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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 중기의 대유학자 퇴계 이황이 남명 조식을 어떻게 보
았는지를 살핀 것이다. 조선유학사에서 퇴계와 남명의 위상은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후일 퇴계계열은 남인으로, 남명계열은 북인으로
갈렸는데, 남북의 분열은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퇴계 이황
과 남명 조식의 서로 다른 기질과 학문 성향 등 이질성에서 비롯된 측
면이 크다. 두 학자는 타고난 기질, 학문 경향, 학문하는 태도, 현실 인
식 등에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 태도와 삶의 방식이 달랐다. 퇴계가 학자이면서 관료로서의 삶을
병행했다면, 남명은 고결한 선비의 풍모를 지켰던 전형적인 처사형(處
士型) 선비였다. 그들은 서한을 통해 서로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다하
였고 정신적 교유의 아쉬움을 토로하였지만, 근본적으로 학문 태도와
삶의 방식이 다르다보니 상대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거나 삶의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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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후일 퇴계 계열과 남명 계열의 불화
로 이어졌고, 나아가 학파와 당파로 분화하게 됨으로써 조선 후기 사상
사, 정치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양현이 상대방을 어
떻게 이해하고 평가하였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주제어
남인학파, 북인학파, 학자형, 호걸형, 학문관, 학문 경향,
현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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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一)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은 16세기 조선의 학계․사상계를 대표하는 학
자이자 당대의 사표(師表)로 병칭되었으며 후일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
이 되었다. 양현은 1501년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영남 지방에 살면서
직접 상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수차에 걸쳐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학문을 논하였다. 또 문하를 드나드는 학자들을 통해 서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깊은 존경심을 표하였다. 퇴계는 남명에게 “나와 남명은 정신
적으로 사귄 지가 오래다. 지금 남쪽 지방의 고사(高士)로는 이 한 사람
을 꼽는다”고 추허(推許)하였다. 남명 역시 퇴계에게 “평소 북두성처럼
우러러보았다”고 하면서 조석으로 만나는 사이와 같다고 친밀감을 표하
였다.
그러나 양현은 타고난 기질, 학문 경향, 학문하는 태도, 출처관 등에
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
태도와 삶의 방식이 달랐다. 퇴계가 학자이면서 관료로서의 삶을 병행
했다면, 남명은 고결한 선비의 풍모를 지켰던 전형적인 처사형 선비였
다. 퇴계가 일생토록 주자학의 이론적 심화에 힘쓴 데 비해 남명은 “정
자(程子)와 주자(朱子) 이후에는 꼭 저술할 것은 없다”(程朱以後, 不必
著述)는 신념 아래 유학사상의 실천에 치중하였고, 윤리와 강상(綱常),
대의명분을 목숨처럼 중시했다. 양현은 서한을 통해 서로 예우와 존경
의 마음을 다하였고 ‘천리신교’(千里神交)의 아쉬움을 토로하였지만, 근
본적으로 학문 태도와 삶의 방식이 다르다보니 상대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거나 삶의 태도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후일 퇴계 계열
과 남명 계열의 불화로 이어졌고, 나아가 학파와 당파로 분화하게 됨으
로써 조선 후기 사상사, 정치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양현이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였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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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유학사를 전공하면서 조선 중기 학파의 분화에 관심을 가
지고 관계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주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분화,
대립에 관한 것이었고, 두 학파가 상호 난만동귀(爛漫同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다. 대립과 갈등으로 치면 퇴계와 남명학파의
경우도 가볍게 보아 넘길 수준은 아니다. 두 학파의 대립에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크게 개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두 학파의 학문 성향과
개성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 맥락을 따라 올라가면 퇴계․남명과
만나게 된다. 퇴계․남명은 두 학파의 대립과 갈등, 분화에 직, 간접으로
원인을 제공한다.

(二)
본고에서는 퇴계학파․남명학파의 대립 분화와 관련하여, 퇴․명의 양현
의 삶과 학문, 사상에서 드러난 차이점을 고찰해 보려 한다. 특히 퇴계
가 남명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의 학문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중점
적으로 살피고 그 의미를 새기고자 한다.
한국유학사에서 퇴계와 율곡의 위상은 부동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런 만큼 그들이 남긴 인물평은 짤막한 것이라라도 중요하게 인용되곤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율곡 이이는 경연일기(석담일기)를 남겨
역대 인물에 대한 포폄과 사건에 대한 시비를 논정하였다. 율곡과 같이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다수를 이루는데, 전체 내용 가운
데 6~7할이 인물평이다. 등장하는 유자(儒者)만 하더라도 67명에 달한
다. 율곡학파에서는 석담일기에서의 포폄은 지극히 공정하여 견줄 만
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율곡의 사필(史筆) 앞에 성한 사람이 없
다’는 혹평이 있을 정도로, ‘폄만 있고 포는 없다’는 볼멘소리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포폄참반(褒貶參半)인 경우, 폄 일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칭예를 받은 예로는 조광조․이황․성혼․박순(朴淳)․정구(鄭逑) 정도이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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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조식은 당시 사론(士論)에 비해서는 비교적 호평을 했다고 할 수 있
다. 퇴계 같은 대유(大儒)도 추중(推重)은 하면서 ‘특별한 저서가 없다’
(無別著之書)고 하여 완인(完人)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내
보였으니, 다른 인물들이야 더 말할 나위 없다. 이준경(李浚慶)․노수신
(盧守慎)․허엽(許曄)․기대승 같은 당대의 거물들은 율곡의 가혹한 비판에
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본디 율곡은 이들을 경세제민으로 기대하였다.
그 기대에 크게 어긋났기 때문에 비판이 혹독했던 것이다.1)
퇴계의 경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물평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제
자들과 주고받은 서한 등을 통해 조선유학사에 저명한 학자들에 대한
묵직한 평을 다수 남겼다. 퇴계의 평은 율곡과는 달리 후한 편이다. 학
문상으로는 비판하면서도 인격상으로는 인정을 하거나 문학적 성취 등
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퇴계의 가장 큰 잣대는 학문이었다. 그의
평가는 학문의 순정성(醇正性)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퇴계는 성리학을
널리 전파하고 이단 배척을 자신의 임무로 여겨, 성리학을 밝게 강론한
선유의 업적을 기리고, 학문이 순정하지 못하거나 이단의 학문을 한 사
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위의 고하나 친소(親疎) 관계를 따지지 않고
비판하였다. 퇴계는 평소 성격이 원만하지만 이단을 배격하는 데에는
엄격했다. 비판의 내용이나 강도는 얼핏 보면 온건한 것 같지만, 그 내
용을 새겨보면 상당히 강렬하고 무게가 있었다.
퇴계는 동 시대의 인물 가운데 회재 이언적과 화담 서경덕, 남명 조
식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관심이 큰 만큼 그들에 대한 평가도 남
달랐다. 이언적의 경우, 조정에 있을 때는 진면목을 알지 못하다가 세상
을 떠난 뒤 ｢행장｣을 찬하면서 비로소 동방 도학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조한보(曺漢輔)와의 논변 내용을 보고는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퇴계는 이언적에 대해 심조정미(深造精微)한 저
술로 후학을 계도한 공이 큰 학자로 평가하면서 그의 입언수후(立言垂

1) 졸고, ｢석담일기의 역사의식과 서술방법｣, 율곡사상연구 제18집, 율곡학회,
2009, 19 2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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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의 공을 높이 샀다.
화담 서경덕에 대해서는 “우리 동방에서 이보다 앞서 논저를 내어 이
렇게까지 한 사람이 없었다. 리와 기를 밝히는 데는 이 사람이 처음이
다”2)고 하면서 조선 성리학사에서의 위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화담
의 저술을 보면 한마디 말에도 병통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의 인품과
학술은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하여 그의 자질과 학문에 대하여
심하게 공격하였다. 또
화담의 설을 가지고 성현의 설을 헤아려보면 하나도 부합되는 것이 없다.
매양 생각하건대, 화담이 일생동안 이 일에 힘쓰면서 ‘궁심(窮深)하고 극묘(極
妙)하다’고 했지만, 결국 리란 글자를 투철하게 알아내지 못하였다. 비록 죽을
힘을 다하여 기이한 것을 말하고 묘한 것을 말하였지만, 형기(形氣)의 조천
(粗淺)한 일변으로 떨어짐을 면치 못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3)

고 하여 서경덕의 학설이 정주(程朱)의 설과 다르다고 비판하였다.
서경덕의 제자들이 스승을 추켜 높이는 것이 지나친 나머지 장횡거(張
橫渠)에 비하고 그 저술을 정몽(正蒙)에 비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였
다. 그 과정에서 서경덕의 문인으로 퇴계에게도 배웠던 초당(草堂) 허엽
(許曄)에 대해서는 “학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평하
기도 하였다.
퇴계는 남명의 학문과 삶의 태도를 비평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퇴계
는 남명에게 세 통의 서한을 보냈다.4) 이밖에도 문인 제자들과 주고받
은 많은 서한을 통해 남명의 학문과 삶의 태도에 대해 논하였다. 남명
의 경우 퇴계에게 보낸 두 통의 서한 이외에는 특별히 퇴계에 대해 비
평한 것이 없다.5) 남명에 대한 퇴계의 비평은 천금의 무게를 지니는 것
2) 퇴계언행록 五, ｢類編｣, <論人物> “吾東方, 前此未有論著至此者, 發明理氣, 始有
此人耳.”
3) 퇴계문집 권41, 22a 22b, ｢非理氣爲一物辨證｣ 참조.
4) 퇴계문집 권10 참조. 한 통은 퇴계가 먼저 보낸 것이고 두 통은 답서이다.
5) 남명집 이외에 문인, 후학들의 전언을 통해 전해오는 것들이 더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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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후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퇴계의 ‘퇴계다움’, 남명의 ‘남명다움’이 더 드러
나기를 바란다. 아울러 완인(完人)으로서의 퇴계와 남명의 거룩한 면모
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가 좀더 새롭게 드러났으면 한다. 자세한
분석은 후일을 기대하고 본고에서는 자료의 충실한 섭렵에 그치고자 한
다. 자료는 퇴계문집과 남명집에 보이는 서한을 중심으로 하고, 문
인․ 후학들의 제가기술(諸家記述)은 제한적으로 인용하였다. 퇴․명 양현
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그들의 본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엿보기 위
함이다.

