도산십이곡> ,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
pp.167～168.
30) 최신호, 陶山十二曲 에 있어서의 ‘言志’의 성격 , 한국고전시가작
품론(서울: 집문당, 1992), 2집, 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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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 있고 세련된 스승의 면모, 인간으로서 지선(至善)의 세계에
도달하고, 순일(純一)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노래로 표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도산십이곡발문 과 <언지>에 나타난 퇴계의
노래관
도산십이곡 은 기존 속악의 음왜하고 방탕함, 사회에 대한 불
만이 담긴 내용에 대해서 군자로서 부를 만한 노래가 없다는 문제
의식이 추동력이 되어 만들어진 작품이다. 즉 노래가 지닌 감동
전달의 깊이는 시가 지닌 깊이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국문
시가의 내용을 정화함으로써 성정 감화의 파급력을 노린 것31)이
라고 할 수 있다. 도산십이곡발문 을 보면 퇴계가 노래를 창작하
게 된 동기와 그 지향하는 바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
고, 도산십이곡 의 <언지>에서는 내면화된 그의 노래관을 살필
수 있다.
이 도산곡은 도산노인(陶山老人)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 곡을 지은 것
은 무엇 때문인가? ①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개 말할 수 없이 음탕한 것이
많다. ② 한림별곡 과 같은 유는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긍호방탕(矜豪放蕩)
하고 겸하여 설만희압(褻慢戱狎)하니 더욱 군자가 숭상할 바 아니다. ③오직
근세에 이별(李鼈)의 육가 (六歌)라는 것이 세상에서 성하게 전하고 있으나
저것이 이것보다는 나으나 역시 그 완세불공(玩世不恭)한 뜻이 있고 ④온유
돈후(溫柔敦厚)의 실상이 적은 것이 애석하다. 이 노인은 본디 음률(音律)을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세속의 음악이 듣기 싫은 것은 안다. 한가히 있으며 병

31) 길진숙, 16세기 樂論의 修己的 실천과 국문시가론 모색 , 조선전
기 시가예술론의 형성과 전개,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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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양하는 여가에 무릇 정성(情性)에 느낌이 있는 것은 매양 시에 발표하
나 오늘날의 시는 예전의 시와 다르니,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할 수는 없다.
ⓐ만일 노래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속(俚俗)의 말을 가지고 엮어야 한다. 대
개 국속(國俗)의 음절(音節)은 그렇게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⑤대략 이별의 노래를 본받아[略倣] 도산 6곡을 둘을 지었다. ⑥그 하나는 뜻
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학문을 말하였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조석으로 익히
어 노래하게 하고 의자에 비겨서 들으려고 하였으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
금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게 하니, 거의 ⓒ비린(鄙吝)을 탕척하여 ⓓ
감발(感發)하고 융통(融通)할 수 있거니와 따라서 ⑦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
가 서로 유익됨이 없지 않다.32)

도산십이곡발문 에서 퇴계가 노래를 창작한 이유는 사람의 마
음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⑦]이다. 그는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노래의 성격을 ‘온유돈후’[④]한 노래라 판단하였는데, ‘온유
돈후’함이란 사람의 성정(性情)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며, 인정
(仁情)을 넉넉하게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안정
적인 성정과 부드러운 인성을 구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가 노래이며, 이러한 ‘온유돈후’함을 몸소 실천한 이가 퇴계였다는
것도 <언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퇴계가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음악, 즉 ‘온유돈후’의
음악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로 당시 우리나라
의 노래[歌曲]에는 음탕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많아[①]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퇴계는 도산십이곡 을
창작하기에 앞서 이현보(李賢輔 1467～1555)의 어부가 (漁父歌)의
가사를 개편하는데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 발문(跋文)을 지어준
경험도 있다. 그의 서어부가후 (書漁父歌後)에는 세속의 사람들이
쌍화점 [霜花店]과 같은 음왜(淫哇)한 음악을 좋아한다고 전하면
32) 李滉, 退溪全書 陶山十二曲跋 , 卷43.23b2～24b1; 국역퇴계전서
도산십이곡에 대한 발문 , 권10,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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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왜한 음악은 사람을 더욱 음란하게 만들고 뜻을 어지럽힌
다33)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노래의 형식을 빌어 사람의 어지럽고
음란한 마음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로 ‘온유돈후‘한 노래를 강조했
다고 볼 수 있다.
