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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양좌(良佐)마을. 곧, 양동(良洞)은 우재(愚齋) 손중돈(孫
仲暾,1463-1529)과 회재(晦齋) 이언적(李彦迪, 1491-

1553)이 태어나고, 자라고, 학문하던 마을이다. 영남유학

의 관점에서 본다면, 양동은 경주권의 사림을 대표하는 위
치에 있는 마을이다. 영남의 3대 서원을 옥산서원, 도산서
원, 덕천서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림에게 있어 양동과 회
재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 성리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남사림의 영수인 점필
재 김종직(金宗直, 1431-1492)과 양동의 양민공 손소(孫昭,

1433-1484)가 동방(同榜)이고, 그의 아들인 우재(愚齋)와 넷
째 아들인 유곡(柳谷) 손계돈(孫季暾,1470-?)이 점필재에게

수학하였고, 외손자인 회재가 동방오현(東方五賢)으로 추앙 받았으니, 양동의 유학의 연원이 그 어느 곳보
다도 앞서고, 깊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회재의 도덕과 학문에 대해서는 퇴계(退溪) 이황(李滉, 1501-1570)

이 [회재집] [행장]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라 하면서 회재를 높였으니, 우재와 회재로 출발하는 양동유
학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회재의 학문과 도덕이 이와 같았으니, 양동과 옥산서원엔 회재 사후 수많은 선비들이 회재의 자취와 향취
를 느끼기 위해 방문하고, 또 시문(時文)을 남기고, ‘양동구곡’이나 ‘옥산구곡’과 같은 구곡원림(九曲園林)
을 설정하여 회재를 기리면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한 학문과 수양의 유교문화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양동을 찾은 사람 중에는 퇴계를 비롯해, 서애(西厓) 유성룡(柳成龍, 1542-1607), 대산(大山) 이상

정(李象靖, 1710-1781)을 비롯해서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1571-1637), 여헌(旅軒) 장현광(

張顯光),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 1561-1642), 오봉(

五峰) 이호민(李好閔, 1553-1634), 류천(柳川) 한준겸(韓浚謙, 1557-1627), 백사(白沙) 이항복(李
恒福, 1556-1618) 등 아주 많다.

또한 선조(宣祖)를 비롯한 광해(光海), 정조(正祖), 헌종(憲宗), 철종(哲宗), 고종(高宗) 등이 9차례 [치제
문(致祭文)]을 내려 회재에 대해서 ‘학문은 주자와 정자를 이어받고, 도덕은 공자의 행실을 이어받았으며,
스승에게서 전수받지도 않았음에도 박문학례를 이루고 명과 성을 깨친 선비들의 스승이라 칭송하였다.

양좌마을은 우재와 회재를 통해 성리학의 학문적 전통과 가치가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여온 마을이다. 노
진은 “땅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름이 난다.”고 하였고, 유종원은 “무릇 아름다움은 스스로 아름다워지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마을의 아름다움은 결국 사람에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를 이어 지금까지 양동과 옥산서원을 방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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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배우고, 본받고, 느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천진함을 일으켜서 내면을 수양하는 철학적인 탐구로 나아
가는 것이었다.

Abstract

Yangjwa Village, or Yangdong, is where Woojae Son Joong-don (1463-1529) and Hoejae

Yi Eon-jeok (1491-1553) were born, raised, and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Yeongnam Confucianism, Yangdong is a village that represents Confucian scholar culture of

Gyeongju region. The three major Confucian academies in Yeongnam are Oksanseowon,

Dosanseowon, and Deokcheonseowon, which help determine the position of Yangdong
and Hoejae in the Confucian scholar cult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Neo-Confucianism in the Joseon period, Jeompiljae Kim Jong-jik (1431-1492), the Confucian leader of

Yeongnam, and Yangmingong Sonso (1433-1484) of Yangdong were in the same class of
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His son Woojae and fourth son Yugok Son Kye-don

(1470-?) studied under Jeompiljae, and his only grandson Hoejae was revered as ‘one of
the five wisest men of the East’; this shows that the origin of Confucianism in Yangdong

was earlier and deeper than anywhere else. With regards to Hoejae’s morals and schol-

arship, Toegye Yi Hwang (1501-1570) raised Hoejae by calling him ‘our teacher’ through
“Hoejaejip” and “Haengjang,” showing the true aspects of Confucianism in Yangdong
starting from Woojae and Hoejae.