2. 退․冥의 정신적 교유와 학문상의 포용성
퇴계는 영남 좌도, 남명은 영남 우도 출신이다. 영남의 많은 준재들
이 양현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오건(吳健)․정구․정탁(鄭琢)․김우옹
(金宇顒) 같은 이들은 남명 문인이면서 퇴계의 문하에 들어가 배웠다.6)
남명의 문인을 받아들인 퇴계는 물론 퇴계에게 배우는 것을 인정한 남
명의 포용성과 유연성이 돋보인다. 퇴계는 남명과 한 번도 만나지는 못
했지만 종유(從遊)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인 교유를 비교적 원
활하게 하였던 것 같다. 퇴계는 시골에 머물 때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남명의 안부와 활동상을 접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명에 관
한 사실들을 알려주기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남명은 틀림없이 덕산(德山)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요즘 경연 석상에서
다시 부르자는 청이 있었지만, 남명의 심사(心事)를 잘 아는 사람이 분명하게
논한 덕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명을 위해서 깊이 축하할 일입니다.7)

․ ․

․

6) 서경덕의 문인 朴淳 許曄 南彦經 洪仁祐 등도 퇴계 문하에서 배우거나 퇴계와
從遊했다.

7

退溪學論集 8호
남명이 절에서 모인 일은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담이론(奇談異論)
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풍편(風便)에라도 그 내막을 들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8)
들으니 남명이 지나가면서 서로 만났다고 하는데 무슨 기특한 의논이라도
있었습니까?9)
조남명의 상소문과 처음 내린 비답을 우연히 얻어보았노라. 옥당(玉堂)에서
그를 신구(伸救)하려 올린 차자(箚子)와 비지(批旨)는 지금 비로소 보았노라.
산속에서 사는 처지에 시사(時事)를 모른다고 해도 관계 없겠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야 모를 수가 있겠느냐? 나중에라도 중요한 기별이 있으면 인편을 통
해 대충이나마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10)

이러한 것들은 퇴계가 남명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짐작케 한
다. 퇴계는 남명의 ｢계부당명(鷄伏堂銘)｣, ｢유두류록(遊頭流錄)｣ 같은 글
을 얻어 읽고 독후감과 비평을 남기기도 하였다. 당시 사림 사이에 양
현의 서한문까지도 베껴서 돌려볼 정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새삼스러
울 것도 없다.
남명은 퇴계에게 보낸 서한에서 “책 속에 있는 성현처럼 까마득히 만
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答退溪書｣)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절절히
토로하였다. 명종 19년(1564) 64세 때 보낸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7) 퇴계문집 권12, 29b, ｢答李君浩｣ “南冥必已還德山矣. 近日經席, 又有請召致者,
賴復有知南冥心事者, 方便論白, 故得停, 爲南冥深賀.”
8) 퇴계문집 권22, 2a, ｢答李剛而｣ “南冥蕭寺之會甚適, 不知有何奇談異論, 幸可因風
得聞緖餘否耶?”
9) 퇴계문집 속집 권3, 20b, ｢答李君浩｣ “聞南冥經由相款, 不知有何奇論耶?”
10) 퇴계문집 유집 권5, 21a, ｢答子寯｣ “曺南冥上疏及初下旨, 偶見之. 玉堂救箚及
旨, 今始見之. 山中雖未知時事不妨, 然如此等事 豈可不知. 後亦有關重, 奇別因便
略報爲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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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마음으로만 사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머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결국 정신적 사귐으로 끝나고 마는
건가요? 인간의 세상사에 좋지 않은 일이 많지만, 어느 것 하나 마음에 걸릴
것이 없는데, 유독 이점이 가장 한스러운 일입니다. 선생께서 한 번 의춘(宜
春: 宜寧: 퇴계의 처가)으로 오시면 쌓인 회포를 풀 날이 있으리라 생각하곤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오신다는 소문이 없으니, 이 또한 하늘의 처분에 모두
맡겨야 하겠습니다.11)

남명의 진정이 느껴지는 진솔한 내용이다. 이에 비해 퇴계는 일찍이
남명이 살던 삼가(三嘉)와 김해(金海)를 지나면서도 남명의 집에 들르지
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덕 있는 사람 만나는데 게으른 자신을 반성한다
고 하였다.
저는 집이 예안(禮安)에 있습니다. 영남 남쪽 지방을 왕래할 적에 귀댁이
삼가에 있기도 하고 김해에 있기도 하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제가 일찍이 경유한 적이 있지만, 아직 한 번도 형문(衡門: 은사의 집)
에 나아가 훌륭한 모습을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스스로 몸을 닦을
뜻이 없어서 덕 있는 이를 사모하는 데 게으른 탓올시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 스스로 형편없어 매우 부끄럽게 여깁니다.12)

학계 일부에서는 ‘천리신교(千里神交)’, ‘백년신교(百年神交)’니 하는
표현을 들어 양현이 처음부터 만날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
나 동 시대에, 그것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면서 만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퇴계는 “멀리서 마음으로 사귀는 것은 옛사람도 숭상한 바입니다. 어
찌 꼭 잠시라도 만난 뒤라야 옛 친구처럼 친해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퇴계에게 남명은 직접 만나 흉회(胸懷)를 터놓고 대하기 어려운 상대였
던 것 같다. 이것은 양현의 명성이 최고조에 이른 뒤였기 때문에 그런
11) 남명집 권2, ｢與退溪書｣ 참조.
12) 퇴계문집 권10, 2a, ｢與曺楗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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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다시 말해서 퇴계와 남명이 각각 커다란
문파(門派)를 형성하여 자신을 따르는 세력이 작지 않았고, 또 저들의
명망이 너무 중하여 세상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만난 뒤 수많
은 의혹과 유언(流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을 것이다.13)
퇴계 쪽에서 상대적으로 만남에 적극성을 띠지 않은 것도 매사에 조심
을 기하고 의심을 받거나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 않는 퇴계의 성격
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양현의 개성이 달랐기 때문에, 만난다
하더라도 의례적인 만남으로 끝날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굳이 만나
서 실망을 하거나 호사자(好事者)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필요가 없지 않
았을까. 양현이 서로 만나 쌓인 회포를 풀 수 없었던 주위 환경이 아쉽
다.
1570년 퇴계의 부음을 접한 남명은 “이 사람이 세상을 버렸다 하니,
나 또한 세상에 살아 있을 날이 오래지 않겠구나!”고 하였다 한다. 이는
퇴계의 죽음을 애도하는 말이면서도 학문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퇴계가 세상을 떠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삶을 오래 지탱하기 어렵
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현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각각 퇴계와 남명을 존경하
도록 하였고, 양문에서 수학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각각 장점을
배우도록 권면하였다. 이것은 양현의 그릇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퇴계는 남명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지만, 그의 탈속한 기상과
준결(峻潔)한 지행(志行)은 칭도(稱道)해마지 않았다. 문인 성재(惺齋)
금란수(琴蘭秀)가 31세(1560) 때 남유(南遊) 길에 올라 단성(丹城)에서
세모(歲暮)를 당하여 시를 부쳐 왔을 때 퇴계는 방장산인(方丈山人: 남
명)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시 한 수를 지어 보낸 적이 있다.14) 금란수는
이 당부대로 이듬해 4월 뇌룡정(雷龍亭)으로 가서 남명을 뵙고 가르침
13) 이런 판단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이 퇴계문집 권15, ｢答金敬夫 丙寅｣이다.
14) 퇴계문집 권3, 27b, ｢琴聞遠自丹城書來却寄一絶｣ “歲暮難堪憶故人, 平安書到雪
溪濱. 南行莫負酬心事, 方丈山中訪隱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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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 ｢남정(南征)｣이라는 시의 소서(小序)에서는 일찍이 남명의
행의(行義)를 들은 적이 있노라고 하면서 “두류산의 노선백(老仙伯)이
사람들의 경모심을 자아낸다”15)고 술회하였다. 금란수가 남명의 탈속한
기상과 행의를 우러르고, 또 남명을 ‘선백’이라 한 점, 남명과 자신을
천연(天淵)에 비하면서 남명의 은륜을 배우겠노라[學隱淪]고 한 점16)
등은 그의 출처진퇴관 형성과 관련하여 남명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양문에 종사했던 한강 정구는 호매(豪邁)하고 강의(剛毅)한 기질의 소
유자였다. 남명의 고풍(高風)과 호걸적 체질에 부합되는 면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굴(理窟)에 침잠하기 쉽지 않
다. 그러나 정구는 ‘침잠하는 성격을 지닌 사람은 강기(剛氣)로써 일을
치러야 하고 강의(剛毅)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은 침잠에 힘써야 크게
성공할 수 있다’면서 각고면려하였다. 항상 자로(子路)의 의용(義勇) 있
는 기상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한편으로 정자(靜字)․경자상(敬字上)의 공
부에 면려를 가하여17) 심학․예학의 거봉으로 평가받는 대유(大儒)가 되
었던 것이다.