‘온유돈후’의 노래를 강조한 두 번째 이유는 고려 때부터 성행한
한림별곡 과 같은 노래가 문인(文人)의 입에서 나왔지만 지나치
게 호방함을 자랑하고 방탕하며[矜豪放蕩], 외설적이고 거만하여
버릇없이 굴며 노는 가사[褻慢戱狎]가 많아 군자가 숭상할 바가
되지 못했기 때문[②]이다. 이는 퇴계가 한림별곡 의 내용뿐만 아
니라,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음악과 연행환경이 주는 질탕한 분위
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퇴계가 ‘온유돈후’의 노래를 강조한 세 번째 이유는, 당시에 이
별(李鼈, 1475～?)의 육가 가 세상에 유행하고 있었지만, 그 노래
가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공손하지 않는[玩世不恭] 뜻이 있어[③]
이 노래로는 인간의 성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계가 문인이라 지칭했던 사대부의 정서
는 ‘긍호방탕’ ‘설만희압’이라 할 수 있는 격정적 감격과 ‘완세불공’
이라 할 수 있는 풍자적 우의, ‘온유돈후’라 할 수 있는 안정적 성
정 등으로 분류34)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림별곡 과 이별의 육가 는 퇴계 당시의 음악적 상황
과 그 현장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음악쟝르일 뿐만
아니라, 도산십이곡 의 창작동기가 되기도 했다. 비로소 퇴계는
이별의 육가 를 대략 본받아서 도산육곡 둘을 창작하였는데[⑤],
뜻을 말하는 <언지>와 학문을 말하는 <언학>[⑥]이 그것이다.
33) 李滉, 退溪全書 書漁父歌後 , 卷43.3a3～4b6; 국역퇴계전서 권
10, pp.133～136.
34) 최재남, 경기체가 수용과 서정의 범주 ,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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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산십이곡발문 에서 퇴계의 노래관을 거시적인 관점
에서 살펴보았고, 앞서 언급된 도산십이곡 <언지>에서는 퇴계
의 심신에 내면화된 노래관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퇴계가 지향하는 노래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퇴계가 지향하는 노래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노래
하면서 춤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흥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퇴계가 한문시의 노래가 아닌 우리말로 된 노래[ⓐ]
로 창작하여 아이들이 배워서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노래에 맞
추어 춤도 출 수 있도록 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현재 도산십이곡 은 가사만 전해질 뿐 음악형식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도산십이곡 은 오늘날의
정가(正歌)의 모습처럼 점잖게 앉아 긴 호흡을 조절해가며 부르는
노래이기보다는 어른이나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민속
풍의 형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유추해본다. 이 유추에 대한 근거
는 퇴계가 모방한 이별 육가 의 성격이 세태를 풍자하고 냉소적
이며, 정치적으로 불우한 상황을 우의적(寓意的)으로 표현할만한
노래로서는 양반들이 향유하는 음악보다 이에 대응할만한 노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별 자신의 답답한 마음이나 사회의
불만에 대한 토로는 백성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사용할 때 그
파급력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도산
십이곡 또한 어린아이로부터 쉽고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민
속풍의 음악형식에 ‘온유돈후’의 가사를 삽입하여 불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두 번째로 퇴계가 지향하고 있는 노래는 인간으로서의 풍격(風
格)을 표현해 내어야 한다. 퇴계가 생각하는 인간의 풍격은 ‘비린
(鄙吝)을 탕척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이 혼란스럽
고 그 성정이 고집스러우며,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럽지 못한 마음
을 깨끗하게 하여 순일(純一)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퇴계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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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속에 인간의 순일한 마음이 용해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도산십이곡 <언지>에는 그 풍격이 유유히 흐르고 있음이다.
퇴계의 풍격을 도산십이곡 <언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면, 첫째, 자연을 좋아함이 고질병이 되다시피 한 ‘천석고황’(泉石
膏肓)’이 그것이다. 퇴계가 그토록 자연 속에 은거를 바라고, 병이
되다시피 자연을 좋아한 이유는, 인간이 타고난 순수한 본연의 마
음인 인(仁)을 잘 유지하여 자연으로부터 품수 받은 인간심성의
본질을 함양하고 발현하며, 우주자연과 인간의 이치를 체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의 이치와 경물 속에서
어지럽고 추한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다잡고, 자신과 타인,
인륜과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읽어내려는 그의 정신적 고상함의
결과가 ‘천석고황’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언지>에 흐르는 퇴계의 또 다른 풍격은 노년기를 맞이
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남아있는 생애를 허물없이 살기를 바
란다는 자성(自省)과 겸허함의 노래에서 그의 정신적 고상함과 아
름다운 면모를 읽을 수 있음이다. 한림별곡 과 같이 선비들이 학
식과 영예를 받는 부류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기과시와 그들의 화
려한 생활상의 여유를 지나치게 자랑함으로써 결국은 방탕하고 질
탕한 분위기를 조성함과, 이별의 육가 처럼 사회에 대한 증오, 타
인에 대한 멸시를 노래한 것은 풍격있는 선비로서의 처신이 아님
을 퇴계는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풍격은 물질의 풍요나 사회
의 지위, 권력 등에 의해 생성되는 성품이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
는 마음공부를 통한 정신적 산물인 것이다.