Due to Hoejae’s such inspiring academics and morals, many scholars visited Yangdong

and Oksan Seowon Academy to feel the traces and history of Hoejae and left behind
poetry and prose. They also established Gugokwonlim (a grove of nine valleys) like

‘Yangdong Valley’ or ‘Oksan Valley’ in order to commemorate Hoejae while creating a
Confucian cultural space of learning and discipline through ‘gaining knowledge by the

study of things’. There are many people who visited Yangdong, including Toegye, Seo-ae

Ryoo Seong-ryong (1542-1607), Daesan Sang-jeong Lee (1710-1781), Dongak Yi An-nul
(1571-1637), Yeoheon Jang Hyeon-gwang, Woobok Jeong Kyeong-se (1563-1633), Nogye Park In-ro (1561) -1642), Ohbong Lee Homin (1553-1634), Ryucheon Han Jun-gyeom

(1557-1627), and Baeksa Lee Hang-bok (1556-1618). Also, King Seonjo, Gwanghae, King

Jeongjo, King Heonjong, King Cheoljong, and King Gojong issued a “Government FunerSection 3-5 지역 문화유산과 문화다양성, 그리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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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Oration” nine times for Hoejae, praising that ‘He has inherited the academics of Zhu

Xi and Zhuang Zhou, the conduct of Confucius for his morals, attained erudition and

studies even though they were not passed down from his master, and realized prestige
and sanctity, being the master of classical scholars’.

Yangjwa Village is the village where the academic tradition and values of Neo-Confucianism have been passed down to descendants through Woojae and Hoejae. Nojin said

“A land definitely rises to fame through people”, and Yoo Jong-won said “True beauty is
not realized itself but revealed through people.” After all, the beauty of the village lies in

the people. What people who visited Yangdong and Oksanseowon Confucian Academy

since Joseon Dynasty until now wanted to learn, imitate, and feel was the promotion of
innocence and the advance of a philosophical quest to cultivate th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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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재와 양좌마을1), 그리고 옥산

“우리 문원공(文元公) 회재(晦齋) 선생은 참 학문을 한 분이다. 선생의 학문은 오로지 내면에 마

음을 썼으니, 성의(誠意)에 기반을 두고 치지(致知)에서 드러난 것이었다. (…) 심학(心學)에 힘쓴
분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인지(仁知)2)의 덕을 이루고 계왕개래(繼往
開來)의 업적을 수립한 분이 우리 삼한(三韓)에서 나온 것이다.”3)

이글은 소재(蘇齋) 노수신(盧守愼, 1515-1590) 의 [회재집서(晦齋集序)]의 글이다. 소재는 회재를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공자’와 같은 분으로 비유하면서, 회재의 덕
과 학문을 칭송하고, 회재의 학문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양좌마을. 곧, 양동은 회재(晦齋) 이언적(李彦迪, 1491-1553)이 태어나고 자라고, 학문하던 마을
이다. 그러면서 영남유학의 관점에서 경주권의 사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마을이다. 영남의 3
대 서원을 옥산서원, 도산서원, 덕천서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림에게 있어 양동과 회재의 위치
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 성리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남사림의 영수인 점필재 김종직(金宗直, 1431-1492)과 양동의
양민공 손소(孫昭, 1433-1484)가 동방(同榜)이고, 그의 아들인 우재(愚齋) 손중돈(孫仲暾,1463-

1529)과 유곡(柳谷) 손계돈(孫季暾,1470-?)4)이 점필재에게 수학하였고, 우재의 조카인 회재가 동

방오현으로 추앙 받았으니, 양동의 유학의 연원이 그 어느 곳보다도 앞서고,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회재 선생의 도덕과 학문에 대해서는 퇴계(退溪) 선생이 상세하게 말씀하셨으니, 어찌 후

생이 덧붙여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5)라던 미암(眉巖) 유희춘(柳希春, 1513-1577)의 말이나, 퇴계

가 [행장]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6)이라 하면서 회재를 높이고, 더하여 회재의 [임거십오영(林居十五
詠)]을 차운(次韻)하여, 도산에서 [임거십오영]을 노래하였으니, 우재와 회재로 출발하는 양동유학
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7)

2. 회재의 도덕과 학문에 대한 사문(斯文)의 평가

1926년에 발간된 [회재집]의 [회재선생년보]에는 [치제문(致祭文)]이 모두 9편8)이 수록되어 있다. [

회재집]에 실려 있는 9편의 치제문은 회재의 제사에 군왕이 특별히 내리는 제문이기에 그 의미는 매
우 크다고 하겠다.