3. 退․冥의 개성상의 차이
퇴계와 남명은 당대의 홍유(鴻儒)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이들에게도 상대를 의식하는 경쟁심이 있었을 것이다. 두 사람의 경쟁
심은 각기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의 종사(宗師)로서 이미지가 강화되던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현격하게 다른 학문 태도

15) 惺齋集 권1, 6b, ｢南征｣ “頭流老仙伯, 令人起景慕.”
16) 성재집 권1, 7b, ｢丹城客中 伏次退溪先生寄詩一絶｣ “奔走風波患失人, 安閒不似
退溪濱. 何當遊歷還歸早? 更向天淵學隱淪.”
17) 한강언행록 권1, 5a, <學問>, “至於靜字敬字上工夫, 益加勉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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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삶의 방식은 자존심 또는 라이벌 의식과 접합되면서 서로에 대한 비
판과 풍자로까지 비화하기도 했다.
이제 개성상의 차이를 보기로 한다. 퇴계와 남명은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다. 한 예를 들어 보자. 퇴계가 강학하던 도산서원 앞강에서는 은어
가 많이 잡혔다. 은어는 진상품이었다. 고을에서는 여름이 되면 이곳에
다 어량(魚梁: 통나무 발)을 쳐두었다. 성격이 매우 조심성 있고 남에게
추호도 의심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퇴계는 해마다 음력 6월부터
은어잡이가 끝날 때까지 도산서원에서의 강학(講學)을 중지하고 상계(上
溪) 자택으로 철수하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남명은 웃으면서 “어찌
그리 자질구레한 일에 신경을 쓴단 말인가(何其屑屑也)? 내가 그런 일
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관(官)에서 어량을 쳐놓았다고 한들 무엇을
혐의(嫌疑)하며 무엇을 피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한다.18) 소신이 분
명하고 행동이 단호한 남명의 일모를 엿보게 한다.
퇴계와 남명은 글짓는 스타일에서도 현격하게 차이를 보였다. 퇴계는
구암(龜巖) 이정(李楨)이 그의 부친 이담(李湛)의 비문19)을 남명에게 받
은 뒤 자신에게 글씨를 부탁하자, 비문을 일독한 뒤 축조 비평하면서
이정을 통해 남명에게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징사(徵士)의 문장은 창고(蒼古)하고 준위(峻偉)하여 매우 높일 만합니다.
다만 가다가다 격식과 전례를 따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산림에 있는
처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뜻이기는 합니다만, 무릇 각명
(刻銘)은 후세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 생각건대 예부터 고사(高士)는 으레
기이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 지혜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명이 나의 말을
본 뒤 꾸짖고 비웃으면서, 말속(末俗)의 진부한 것은 따를 것이 못된다고 여
길까 염려됩니다.20)
18) 退溪先生文集攷證 권5, ｢第二十卷書, 答黃仲擧｣ “吳曹兩君之評(言行錄)南冥聞先
生避魚梁, 暑月必居溪上. 笑曰: ｢何屑屑也? 我自不爲, 雖有官梁, 何嫌何避｣云云.
吳似是德溪, 而無所考據.”
19) 남명집에는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李公神道碑銘｣이란 표제어로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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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남명의 문장이 고문(古文)인데다가 격식과 전례에서 벗어난
곳이 많은데, 이것은 기이한 것을 숭상하는 그의 기질에서 비롯되었다
고 보았다. 이런 비평에는 시문(時文)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자신의 견해
와 거리가 있다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정법(正法)
을 따르지 않고 기이한 것을 추구하는 남명의 글쓰기 스타일은 남명 자
신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점이 더 고려되었을 듯하다. 뒤에 퇴계는
남명이 지나친 간섭이라 여기거나 기분 상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끝에
“남명은 내가 지적한 곳에 대해 무어라고 하였습니까? 만약 고칠 수 없
다고 했으면 그의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21)고 하여 한 걸음 물러났
다. 자기 스타일의 글을 쓰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였다.
진주 음부사건(淫婦事件: 1566)에 대한 견해와 일처리에서도 양현의
대조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구암 이정은 경상우도 사천(泗川) 사람
으로, 일찍이 남명의 풍의(風誼)를 사모하여 그를 종유(從遊)하였다. 남
명이 복거(卜居)하던 지리산 자락 덕산동(德山洞)에 집을 짓고 남명과
함께 ‘세상 밖의 반려’(世外之侶)에 비긴 바 있었다. 그러나 말년에 뜻하
지 않게 하종악(河宗岳)의 후처 실행사건(失行事件)과 그 일로 파생된
진주유생옥사 때문에 두 사람이 절교하게 되었고, 끝내 관계를 회복하
지 못한 채 잇달아 세상을 떠났다.
음부사건이란 진주의 진사 하종악의 후처가 음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하종악은 남명의 조카사위였다. 음행 사건은 윤리와 강상을 중시했던
남명에게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강상(綱常)의 변(變)’이었다. 악
을 원수처럼 미워했던 남명은 이를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유의 강
단(剛斷)을 발동, 문도들에게 하종악의 집을 부수고 음부를 다른 고을로
내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옥사로 비화되는 등 큰
물의가 있었다. 음부를 내치는 과정에서 남명은 이정에게 여러 번 자문

～

20) 퇴계문집 권21, 26a 29a, ｢答李剛而｣ 참조.
21) 퇴계문집 속집 권4, 15b, ｢答李剛而｣ “曺楗中以其指點處, 謂之何耶? 若以爲不
可改, 則只當從其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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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고 자신의 뜻에 동의해주기를 요구했다. 그런데 음행 여부를 놓
고 견해가 달랐던 이정은 입장을 분명히 표하지 않았고 미적지근한 태
도를 보였다. 이에 불만이 쌓인 남명은 이정을 의심하였고, 나아가 이
정이 옥사 때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자 “성현의 글을 담론하고 경의
(敬義)를 말하던 자가 할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마침내 절교를 선언
하기에 이르렀다.22) 이 사건이 경향 간에 알려지자 퇴계도 자신의 견
해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퇴계는 “여인 실행 사건은 남명과 구암 사
이에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인데, 저명한 선비 두 사람이 등을 돌리기
에 이르렀다. 세상에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나는 두 사람을 안타깝
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정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명 조군은 일세의 고사(高士)인지라, 나는 천하 만물이 그 마음을 얽어매
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 여염 부인네의 실행 여부는 속세 더러
운 일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설사 이 사람이 이 일과 관련하여 구실을 들었
더라도 귀를 씻고 못들은 체해야 옳거늘, 자기 스스로 고절(高節)을 내려깎고
손상시켜 가면서까지 남과 시비를 다투느라 심기를 소진하고 여러 해 동안
그칠 줄을 모릅니다.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공은 불행하게 이 변을
만났지만 분소(分疏: 조목조목 변명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상심하며 탄식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반성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전연 못들은
척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예전처럼 교분이 온전해지기를 기대해서
도 안 될 것입니다.23)

당시 사림의 생각은 “남명이 음부의 집을 훼철(毁撤)하는 데까지 이
르렀는데, 이는 선비의 임무가 아니다”는 것이었다. 퇴계의 생각이 이와
같고, 기대승 등 여러 사람들도 남명을 비판하자, 남명과 그 문인들은
기대승 등 청의(淸議)를 내세우는 무리들이 외척과 결탁하였다고 공격
22) 남명이 이정과 결별하게 된 사정은 남명집 권2, ｢與子强子精書｣에 자세하다.
이정에 대한 남명의 怨心이 매우 컸던 것 같다.
23) 퇴계문집 권22, 31a~32b, ｢答李剛而 庚午｣ 節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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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조정이 상당 시간 시끄러웠다.24)
남명이 절교를 선언한 데에는 이정이 평소 퇴계와도 깊숙한 교분을
나눈 것이 하나의 원인(遠因)이 되었음직하다. 이 사건 뒤로 이정은 퇴
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퇴계 역시 남명의 태도와 일처리
를 비판함으로써 퇴계․남명 사이에 불화가 깊어지게 되었다. 이후 남명
의 영향권이었던 영우(嶺右) 지역에서 이정이 크게 배척을 당하였고, 사
천이 영우 지역이었음에도 남명 문인이 한 사람도 배출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하종악의 처 실행사건은 퇴계학파와 남명학파가 대립, 분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25)

4. 退․冥의 학문관과 퇴계의 남명 비평
퇴․명 양현은 학문 방법과 태도에서 가장 대조적인 면모를 보였다. 양
현의 학문관은 퇴계와 남명의 사이를 갈라놓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퇴계는 궁리(窮理)를 중시하였다. 이에 비해 남명은 천리(踐履)를 중시
하였다. 퇴계가 순정(醇正)함으로 일관하였다면 남명은 유학사상을 중심
으로 하면서 여타의 학문 사조에 대해서도 포용적이고 융통적인 태도를
보였다. 퇴계가 정이천(程伊川)과 주자를 잘 배운 학자라면 남명은 정명
도(程明道) 계통의 정주학을 하였다. 퇴계는 수양론에서 ‘천리(踐理)’를
중시하고 ‘양기(養氣)’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26) 반
면에 남명은 ‘경의협지(敬義夾持)’를 부르짖으면서 호연지기를 통한 집
24) 沙溪遺稿 권3, ｢與辛用錫李玉汝｣ 참조.
25) 정만조, ｢宣祖初 晉州淫婦獄과 그 파문｣, 한국학논총 제22집, 국민대 한국학연
구소, 2000 ; 이은식, ｢구암과 晉州獄事｣, 구암 이정 선생의 생애와 학문,
2002, 사천문화원, 59～85쪽; 이수건, ｢구암 이정의 생애와 학문 및 ‘退南’과의
관계｣, 앞의 책, 37～55쪽 참조.
26) 퇴계전서 권12, 24a~24b, ｢與朴澤之｣ “人之一身, 理氣兼備, 理貴氣賤. 然理無
爲而氣有欲, 故主於踐理者, 養氣在其中, 聖賢是也. 偏於養氣者, 必至於賊性, 老莊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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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集義) 공부를 중시하였다. 남명의 문인 정구가 ‘집의(集義)’ 공부를
체계화하기 위해 ｢양호첩(養浩帖)｣을 엮은 것도 그 맥락에서 이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퇴․명 양현의 학문 노맥(路脈)이 다를 수밖에 없음
을 보여준다.
남명학의 연원을 살필 때 안연(顔淵) 이래의 고사적(高士的) 기풍, 북
송대의 유학, 특히 이론보다 실천을 중시하였던 이정(二程)의 학문, 원
대 이래의 실천유학적 경향과 만나게 된다. 이들 세 학풍의 밑바탕은
‘실천궁행’ 넉 자였다. 남명은 이정, 특히 명도의 사상을 잘 체득한 학
자이다. 이것은 남명이 일찍이 공자와 주염계․정명도․주회암의 상을 모사
(摹寫)하여 사첩 병풍으로 만들고 경모하는 마음을 부쳤다고 하는 사실
로도 증명된다(남명별집 권1, ｢연보｣ 25세조). 남명이 두 정씨 가운데
명도만을 받들었다는 것은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남명학에 내
포된 노장적 요소, 횡거적 요소, 양명학적 요소 등 정주학 이외의 여러
이학적(異學的) 요소는 명도사상을 그 가운데 놓고 이해하면 그 매듭이
풀린다고 본다. 명도사상은 이들 이학적 요소의 공통분모적 구실을 한
다.27)
남명은 ‘정주이후(程朱以後) 불필저술(不必著述)’이라는 태도를 견지
하였다. 학자들에게 남은 것은 천리(踐履) 뿐이라고 하였다.
송나라 때 군현(群賢)이 강명(講明)해 놓은 것이 갖추어지고 극진해서, 물
을 담아도 새지 않는 그릇처럼 빈틈이 없다. 후세의 학자들은 그것에 힘을 쓰
는 것이 느슨한가, 맹렬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28)
한․당 때의 유학자들은 도덕의 행실이 대강 있기는 하였지만, 도덕의 학문
을 강구하지 않았다. 염락(濂洛)의 제현이 나온 이후로, 저술과 집해(輯解)에
계제(階梯)와 노맥(路脈)이 해와 별처럼 밝아, 초학소생(初學小生)들도 책을
27) 졸고, ｢남명 조식의 정주학 受容 양상｣, 남명학연구 제24집, 경상대학교, 2007,
32~33쪽 참조.
28) 남명집 권2, 19a, ｢答仁伯書｣ “宋時群賢, 講明備盡, 盛水不漏. 後之學者, 只在用
力之緩猛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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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면 이치가 환하게 드러난다. 비록 고명한 스승이 귀를 당겨 일러준다 하더
라도 전현들의 가르침보다 조금도 더하지 못할 것이다.29)