셋째, 노래에 나타난 퇴계의 풍격은 고아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어느 한 구절 가벼이 쓴 말이나 현란한 것이 없고, 일
상의 말이면서 그 참된 의미전달에 충실한 용어의 활용은 퇴계의
언어사용이 지극히 근실35)하고 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석고
황’이나 ‘교교백구’ ‘어약연비’, ‘운영천광’ 등은 어려운 한자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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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축약된 언어 속에 많은 이미지를 함의하고 있으며, ‘연
하’나 ‘풍월’, ‘유란’, ‘백운’, ‘유수’, ‘유대’, ‘춘풍’, ‘추야’와 같은 시어
는 자연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이면서 안정되고 조용한 그의
성품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퇴계가 지향하는 노래는 개인의 예술적 전
유물로서의 개성의 표출이기보다는 타인과 사회, 만물과의 융화와
화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퇴계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
연스러운 감동을 노래로 표현함으로서 그것을 서로 융통할 수 있
다[ⓓ]고 보았다. 이는 도산십이곡 <언지>에서 타인에 대한 존
중[3연], 인간과 사회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 태도[3연], 인륜의 도
리[4․5연], 자연지성과 인간의 본연지성과의 합일[6연]을 노래했
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퇴계는 음악의 교육적 효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노래
의 내용이 순선해야 그것을 부르는 자의 심성도 순선한 기질로 순
화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노래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유익
함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본래의 순선한 성정의 회복이 자신으로
부터 출발하여 타인과 어우러지는 사회로까지 발전하여 순한 풍속
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만물의 자연지성과 인간의 본연지성
의 합일로까지 나아감을 퇴계의 노래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로 퇴계가 지향하는 노래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한
다. 퇴계가 노래를 창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에서 불려져 왔던
노래나 그 당시의 노래가 음탕한 것이 많았고, ‘긍호방탕’, ‘설만희
압’, ‘완세불공’한 노래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당시 군자라고 일컫는 선비들이나 그 외 산림에서 은둔하
는 자들, 각 처소에서 이러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많은 유생들에
게 ‘온유돈후’의 심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당면과제라
35) 정재호, <도산십이곡>의 구조 , 한국시조문학론,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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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겼던 것이다.
또한 그가 즐겨 사용한 한문시의 노래가 아닌 국문노래를 창작
했다는 점에서 도산십이곡 의 실용성과 실천성을 살필 수 있다.
혹자는 퇴계의 주리론적 학문을 실용성과 먼 것으로 보면서 결국
도산십이곡 도 학문적, 철학적 깊이를 노래한 연시조일 뿐 실용
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주장36)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
기에, ‘주리론’이라 해서 모든 것을 철학의 도구나 이론과 도학을
위한 문학으로 전락시키고, ‘주기론’은 우주의 근원을 하나의 실체
로 보며 여기서부터 실천성, 실용성이 나타난다는 일방적 견해는
학문의 통합적 특징을 감안하지 않은 편중된 생각이라 본다. 주리
론이든 주기론이든 학문이란 것은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인
물에 의해 그 시대의 학문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한마디로 실용
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도산십이곡발문 과 도산십이곡 <언지>의 노래를
종합하여 퇴계가 지향하는 노래관을 살펴보면 첫째, 노래는 누구
나 쉽게 부를 수 있고,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 흥취을 지니고 있
어야 한다. 둘째, 노래는 인간으로서의 풍격(風格)을 표현해 내어
야 한다. 셋째, 노래는 개성의 표출이기보다 타인과 사회, 만물과
의 융화와 화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노래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5. 맺는말
한국전통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이면(裏面)파악의 필요성은 외면
36) 이현자, 조선조 연시조의 유형별 변이양상 연구 (서울：경희대학
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12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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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음악의 형식이나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면
서 반드시 다루고 지나야 하는 과제이다. 그래서 필자는 조선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이자 예술가의 한 사람인 퇴계(退溪)의
도산십이곡 을 중심으로 노래의 이면을 파악해본 것이 이 글이다.