이러한 사고는 중국 원대 후반으로부터 명대 초기까지 대세를 이루었
던 노재(魯齋) 허형(許衡) 류의 소학(小學) 중시적 실천유학풍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동방의 한퇴지(韓退之)로 불리는 김종직이라든지
김굉필․정여창, 나아가 조광조 등도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학풍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서경덕․이언적
으로부터 일기 시작한 정주학의 이론적 심화 바람은 조선 성리학의 기
풍과 수준을 이전과 사뭇 다르게 바꾸어 놓았다. 퇴계는 이 시대의 요
구와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자신의 학문 세계를 일구어 나갔다. 유학이
송대에 이르러 철학적 이론적으로 재무장되었고 주자(朱子)에 이르러
집대성되었지만, 조선에서는 유학의 정맥을 이은 송대 성리학, 나아가
주자학이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학의 발전에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이 퇴계의 생각이었다. 이런 까닭에 퇴계는 주자학
의 천명을 학문의 제일의(第一義)로 삼았다.
그러나 남명은 “천리(天理)를 말하고자 하면 어찌 남들보다 못하겠는
가마는 그점은 기꺼이 말하고 싶지 않다”30)고 하였다. 또 퇴계가 신진
학자인 고봉 기대승과 여러 해 동안 사칠논변(四七論辨)을 벌였던 것을
겨냥, 천리보다도 궁리에 힘쓴다고 비판하였고 나아가 그 유폐(流弊)를
경계하였다. 퇴계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당시 학자들이 성명리기(性命理
氣)를 논하면서 고담준론(高談峻論)으로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적질하
는 ‘기세도명(欺世盜名)’의 세태를 꾸짖었다. 또 사풍(士風)을 바로잡아
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퇴계의 역할을 촉구하였다.

29) 남명집 권2, 19b~20a, ｢奉謝金進士肅夫｣ “漢唐諸儒, 粗有道德之行, 而未講道德
之學. 濂洛諸賢以後, 著述輯解, 階梯路脉, 昭如日星, 初學小生, 開卷洞見. 雖明師
提耳, 萬不能略加於前賢指南.”
30) 남명집 권2, 8a, ｢與吳御史書｣ “口欲談理, 豈下於衆人乎, 猶不肯屑有辭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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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보니 학자들이 손으로는 쇄소(灑掃)하는 범절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담론하여 이름만 도적질하고 이로써 사람을 속이려 하다가 도리어 상
처를 입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미치게 하니, 선생(퇴계) 같은 장로(長
老)께서 이것을 꾸지람해서 말리지 않는 때문입니까. …… 선생이라면 윗자리
에 올라 있으므로 우러러 보는 이가 참으로 많을 터이니, 십분 억제하고 규계
(規戒)하심이 어떨까 합니다.31)

또 문인 덕계 오건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이를 부연하면서, 사풍이 바
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른 데는 퇴계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겉과 속이 다르게 헛된 이름을 추구하는 것이 고질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러하여 이미 혹세무민(惑世誣民)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비록 대현(大
賢)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구제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는 실로 사문(斯文)
의 종장(宗匠)인 분(퇴계)께서 상달(上達)만 주장하고 하학(下學)을 강구하지
않아 구제하기 어려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그(퇴계)와 논난(論
難)하는 서한을 주고받았지만, 그는 방향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께
서는 이러한 폐단이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32)
젊은 사람들이 성리(性理)를 말하면, 문득 그를 자임하고 종장이 된 사람처
럼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명망이 갑자기 무거워져 사람들이 모두 그를 보중
(保重)하니, 도피하려 해도 도피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
성(性)과 천도(天道)는 공자 문하에서 드물게 말하던 것입니다. 그대는 요
즈음 선비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물 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
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말하는데, 그들의 행실을 공평히 살펴보면 도리어 무지
한 사람만도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꾸지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런 때에 과연 현자(賢者)의 지위를

31) 남명집 권2, 1b, ｢與退溪書｣ “近見學者, 手不知洒掃之節, 而口談天理, 計欲盜名,
而用以欺人, 反爲人所中傷, 害及他人, 豈先生長老, 無有以訶止之故耶. 如僕則所存
荒廢, 罕有來見者, 若先生則身到上面, 固多瞻仰, 十分抑規之如何.”
32) 남명집 권2, 13b, ｢與吳子强書｣ “熟看時尙, 痼成麟楦驢鞹. 渾世皆然, 已急於惑
世誣民, 雖有大賢, 已不可救矣. 此實斯文宗匠者, 專主上達, 不究下學, 以成難救之
習. 曾與之往復論難, 而不肯回頭, 公今不可不知此弊之難收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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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람되게 차지하고서 허위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33)

이러한 염려는 곧 하루아침에 성리지학으로 명망을 얻은 나머지 조용
히 실천궁행에 힘쓸 기연(機緣)을 영영 잃어버리게 됨은 물론, 마침내
학문을 망치게 됨을 경고한 것이라 하겠다. 남명이 성명지리(性命之理)
에 힘쓰던 문인 하항(河沆)․유종지(柳宗智) 등에게 “하학상달(下學上達)
에 절로 계제(階梯)가 있거늘, 제군들은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힐책하였
던 것34)도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이다.
“세상을 속이고 선비의 이름을 도둑질한다”는 추상같은 비판에 직면
한 퇴계는 크게 당황하였던 것 같다. 그는 이정(李楨)․정유일(鄭惟一)․이
덕홍(李德弘)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남명의 말은 진실로 우리들에게
약석(藥石)이 될 만하다. 그의 비판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35), “우리
가 성현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궁행이 미치지 못한다면 ‘세상을 속인다’
는 그 말씀이 옳지 않겠는가? 남명의 말씀이 어찌 기명언(奇明彦: 大升)
혼자만이 경계하고 두려워할 바이겠는가?”36)라고 하였다. ‘실천궁행’이
라는 지언(至言) 앞에서는 일단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퇴계에게도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위에서 ‘젊은이’는
기대승을 가리키고 ‘사문의 종장’ 또는 ‘현자’는 퇴계를 가리킨다. 기세
도명의 당사자로 지목된 기대승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퇴계의
불만 또한 작은 것이 아니었다. 퇴계는 남명에게 보낸 서한에서, 남명이
33) 남명집 권2, 7a∼7b, ｢與吳御史書｣ “年少談理, 奄然當之, 若爲貴宗匠然者. 名旣
忽重, 人皆保之, 逃無所往, 如追放豚, 衆皆逐之, 畢竟置身於何地耶. 性與天道, 孔
門所罕言. 和靜(靖)有說, 程先生止以莫要輕說. 君不察時士耶. 手不知洒掃之節, 而
口談天上之理, 夷考其行, 則反不如無知之人, 此必有人譴無疑矣. 當此時, 果儼然冒
居賢者之位, 以作虛僞之首耶.”
34) 남명별집 권2, 18a, ｢言行總錄｣ “先生常患世之學者, 捨人事而談天理. 河公沆柳
公宗智諸人, 天資高敏, 每談性命之理, 亹亹不厭, 先生曰: 下學上達, 自有階梯, 諸
君知未.”
35) 퇴계문집 권21, 40b, ｢答李剛而｣ ; 퇴계문집 권26, 6b, ｢與鄭子中｣ ; 퇴계
문집 권35, 27a～27b, ｢答李宏仲 別紙｣ 참조.
36) 퇴계문집 권21, 43a～43b, ｢答李剛而｣ 참조.

19

退溪學論集 8호

지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남을 꾸짖고 경계할 만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도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의 의지를 꺾거나
길을 끊어버릴까 염려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37) 또 문인에게 보낸 서
한에서는 “남명은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책임을 지우려 한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하면서 “예부터 제 밭은 묵혀놓고
남의 밭을 매는 이치란 없다”고 하였다.38)
위에서 남명이 말한 ‘기세도명’은 중용 제11장 “子曰, 素(索)隱行
怪, 後世有述焉, 吾弗爲之矣”의 주자주(朱子註)에 나오는 말이다. 주자는
편벽된 것을 추구하고 괴이한 일을 벌이는[索隱行怪] 것을 기세도명하
는 행위라 규정하고, 이는 행동이 지나쳐서 그 중도(中道)를 쓰지 않기
때문이라(行之過而不用其中)고 하였다. 퇴계는 이 주석의 취지를 이끌어
“남명은 기이한 것을 숭상하고 좋아하여 중도(中道: 時中의 道)를 가지
고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하곤 하였다. 남명은 퇴계의 비판을 어떻
게 받아들였을까. 혹여 퇴계가 남명을 색은행괴하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을까? 양현의 심중이야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남명이 기세도명
운운한 것은 색은행괴에 대한 주자 주석의 내용으로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짙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양현 모두 같은 논리로 상대
방의 학문을 비판한 셈이다.
퇴계는 남명의 학문이 순정하지 못하다[未醇]고 비판하였다.39) 퇴계
는 순수 주자학자, 순정 도학자의 길을 걸었다. 남명은 평생 실천유학에
치력하면서도 노장(老莊) 및 육왕학(陸王學) 등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장점을 유연하게 수용, 섭취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장사상의 경우 ‘남명’이란 아호를 장자 ｢소요유(逍遙遊)｣ 편에
서 취할 정도로 몹시 경도되었던 듯하다.40) 사람의 흉회(胸懷)를 툭 트
37) 퇴계문집 권10, 4b~6a, ｢答曺楗仲 甲子｣ 참조.
38) 퇴계문집 권27, 5a, ｢答鄭子中｣ “自古安有舍其田而能芸人田之理? 不自量而妄
作, 誠亦爲難. …… 南冥不自爲而欲責人, 亦何耶?”
39) 퇴계문집 권19, 32a, ｢答黃仲擧｣ “但鄙人於花潭南冥, 皆素所慕用之深, 豈敢妄肆
詆斥? 惟不欲阿私所好而溢爲稱譽, 故有下帷之評, 未醇之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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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하는 노장의 거대한 정신세계는 남명의 학문과 사상 형성에 큰 영
향을 주었으며 문학 작품에 무르녹아 있다. 퇴계는 남명이 장자의 학문
을 창도(唱導)한다고 단언하면서 우려를 표하였다.41) “남명이 본 것은
실로 장주(莊周)와 같다”42)거나 “남명은 실로 장주가 본 것에다 한 단
계를 더하였다”43)고까지 하였다. ｢계부당명｣ 같은 것은 그 내용이 노장
서(老莊書) 중에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광탕현막(曠蕩玄邈)한 것이라
고 평하였다.44)
남명은 참동계(參同契)를 자못 즐겨 보았으며, 그 가운데 좋은 대
목은 학문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까지 하는 등 포용성을 보였다.45)
또 남명이 남긴 시문과 학기유편(學記類編) 등을 보면 육왕학, 특히
육상산(陸象山)의 대간적(大簡的) 기질과 방불한 데가 있다. 그가 정명
도의 학문을 좋아했던 것도 육왕학에 호의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
국 양명학의 선구인 경안령(慶安令) 이요(李瑤)가 남명의 문인이었음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남명이 여느 편협한 성리학자들과 달리 ‘동방미
유(東方未有)의 인호(人豪)’(鄭逑)로 일컬어질 수 있었던 것은 폭넓은 학
문 추구와 네 차례에 걸친 학문적 전변(轉變)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46)
퇴계는 남명에 대해 “그 사람이 진실로 심상(尋常)하지 않고 그의 학
문은 배우기 어렵다”47)고 하였다. 또 퇴․명 양문을 사사(師事)한 정구는
40) 남명의 강학처였던 鷄伏堂, 雷龍亭 등도 莊子書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다.
41) 李德弘, 艮齋集 권6, 13a, ｢溪山記善錄(下)｣ “問: 今世誰能學問? 先生(退溪)曰:
未見其人. ⋯⋯ 只有曺南冥, 唱南華之學, 盧蘇齋守象山之見, 甚爲懼也.” ; 퇴계언
행록 五, ｢崇正學｣ 참조.
42) 퇴계언행록 五, ｢崇正學｣ “先生嘗曰, 南冥所見, 實與莊周一串.”(鄭惟一)
43) 艮齋集 권6, 12b, ｢溪山記善錄(下)｣ “先生嘗言曰: 曺南冥實加莊周所見一層.”
44) 퇴계문집 권20, 15b, ｢答黃仲擧｣ “鷄伏堂銘, 深荷錄示. 但其說曠蕩玄邈, 雖於老
莊書中, 亦所未見.”
45) 金宇顒, 東岡集 권17, 19a ｢南冥先生行狀｣ “頗喜看參同契, 以爲極有好處, 有補
於爲學.”
46) 金忠烈, ｢생애를 통해서 본 남명의 爲人｣, 大東文化硏究 제17집, 성균관대학교,
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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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스승을 비교하여 “남명은 홀로 우뚝 서 자기 길을 가므로 배우는 사
람들이 요령을 잡기가 어렵고, 퇴계는 단계가 분명하여 찾아들기 쉽
다”48)고 하였다.
남명의 개방적인 학문 경향은 문인 후학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
다. 그러나 퇴계는 남명의 학문이 순정하지 못하다고 늘 비판하면서, 남
명이 의리지학(義理之學)에 투철하지 못한 것은 노장이 빌미가 되었었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남명은 의리에 투철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장이 빌미가 되는[老
莊爲祟]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오학(吾學: 성리학)에 용공(用工)함이 의례히
깊지 않으니 그 투철하지 못한 것을 괴이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장점만 취하
면 될 뿐입니다.49)

이 말은 예사 비판이 아니다. 퇴계는 남명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남명의 고결한 인품과 우뚝한 지조를 우러르면서도, 학자는 물론
유자(儒者)로도 보지 않았다. 남명의 ‘소장처(所長處)’를 말하면서 그를
처사(處士), 고사(高士)로만 보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퇴계의 이러한 비
평은 후일 남명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선구가 되었다.
남명에게 학문은 곧 천리지학(踐履之學)을 의미하였다. 남명은 퇴계
가 중시하는 의리지학을 ‘구구한 문자의 학문’ 정도로 평가절하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의리의 탐구와 실천의 문제를 나누어 보았다. 남명이 성
리학에 대한 용공과 조예가 깊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학자로서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또 “사람들은 흔히 남명을 고집 세고 혼자
고상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학문에서 공부를 쌓은 것이 아니기 때
47) 퇴계문집 권20, 15b, ｢答黃仲擧｣ “其人固非尋常, 而其學又難學也.”
48) 한강연보 권1, 6b, “問: 李滉曺植氣像與學問何如. 對曰: 李滉德器渾厚, 踐履篤
實, 工夫純熟, 階級分明, 學者易以尋入. 曺植器局峻整, 才氣豪邁, 超然自得, 特立
獨行, 學者難以爲要.”
49) 퇴계문집 권19, 10a, ｢答黃仲擧｣ “其於義理未透. 此等人多是老莊爲祟, 用工於吾
學, 例不深邃, 何怪其未透耶? 要當取所長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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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진취적인 사업이 없는 것이다”50)고도 하였다. 의리지학을 해야 그
진취의 정도가 날로 드러나는데, 한 번 은사(隱士)로 이름을 얻은 뒤 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남명에게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면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문에 대한 이러한 견해 차이는 양현은 물
론 그 후학들에게 갈등 요소로 작용하였다.
퇴계가 남명을 비판하는 가운데 ‘노장위수(老莊爲祟)’라 지목한 것만
큼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도 없을 성 싶다. 남명 문도에게는 자기
스승의 인격을 모독하고 학문을 왜곡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후일 정인
홍 같은 이는 ｢회퇴변척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면
서 “퇴계의 식견이 투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사사로운 뜻에 가리거
나 미혹되었음이 분명하다. 퇴계가 자신을 살피는 데 어둡고 남을 책망
하는 것은 심하니 어찌 군자의 심사라고 하겠는가”51)라고 공격하였지
만, 퇴계의 서한이 공개되자마자 퇴계에 대한 의혹과 비방이 일어나는
등 물의(物議)가 비등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였다.52) 특히 김우옹의 형
인 개암(開巖) 김우굉(金宇宏)은 퇴계에게 서한을 보내, 남명 비판과 관
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노장이 빌미가 되었다’고 한 데 대한 해명을 요
구하였다. 김우굉은 남명의 학문은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을 주로 하여
인사상(人事上)에서 천리(天理)를 구하는 것으로, 한 마디 말도 허무(虛
無)에 가까운 점이 없는데 “노장이 병통이 되어 학문이 깊지 못하다”고
하는 등 거리낌 없이 꾸짖고 배척[詆斥]하고, 이단에 비하는 지경에까
지 이르니 의혹이 없을 수 없다고 하였다.53) 이에 퇴계는 “내 자신도
허술하고 박덕하거늘 남을 배척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
게 하지 못할 터인데 남명을 배척하겠는가. 남명이 이 말을 들었다면