특히 도산십이곡 에 나타난 퇴계의 음악관은 도산십이곡발문 과
퇴계의 뜻을 노래한 도산십이곡 <언지>를 중심으로 그가 지향
하는 노래관이 무엇인가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2장에서 언급된 도산십이곡 의 음악론적 배경은 도산십이곡발
문 에 자세히 전하는 바, 호방함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방탕하며
[矜豪放蕩], 외설적이고 거만하여 버릇없이 노는[褻慢戱狎] 성격을
지닌 한림별곡 과,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공손하지 않는[玩世不
恭] 이별(李鼈)의 육가 가 미칠 인성적, 사회적 우려 때문에 사람
의 성정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넉넉한 인정을 갖는 노래[溫柔敦
厚]를 창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장의 도산십이곡 <언지>는 퇴계의 뜻을 표현한 노래인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자연을 택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
로 수용하고, 현 시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대한 겸
허한 마음을 노래하였다. 또한 ‘성선설’의 입장에 선 퇴계는 사람
에 대한 순선한 정심(正心)의 내재를 인정하였고, 타인을 극존히
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애적 성격도 이 노래에
내포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랫말에는 그의 탁월한 미적능력
과 예술적인 언어감각이 발휘되었고, 당면한 시대에 자신의 역할
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화려하지 않고, 거리
낌없는 도학자의 삶을 노래하였다.
4장에서는 퇴계가 지향하는 노래관이 과연 무엇인가를 도산십
이곡발문 과 도산십이곡 <언지>의 노래를 종합하여 검토해보았
다. 그의 노래관은 첫째,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춤으로 표현
할 수 있는 흥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둘째, 노래는 인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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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격(風格)을 표현해 내어야 한다. 여기서 그의 풍격은 ①자연
을 좋아함이 고질병이 되다시피 한 ‘천석고황’(泉石膏肓)’에서 찾을
수 있었고, ②퇴계가 노년기를 맞이한 자신의 남은 생애를 허물없
이 살기를 바란다는 자성과 겸허함의 노래에서 그의 정신적 고상
함과 아름다운 면모를 읽을 수 있었다. ③그의 풍격은 고아한 언
어를 사용함으로서 드러나는데, 어느 한 구절 가벼이 쓴 말이나
현란한 것이 없고, 일상의 말이면서 그 참된 의미전달에 충실한
용어의 활용에서 퇴계의 풍격을 느낄 수 있었다. 퇴계가 지향하는
노래관 세 번째는 타인과 사회, 만물과의 융화와 화해를 위한 것
이었고, 네 번째로 그의 노래관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도산십이곡발문 과 도산십이곡 <언지>를 통하여
퇴계가 지향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사실 그의 노래관
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노래와는 분명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은 오늘의 노래는 과연 노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고, 만약 노래관이 있다면 자신과 타인,
사회와 인류, 천지만물에 대하여 얼마나 긍정적이고 애정의 시각
으로 담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노래의 선율이
나 가사의 내용이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거나 감동의 전달력이 크
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퇴계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였기에 ‘온유돈후’의 심성으로 변하기를 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창작했다고 본다.
퇴계의 삶의 행보는 철학적, 문학적, 정치적, 교육이라는 영역을
초월하여 어쩌면 음악이라는 대중의 예술체계에서 그의 학문적이
고 인간적인 면모의 총체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예
술, 특히 음악관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할 목표를
뚜렷이 제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퇴계학의 세계
화를 위한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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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oegyeh's
Musical
Idea
in
Dosansibigok:
-In Case of songs from the Epilogue and Eonji in
Dosansibigok-

Park Jeong-ryen
This paper examines Toegyeh's musical idea in Dosansibigok[陶山十二
曲] that has his songs. To understand his musical idea, the Epilogue and
Eonji[言志], which explains his philosophy on music in Dosansibigok, were
critically examined.
His ideas on music proved as follows. First, songs should be sung easily
by everyone and elegant so as to be expressed as dance. Second, songs
should express an individual humane style. The humane style includes: ①
The love of nature became even a malady, cheonseokgohwang[泉石高膏].
② As he reflected his life in old age, he got to wish the rest of his life
flawless, which shows introspection, humility and beauty of his spirit. ③
As his humane style was expressed by using elegant languages, there are
ordinary and truthful words only but no imprudent or flashy ones in his
writings. His third idea on songs is that songs are for reconciliation and
compromise with things. Fourth, songs must reflect the Zeitge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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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gyeh himself sang mild, gentle and generous[onyusunhu, 溫柔敦厚]
songs, and hoped people would be changed following him. Beyond those
fields of philosophy, literature, politics and education, his walk of life
reached even music, one of popular arts, and this only shows his totality
both on scholarship and personality. Therefore, a study on his art and
especially on musical idea will be a mainspring for finding the universal
purpose as well as our asset for the globalization of Toegyeh Study.
Keywords : Toegyeh, Dosansibigok 陶山十二曲 , Eonji 言志 ,
musical idea, idea on songs, Korean classic mus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