50) 퇴계언행록 五, ｢類編｣, <論人物> “先生曰: 人多謂狷介高尙底人, 非學問上恁地
做工夫, 故無進就事業.”(洪仁祐)
51) 광해군일기 39권, 3년 3월 26일 丙寅條 .
52) 저간의 사정은 퇴계문집 권15, 29a～30a, ｢答金敬夫 丙寅｣에 자세히 실려 있
다.
53) 김우굉의 서한 내용은 성호사설 제9권, ｢人事門｣, <退溪南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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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연히 흘려듣고 개의치 않았을 것인데 공은 무엇 때문에 유언(流言)에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54), “내가 평소 화담․남명
을 앙모하여 왔거늘, 어찌 거리낌없이 비난할 이치가 있겠는가? 다만
좋아한다 하여 아첨을 하거나 지나친 칭찬을 하지 않는 까닭에 ‘하유
(下帷)’55)와 ‘미순(未醇)’의 평이 있게 된 것이다”56)고 하였다. 그러나
시원스런 해명은 되지 못하였다.
한편, 남명은 ‘노장위수’에 대한 김우옹의 질문에 “퇴계가 나를 일러
노장(老莊)이라고 하였던가. 필시 내 어려서 학문하지 않았을 때 세상을
가볍게 보고 거만하게 굴었던 일을 보았을 것이야”57)라고 하였다 한다.
이것은 남명 자신의 변명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퇴계는 남
명에 대한 의혹을 여전히 거두지 않았다. 그는 남명의 두류산 유람록을
읽고 짤막한 평문을 남겼는데, 전반부에서는 남명의 기개와 사람됨을
칭찬하면서도 후반부에서는 남명의 학문에 알 수 없는 대목이 있다고
꼬집었다.
어떤 이는 남명이 기이한 것을 숭상하고 좋아하여 중도로써 요구하기가 어
려울 것이라고 의심을 한다. 아아! 예부터 산림(山林)의 선비는 대개 이러하
였다. 이와 같지 않다면 족히 남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절박기
미(節拍氣味)의 소종래와 같은 것은 약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후세 사
람 중에 반드시 분변할 자가 있을 것이다.58)
54) 퇴계문집 권15, 29a~30a, ｢答金敬夫 丙寅｣ 참조.
55) 퇴계문집 권2, 17a, ｢徐處士讀花潭集後｣ 第三首에 “似董潛猶下帷讀, 如曾狂不
倚門歌”운운하는 구절이 있다. 한서 ｢董仲舒傳｣에 “장막을 내리고 경서를 講
誦하여 제자들이 차례로 授業하는데, 어떤 때는 서로 얼굴도 못 보는 일이 있었
다”고 하였다. 깊숙이 들어앉아 글만 읽고 외간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下帷攻讀이라 한다.
56) 퇴계문집 권19, 32a, ｢答黃仲擧｣ “但鄙人於花潭南冥, 皆素所慕用之深, 豈敢妄肆
詆斥? 惟不欲阿私所好而溢爲稱譽, 故有下帷之評, 未醇之論. 今數公徒以所尊所師
之故, 猶懷不滿於此言. 然則其意必欲推而上之, 以躋於孔孟程朱之列, 而後爲足耶.”
57) 曺庸相, 弦齋集 권6, 4a, ｢書後｣ “曰: ⋯⋯ 退溪以我謂老莊耶. 必見吾年少不學
時, 輕世傲物之事也.” ○ 조용상(1870∼1930)은 남명의 후손으로 남명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남명․퇴계의 학문적 만남을 위해 노력한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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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협(豪俠)한 체질의 남명이 중도에만 맞게 행동하였다면 오히려 그
답지 못했을 것이라고 변호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은근히 비판한 것이
다. 더욱이 ‘절박기미’(리듬과 박자, 맛과 냄새) 운운한 것은 남명의 학
문에 노장적 색채와 기미가 여전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퇴계
가 여러 오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지적했던 것은 사실과 어긋나지는 않다
고 본다. 한 예로 남명의 계부당명, 곧 신명사도(神明舍圖) 같은 것은
노장적 색채가 짙어 뒷날 후학들이 남명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가하였다. 정인홍은 ｢회퇴변척소｣에서 남명의 고고(孤高)한
행의를 오직 ‘자기 일을 고상하게 여기는’(高尙其事) 것에 연결시켰지만,
이는 짐짓 남명을 변호하기 위해 사실의 한 측면만 말한 것이다. 남명
의 초탈불기(超脫不羈)한 행동과 드넓은 정신세계는 분명 장자의 소요
유 정신에 연결된다. 이것은 정인홍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에서 “남명이 기이한 것을 숭상하고 좋아하여 중도로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도 두고두고 말이 많았다. 남명을 이해하는 사
람들은 남명 같이 기절(氣節) 있는 선비가 자신의 소신껏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은 칭송 받을 일이라 한다. 매사 남의 눈치나 보고 머뭇거
린다면 어찌 ‘불사왕후(不事王侯), 고상기사(高尙其事)’(주역 蠱卦, 上
九)에 비견되는 학자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
람들은 남명의 기습(氣習)이 한 편으로 치우쳐 중도와 규구(規矩)를 잃
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다고 비판하였다.59) 위에서 ‘기이한 것을 숭상’
운운한 것은 사실상 남명을 색은행괴하는 무리로 본 것이나 다름이 없
다고 할 것이다.
58) 퇴계문집 권43, 17a, ｢書南冥遊頭流錄後｣ “曺南冥遊頭流錄, 觀其遊歷探討之外,
隨事寓意, 多感憤激昻之辭, 使人凜凜猶可想見其爲人. 其曰一曝之無益, 曰向上趨
下只在一擧足之間, 皆至論也. 而所謂明哲之幸不幸等語, 眞可以發千古英雄之歎,
而泣鬼神於冥冥中矣. 或以其尙奇好異, 難要以中道爲疑者. 噫! 自古山林之士, 類多
如此. 不如此, 不足以爲南冥矣. 若其節拍氣味所從來, 有些子不可知處. 斯則後之人
必有能辨之者.”
59) 奇大升, 論思錄 上篇, 17a “曺植氣節磊落, 可謂壁立千仞, 可以激頑立懦, 而學問
則有不循規矩之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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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의 행동이 과격하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여 왔다. 한 예
로 남명은 유명한 ｢을묘사직소(乙卯辭職疏)｣에서 시폐(時弊)를 통론(痛
論)하는 과정에서 “대왕대비께서는 깊은 궁궐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습
니다”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고, 이 때문에 임금의 역린(逆
鱗)을 샀다. 퇴계는 이를 두고 “남명이 이학(理學)으로 자부하고 있지만
그는 단지 한 사람의 기이한 선비이다. 항상 신기한 것을 숭상해서 세
상을 놀라게 하는 주장에 힘쓰니 어찌 참으로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 하
겠는가”60)라 하고, 또 “남명의 소장(疏章)은 요새 세상에 참으로 얻어
보기 어려운 것이지만, 말이 정도를 지나쳐 일부러 남의 잘못을 꼬집어
비방하는 것 같다. 임금께서 보시고 화를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비판하였다.61) 사직소에서 사기지간(辭氣之間)에 억양(抑揚)이 지나침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다. 그의 지우(知友)인 성수침(成守琛)까지도 미
진함이 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남명은 이 일로 인해 한층 더 ‘교격지
사(矯激之士)’로 인식되었다. 맹자에 “직언을 하지 않으면 도가 드러
나지 않는다”62)고 하였지만, 직언을 하면서 중도를 얻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직언을 두고 논란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
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언을 하면서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남명의 기질과 연관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退․冥의 出處觀과 시국 인식의 차이
학문관 못지 않게 견해차가 컸던 것이 출처관과 시국 인식에 대한 것
이다. 남명은 명종 8년(1553)에 성수침․이희안(李希顔) 등과 함께 유일

60) 퇴계언행록 五, ｢類編｣, <論人物> “先生語人曰: 南冥雖以理學自負, 然直是奇士,
其議論識見, 每以新奇爲高, 務爲驚世之論, 是豈眞知道理者哉.”(鄭惟一)
61) 퇴계언행록 五, ｢類編｣, <論人物> 참조.
62) 맹자, ｢滕文公 上｣ “不直則道不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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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逸)로 천거되어 전생서(典牲暑) 주부(主簿)에 임명되었지만 이를 사
양하였다. 이에 퇴계는 출사를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다. 퇴계는 위에서
현자를 알아주지 않은 것도 아니요 나아갈 시기가 아닌 것도 아닌데,
나가지 않은 것은 출처(出處)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남명은 답서에서
공은 무소의 뿔[犀角]을 태우는 명철함이 있지만 저는 동이를 이고 있는
듯한 탄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눈병까지 있어 흐릿하여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 지 여러 해 되었습니다. 명공(明公)께서 발운산(撥雲散: 眼藥)으로 눈을
밝게 열어 주시지 않겠습니까.63)

리고 하여, 퇴계에게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안목이 부족함을 은
근히 꼬집었다. 이에 퇴계가 놀라 “나 자신도 당귀(當歸)를 구할 수가
없거늘 어찌 공을 위해 발운산 구하기를 도모하겠습니까? 공은 북쪽으
로 올 뜻이 없지만 저는 조만간 남쪽으로 내려갈 것입니다”64)고 하였
다. 제 자신도 향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형편에 어찌 남명의 처세(處世)
에 대해 충고할 수 있겠느냐고 자세를 낮춘 것이다. 발운산이라는 안약
과 당귀라는 약초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응수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날선 풍자 속에서도 기지와 여유가 엿보인다.
퇴계는 평소 세상을 외면하고 타협을 거부하는 남명의 태도에 불만을
가졌고, 학문적으로도 찬동하지 않는 점이 많았다. 남명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퇴계를 못마땅해 하였다. 남명의 퇴계에 대한 언급
은 문집에서 찾을 수 없지만, 그의 의중을 잘 대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정인홍은 ｢회퇴변척소(晦退辨斥疏)｣에서 “퇴계는 과거로 출신하여 완전
히 나가지도 않고 완전히 물러나지도 않은 채 세상을 기롱하면서 스스

63) 남명집 권2, ｢答退溪書｣ “公有燃犀之明, 而植有戴盆之嘆, 猶無路承敎於懿文之
地, 更有眸病, 眯不能視物者有年, 明公寧有撥雲散以開眼耶?”
64) 퇴계문집 권10, 4a 4b, ｢答曺楗仲｣ “示索撥雲散, 敢不欲勉. 但僕自索當歸而不
能得, 何能爲公謀撥雲耶? 公則無北來之志, 僕之南行, 早晩必可得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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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도라 여겼습니다”고 하였다.
출처대의는 본디 유가의 학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소중한 가치라 할
수 있다. 또 선유(先儒)들의 출처는 후학들에게 귀감이 된다. 그러기에
선유의 출처에 대한 상론(尙論)이 있어 왔고, 후학들은 이를 거울로 삼
아 자신의 처신(處身)에 경계를 하였음은 물론이다. 출처대의의 문제에
서도 퇴계와 남명 양현은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다. 선대의 우뚝한 유자
들의 출처대의를 문제 삼은 사람은 남명이었고 퇴계는 이를 변호하는
것으로 응수하였다. 남명은 출처대절을 명교(名敎)와 직접 연결시켜 파
악하였다. 선비의 출처는 명교와 관계가 있고, 명교는 국가기강과 세풍
(世風)을 좌우하므로, 출처대절을 중히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선
비의 임무라고 하였다.65) 그는 성현의 허물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날카
롭게 비판할 정도로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만큼 선유에 대한
상론에서 일호(一毫)의 기휘(忌諱)가 없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자신의 출처진퇴관에 비추어 동국 도통(道統)의 주맥인 정몽주․김종직․이
언적 등의 출처대의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굉필․조광조 등도
선견지명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하였다.
먼저 ‘동방이학지조(東方理學之祖)’요 충의(忠義)의 화신(化身)으로 추
앙을 받아온 포은 정몽주의 출처대의에 흠이 있다고 하면서, 정명론적
(正名論的) 명분론의 입장에서 비판하였다.
(정포은은) 우왕과 창왕이 신씨(辛氏)인지 왕씨(王氏)인지 변설(辨說)하지
아니하였다. 그때로 말하면 신돈(辛旽)이 조정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며 최영
(崔瑩)이 상국(上國)을 침범하는 등, 군자라면 벼슬살이를 하지 않을 때인데도
도리어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66)

이것은 짤막하여 그 내용 전체를 제대로 알 수는 없으나, 남명에게
65) 김충렬, ｢생애를 통해서 본 남명의 爲人｣, 위의 논문, 101쪽.
66) 남명별집 권2, 18a, ｢言行總錄｣ “先生嘗論圃隱出處曰: 禑昌之是辛是王, 不容辨
說, 其時, 辛旽穢亂朝家, 崔瑩侵犯上國, 非君子仕宦時, 而猶不去, 是甚可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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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정구가 퇴계에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였던 것을 미루어 짐
작할 수 있다.
조남명이 일찍이 정포은의 출처에 대해 의심을 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도 정포은의 한 번 죽음은 자못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공민왕조에 대신 노릇
을 삼십 년이나 하였으니, ‘불가하면 벼슬을 그만둔다’는 (옛 성현의) 도리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신우 부자(辛禑父子)를 섬겨 그들을 왕씨 출생이라고
여기면서도 다른 날 추방하는 데 참예(參預)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십 년을 신하의 위치에서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추방하고 살해하였으니 이것
이 될 일입니까? 만일 왕씨에게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여정(呂
政: 秦始皇)이 제위(帝位)에 오름으로써 영씨(嬴氏)는 이미 망한 것과 같은 것
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종사하여 그 녹(祿)을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뒤에도 다른 임금을 위하여 죽었으니, 저로서는 깊이 깨닫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67)

조목조목 빈 틈 없이 논리를 갖추어 비판한 데 대해 퇴계로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성호사설에 의하면 퇴계도 처
음에는 송유(宋儒) 호치당(胡致堂: 寅)의 논의를 이끌어 정몽주의 출처
에 의문을 표하였다고 한다.68) 그러나 정구에게는 정몽주의 성덕(成德)
과 대절을 먼저 보아야 할 것이요 조그만 허물을 먼저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정자(程子)의 말씀에 “사람은 허물이 있는 가운데서 허물이 없기를 구하여
야 하고, 허물이 없는 가운데서 허물이 있기를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

67) 퇴계문집 권39, 12b ｢答鄭道可逑問目｣ “南冥曺先生, 嘗以鄭圃隱出處爲疑. 鄙意
鄭圃隱一死, 頗可笑. 爲恭愍朝大臣三十年, 於不可則止之道, 已爲可愧. 又事辛禑父
子, 謂以辛爲王出歟, 則他日放出, 己亦預焉, 何也? 十年服事, 一朝放殺, 是可乎?
如非王出, 則呂政之立, 嬴氏已亡, 而乃尙無恙, 又從而食其祿, 如是而有後日之死,
深所未曉.” ○ 南冥別集 권2, 18b에 실린 原文과는 다소의 출입이 있다.
68) 星湖僿說 권22, ｢經史門｣, <牛繼馬> “如曺南冥謂: 鄭圃隱一死, 頗可笑. 退溪亦
引致堂之論, 又疑圃隱之出處. 然先生有答寒岡論, 有掩耳不欲聞之語, 此爲定論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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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정포은의 정충대절(精忠大節)은 천지(天地)에 경위(經緯)가 되고 우
주에 동량(棟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의론을 좋아하고
남을 공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의 미덕을 이루어주는 것을 즐겨하지 않
아 겁내고 꺼려하여 마지않으니, 나는 매양 귀를 막고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대 역시 그런 병통이 있는게 아닙니까?69)

단아하고 온건하며 아랫사람의 허물까지도 감싸주는 퇴계의 성격이
잘 드러난 대답이지만, 제자의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다소 싱겁게 일
축해 버린 듯한 감이 있다. 정구가 일세 사림의 추앙을 받는 거유의 출
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단순히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은 퇴계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질문한 정
구에게 ‘병통’ 운운하며 정색한 것은 정구가 남명의 의중을 대변한 것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짙다고 할 것이다.
당시까지 정몽주의 출처대의를 정식으로 문제 삼고 나선 학자는 없었
다. 율곡 이이가 정몽주에 대해 “정포은을 이학지조(理學之祖)라고 하는
데, 내가 보기에는 사직을 편안케 한 신하이지 유자(儒者)는 아니다.”70)
고 하여 유자(道學者)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출처대
의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다. 남명과 정구의 문제 제기가 학술사적으
로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동국 도통에서의 정몽주의 위치에 눌려 제대
로 조명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하겠다.
남명은 김종직에 대해 “점필재의 행실은 후세에 의논이 없을 수 없
다”고 하였다(要尊錄). 또 ｢서경현록후(書景賢錄後)｣에서는 “(한훤당)
선생이 스승인 점필재에게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은 훗날 논의가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는 실로 선생으로서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겠다”71)라
69) 퇴계문집 권39, 12b∼13a, ｢答鄭道可逑問目｣ “程子曰: 人當於有過中求無過, 不
當於無過中有過. 以圃隱之精忠大節, 可謂經緯天地, 棟梁宇宙. 而世之好議論, 喜攻
發, 不樂成人之美者, 嘵嘵不已. 滉每欲掩耳而不聞, 不意君亦有此病也.”
70) 율곡전서 권31, 59b, ｢語錄(上)｣ “鄭圃隱號爲理學之祖, 而余以觀之, 乃安社稷之
臣, 非儒者也.”
71) 남명집 권4, 補遺, ｢書景賢錄後｣ “先生之貳於佔畢齋, 亦不得無議於他日, 此實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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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김굉필이 김종직과 사이가 벌어진 이유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
지만, 대개 김종직이 중망(衆望)과는 달리 지나치게 현실 타협적인 처세
로 일관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김굉필이 “난초도 속된 것을 따라 결국
변하는 것이라면(蘭如從俗終當變), 어느 누가 소는 밭 갈고 말은 타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으랴(誰信牛耕馬可乘)” 운운하는 시를 보냄으로써
틈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72) 남명의 비판적 태도에 퇴계는 “점필옹에
게는 과연 남명이 말한 것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고 일단 인정하면서도
“사문(斯文)을 붙들어 세운 데서 공이 매우 많으니 어찌 심하게 배척할
수 있겠는가”73)라고 하였다. 김종직에 대해 “점필재는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다. 종신 사업이 단지 사화(詞華)에 있을 뿐이니 문집을 보면 알 수
있다”74)고 심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 퇴계는 김종직이 문장을 통해 도
학에 들었고(沿文泝道) 뭇사람의 혼미함을 일깨웠다[喚起群昏]고 그 공
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 그의 사상사적, 문학사적 위치를 ‘문기팔대지
쇠’(文起八代之衰)로 평가받는 한유(韓愈)에 비하였다.75) 공과 한계를
아울러 보는 퇴계다운 후덕함이다. 퇴계는 기본적으로 출처진퇴만 가지
고 선유를 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태산북두와 같은 점필재를 비난만
한다면 어디서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76)
남명은 회재 이언적이 벼슬에 연연하다가 끝내 권간(權奸)에 의해 쫓
겨나 죽었다 하여 진정한 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찍이 이언적은 남
명을 조정에 추천한 적이 있었다. 이 때 남명은 “나는 그와 하룻밤도
生不得不貳之地也.”
72) 퇴계문집 권22, 20a 21b, ｢答李剛而別紙｣
73) 퇴계문집 권35, 5b, ｢答裵汝友｣ “佔畢翁果有如南冥所云. 然亦甚有扶植處, 何可
深斥.”
74) 퇴계언행록 五, ｢論人物｣ “金宗直非學問底人, 終身事業只在詞華上, 觀其文集可
知”
75) 퇴계문집 권1, ｢和陶集飮酒二十首｣, <其十六> “吾東號鄒魯, 儒者誦六經. 豈無知
好之, 何人是有成. 矯矯鄭烏川, 守死終不更. 佔畢文起衰, 求道盈其庭. 有能靑出藍,
金鄭相繼鳴. 莫逮門下役, 撫躬傷幽情.”
76) 퇴계문집 권20, 11a, ｢答黃仲擧｣ “佔畢出處, 雖亦似然. 然亦難以是議其人, 其人
於本朝, 有山斗之望。亦欲加詆, 則更於何處得人來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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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히 보낸 적이 없는데, 남의 말만 듣고 나를 칭찬하였다면 또 남의
말을 듣고 나를 비난할 것이다”고 하면서 호의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후 이언적이 경상감사가 되어 남명에게 만나보기를 청하였을 때에도
“나는 상공(相公)께서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
고 생각합니다. 그 때 제가 각건(角巾)을 쓰고 안강리(安康里) 댁으로
찾아 뵈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겉으로는 거자
(擧子) 신분으로 감사를 만날 수 없다는 구실이었지만, 기실 이언적이
벼슬에 연연하는 것을 기롱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남명은 ｢해관서문답
(解關西問答)｣을 지어 이언적의 출처진퇴를 비판하였다. 이 글의 저술
목적은 이언적과 그 아들 이전인(李全仁)의 문답인 관서문답에서 잘
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었으나, 내면적으로는 이언적의 학
문과 식견, 처신을 비판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일찍이 복고가 성현의 도를 배웠으면서도 치지(致知)의 소견이 분명
치 못함을 안타깝게 여겼다. 당시에는 대윤(大尹)과 소윤의 싸움이 곧 일어날
듯하여, 나라의 형편이 위태롭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아낙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복고는 낮은 관직에 있을 때 일찍 물러나지 않았다가 중망
(衆望)을 입어 그만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낯선 땅에 유배되어 죽고 말았
다.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식견에는 모자람이 있었던 듯하다.

이것은 이후 율곡 이이의 회재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퇴
계는 이와 정반대로 ｢회재 행장｣에서 이언적을 ‘선생’이라 일컬으면서
그의 학문을 극구 칭송하였다. 퇴계는 이언적의 대학장구보유(大學章
句補遺), 구인록(求仁錄),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를 통해 그의
학문을 엿볼 수 있지만, 망기당(忘機堂) 조한보(曺漢輔)와 무극태극(無
極太極)을 논한 글 4, 5편에 정밀한 조예의 식견과 독득(獨得)의 묘리가
잘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또 이 서한의 글은 유도(儒道)의 본원을 천명
하고 이단의 사설(邪說)을 막은 것으로서 한결같이 정도(正道)에서 나왔
다고 강조하였다.77) 이언적에 대한 퇴계의 존숭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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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것이었다. 광해군 2년(1610)에 이르러 문묘에 종사된 것도 퇴계의
이와 같은 표장(表章)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뒷날 후학
들이 퇴계 학통을 이언적에게 연결시켜 회퇴학파(晦退學派)라 한 것도
무리는 아니요, 또 퇴계의 문하 제자들이 이언적을 동방사현의 한 사람
으로 받들어 모신 것 역시 퇴계의 뜻을 잘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
다.
남명은 인물 평가에서 출처진퇴를 큰 가치 기준으로 삼았다. 이 문제
가 잘못되면 학문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까지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에 비해 퇴계는 처세, 처신의 문제보다도 학문(理學: 道學)과 성덕(成德)
에 더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여기서 선현에 대한 양현의 평가 기준
이 어떻게 다른지를 엿보게 된다. 이언적에 대한 평가를 놓고 벌어진
남명과 퇴계 사이의 견해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소가 되었
다. 뒷날 양문의 경쟁의식과 맞물려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고, 회재와 퇴
계의 문묘 종사(文廟從祀)를 계기로 최고조에 달하였다.

6. 결론
조선유학사에서 퇴계와 남명의 위상은 췌언(贅言)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영남 지역에서 양현이 신명처럼 받들어져 왔다는 점도 부언할 것
없다. 사람들은 양현을 ‘동도동경(同道同庚)’의 인연이라고 했다. 그러나
양현 사이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고, 학파의 규모나 비중이
대등하다보니 상대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는 그들을 따
르는 문인, 후학들 사이에서 경쟁의식이 생겨났던 것이 사실이다.
퇴계와 남명은 상대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자잘한 비난을 삼가며 거유
(巨儒)로서의 품격과 위엄을 잃지 않았다. 퇴계 남명 사이의 이질성이

77) 퇴계문집 권49, ｢晦齋先生行狀｣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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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존함에도 문호는 개방되어 있었다. 당대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되
지 않았다. 그러나 후일 정치적 입장 차이가 더해지면서 구거(溝渠)가
깊어지게 되었다. 뒷날 이를 의식한 두 학파 후학들 사이에서 퇴계학파
와 남명학파의 화해를 주선하기도 하고, 퇴계와 남명의 학문이 본질적
으로 차이가 없음을 애써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의 분파가 정치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는 점은 인정해야 될 것이다. 분파에 이르게 된 데에는 퇴계와 남명 사
이에 놓인 수많은 차이점이 작용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필자는 두
학파가 서로 특성을 달리한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드러난 그
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퇴계와 남명은 타고난 성격, 기질, 학문 태도, 학문적 지향점, 출처진
퇴관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양현 모두 자신의 길을 일관되
게 갔고 자신이 생각하는 학문 본령을 충실하게 지켰다는 공통점은 있
다. 그렇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같은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순수 학자형과 호걸형이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양현은 상대의 위상을 인정하고 더할 수 없는 존경의 염을 표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대의 학문과
출처진퇴 등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비판은 주로 퇴계 주도
로 이루어졌고, 남명은 대체로 소극적 대응에 그쳤다. 퇴계가 남명을 비
판한 것은, 경쟁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춘추에서 말
하는 책비(責備)78)의 의미가 크고, 그것도 문하 제자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남명의 학문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부족
한 점이 있는 것 같다. 또 나의 단점을 남의 장점으로 보완하는 측면에
서도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퇴계가 이학의 천명과
이단의 배척을 자신의 임무 삼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78) 賢者에게 모든 것을 구비하기를 責한다는 의미이다. 春秋의 筆法에서는 보통
사람은 여간해서 잘못을 비판하지 않지만, 현자의 경우 조그만 허물이나 실수라
도 비판하여 완전하게 되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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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남명의 사람됨이 심상하지 않다고 하여, 남명이 호걸형, 고사
형(高士型) 학자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남명이 여러 학문을 섭렵하여
순정(醇正)하지 못한데다가 특립독행(特立獨行)으로 일관하여 후학들이
배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학(異學)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또 여기에는 노장의 학문이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상기호이(尙奇好異)하여 파격과 과격을 예사로 하여 중
도(中道)를 가지고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퇴계는 학문을 곧 실천
으로 보는 남명과 달리 학문과 실천을 별개의 것으로 보고, 독실한 실
천을 위해 철저한 궁리(窮理)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퇴계
는 남명이 의리(義理)에 투철하지 못하여 진취적인 사업에서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퇴계는 남명의 드높은 기개와 절조(節
操)는 인정했지만 일세의 표준이 될 만한 학자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남명이 퇴계를 내려다본 듯한 일면이 있는 것처럼 퇴계 역시 남명을 높
게 평가하지 않았다.79) 이런 것들은 일차로 양현의 학문관에서 비롯되
었다고 할 수 있다.
퇴계의 평가 내지 비평에 대해 남명의 역비판도 있을 법지만, 남명은
그와 관련한 문자를 남기지 않았다. 남명의 평소 성격으로 보아 범연하
게 흘려버리고 개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성호 이익
은 “퇴계만 덕이 순수하여 하자(瑕疵)가 없을 뿐 아니라 남명 역시 한
점의 시기나 혐오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본받을 만하다”80)고 하였다.
그러나 남명이 퇴계의 비평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퇴계의 비판에 대한
응수라고 볼 만한 언급들을 제자들에게 남겼다. 그냥 넘기지는 않았던
것이다.
남명 입장에서는 퇴계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퇴계의 비판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79) 의례적인 표현에서도 남명에 대한 퇴계의 의식이 묻어난다. 남명은 퇴계에게 ‘선
생’ 또는 ‘斯文의 宗匠’, ‘賢者’ 등으로 불렀지만 퇴계는 남명을 ‘公’이라 하거나
‘남명’으로 호칭하는 데 그쳤다.
80) 성호사설 권9, ｢人事門｣, <退溪南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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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가운데 남명의 학문이 순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남명을 겨냥
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후학들에 이르러 여폐(餘弊)가 나타날 것에 대
한 염려였던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소개하는 퇴계의 시를 통해 엿볼
수 있음직하다.
立脚能堅不轉機 입각지를 굳건히 다져 변치 않게 한다면
借虛喩實未爲非 ‘허’를 빌어 ‘실’을 설명해도 잘못될 것 없다네.
恐君未到程朱域 그대 아직 정․주의 경지에 못나갔거니
欲攻異端終誤歸 이단을 공부하려다가 잘못될까 걱정일세.81)

일찍이 서경덕의 문인 남언경이 퇴계에게 “정자․주자는 노자․장자의
말이라도 이치에 맞는 것이면 인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고 하자 이
에 대해 준엄하게 규계(規戒)한 것이다. 퇴계가 남명을 “이단에 물들었
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 “노장이 빌미가 되었다”고 다소 조심스
럽게 말했지만, 남명 문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사실 여부
와는 별개로 퇴계의 염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 퇴계학파 학인이나
기호학파 학인들의 공통된 견해인 듯하다. 남명의 학문이 불순정하여
유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인홍처럼 명교(名敎)에 득죄(得罪)한 사람
이 나왔다는 것이다. 택당(澤堂) 이식(李植: 1584～1647)의 비판을 들
어보기로 한다.
퇴계는 남명의 의론(議論)과 기습(氣習)이 후폐(後弊)가 있을 것이라 생각
하였다. 이른바 ‘기절(氣節)을 숭상하고 이상한 것을 좋아하여 중정(中正)한
도리로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말은, 대개 도가 행해지지 않아 현명한 사
람이 중도에서 지나쳐 다른 가닥으로 빠질까 두려워했을 따름이었다. …… 퇴
계가 속으로 근심하였던 것이 정인홍에 이르러 비로소 드러났으니, 역시 후학
의 귀감이 될 만하다.82)

81) 퇴계문집 外集, 권1, ｢次韻答士炯時甫｣
82) 澤堂別集 권15, 15a∼16a ｢追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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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와 남명의 학문관․출처관 등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두 학파의
대립 갈등은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해할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퇴계와 남명의 견해 차이를 통해 두
학파의 성격이 뚜렷하게 부각되었고, 상대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기연
이 조성되어갔으며, 상대를 의식하고 행동함으로써 학파가 정화(淨化)되
는 등 순기능도 작지는 않았다고 본다. 특히 퇴계가 “남명의 장점을 취
하라”고 한 것과 같이 여러 학자들이 퇴계․남명 문하에 출입하면서 양
현의 장점을 취하여 성덕군자(成德君子)가 되었음을 주목해야 될 것이
다. 특히 ｢독서첩(讀書帖)｣과 ｢양호첩(養浩帖)｣을 지어 양현의 학문을
종합, 계승하고자 했던 한강 정구의 사상과 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퇴계와 남명이 일생토록 한 번도 만나지 못함을 후학들은 매우 안타
깝게 여긴다. 일찍이 퇴계는 서경덕을 추모하는 시에서 “그가 살았을
적 한 번 만나보았더라면(當年如見得), 십년 글 읽는 것보다 차라리 나
았을 것을(勝讀十年書)”83)이라고 애달파하였다. 평생 정신적 교유로 끝
나버린 남명에 대한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양현의 만남이
불발된 것은 외부적인 주위 배경 탓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 이 논문은 2011년 4월 30일(토)에 투고 완료되어,
2011년 5월 10일(화)부터 5월 30일(월)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1년 6월 15일(수)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83) 퇴계문집 권2, 17a, ｢徐處士讀花潭集後｣ 第二首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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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ism of Nammyeong (南冥) by Toegye
(退溪) and its Meaning
Choi, Young-sung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xplanation of how a great Confucian
scholar Lee Hwang (pen name Toegye) who lived in the middle of the
Chosun Dynasty thought of Cho Sik (pen name Nammyeong). Most
agree that the two scholars have an outstanding status in the history of
Chosun Confucianism. The legion of followers of Lee Hwang was
classified as Namin, while ones of Cho Sik as Bukin respectively, where
that separation was due to in part political reasons, but basically their
differences in disposition and learning had largely affected such
division. The two scholars did not nearly have common thing in every
aspect of tendency, learning, attitude, view of reality and life style.
Toegye lived both as a scholar and a governmental official, while
Nammyeong representing only a typical scholar with noble character.
They exchanged letters and showed respect for each other and wanted
more social intercourse, but, nevertheless, their different lifestyle and
thought had them fail to recognize each other's learning or accept easily
counterpart's attitude of life. That led eventually to disharmony between
the two parties, furthermore making the differentiation of school and
party and largely influencing the history of thought and politics in the
late period of the Dynasty. From this, it could be said that the study of
how they understood and evaluated each other has itself an important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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