“영남에서 정기 받아 태어나서는 우뚝하게 선비들의 스승이 되었네. 학문은 주자(朱子)와 정자(
程子) 이어받았고 도덕은 공자의 유학 받아들여, 스승에게 전수받지 아니하고도 순수하게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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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 깨달음 이루었네. 박문(博文)과 약례(約禮)를 겸하여 이루고, 명(明)과 성(誠) 두 길로 나아
가, 홀로 오묘한 이치 깨달았으니 밝고 넓은 도의 근원이었네.(…)”9)

이 제문은 1864년(고종1)에 옥산서원에 내린 고종의 치제문(致祭文)이다. [회재선생년보]의 맨 마지
막에 실려 있다. 회재를 선비들의 스승이라 하면서, 학문은 주자와 정자를 이어받고, 도덕은 공자의

행실을 이어받았으며, 스승에게 전수받지 않고도 박문약례를10)이루고, 명(明)과 성(誠)11)을 깨친 인
물로 칭송하고 있다.

정조도 또한 치세 기간, 1781년(辛丑, 정조5)과 1792년(壬子, 정조16), 그리고 1794년(甲寅, 정조18)
에 세 번이나 제문을 내렸다. 제문에서 정조는 “바른 도리가 황폐해지니 이단이 창궐한데, 영남 지역
의 풍속만이 홀로 뛰어나 유학의 교화가 널리 퍼져나갔네. 태산북두(泰山北斗)같은 원로(元老)를 조

석(朝夕)으로 자나 깨나 그리워하며, (…) 목을 길게 빼고 남쪽을 바라보며, 올리는 한 잔 술에 여러
감회가 서리네.”12)라고 적고 있다.

이 글([치제문])에서는 회재에 대한 정조의 그리움이 묻어난다. 정조의 그리움의 이유는 [실록]13)을 통

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정조는 “바른 학문을 존숭하려면 마땅히 선현(先賢)을 존숭해야 하는 것”이
라고 적시하면서, “사학(邪學)이 점차 번지려 할 때 오직 영남 사람들만이 선정지학(先正之學)을 삼
가 지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에, 나의 널리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졌다.”14)고 하였

다. 곧, 정조의 회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회재의 학문을 통해서 퇴계로 이어지면서 영남학맥이 바
르게 정착된 것에있었다.

정조의 이러한 생각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에게서도 보인다. 여헌은 “백두산에

서부터 내려온 정기 자옥산에 이르러 응결이 되어 바야흐로 최고로 기이하게 되었고, 우리 동방의

현인은 회재에 이르러 도맥(道脈)이 이에 바로 잡혔네.”15)라고 하면서, 영남학맥의 중심에 회재가 있
음을 말하였다.

퇴계의 경우에는 “선생[회재]이 계셨을 당시에는 스스로를 깊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
람들은 선생이 도를 갖춘 분인 줄을 알지 못했다. 불초한 나는 본디 선생을 찾아가서 뵌 적이 있었음
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탓에 이를 계기로 깊게 질문하여 발명(發明)한 바가 없었다. 십 수 년 이래

병을 앓으며 산속에서 지내는 동안 먼지 묻고 좀 먹은 서책에서 엿본 것이 있는 듯하였으나, 돌아보
면 의탁하여 물을 곳이 없었다. 그런 뒤에야 한탄스럽게 선생의 사람됨을 떠올리며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16)라고 하며, 회재에 대한 각별한 사모의 정을 드러내었다.

그리고는 “우리 선생의 경우에는 전수받은 곳이 없이도 스스로 이 학문에 분발하여, 은은하면서도 날
로 드러나는 덕이 행실과 부합되고, 훌륭한 저술을 남겨 말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으니, 동방에서 찾
아보면 거의 견줄 만한 이가 드물다.”17)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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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좌동 공간의 가치와 의의

그러면 양좌동 공간의 가치와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 먼저 창헌 조우각(趙友慤, 1765-1839)이 쓴
‘양동구곡가’의 서시(序詩)를 살펴보자.

天地東頭降嶽靈(천지동두강악령) 하늘땅 동쪽머리에 산악의 신령스러움이 내려와
集成金玉始終淸(집성금옥시종청) 금과 옥이 모두 모여서 언제나 푸르도다

孔之闕里顔子巷(공지궐리안자항) 공자 살던 마을이요, 안자가 살던 거리여서

賢祖賢孫世有聲(현조현손세유성) 훌륭한 조상 뛰어난 후손 대대로 명성이 높네

조우각은 [양동구곡가]의 서시(序詩)에서 양동마을이 태백산맥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해있고, 또 이
곳이 산과 내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금과 옥을 생산할 수 있는 적지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곳에서 공자(孔子)와 안자(顔子)와 같은 성현이 사셨음과 훌륭한 조상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후손들
이 대를 이어 조상의 유훈과 가치를 지켜가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18)

조우각의 이러한 생각은 이정엄(李鼎儼, 1755-1831)이 쓴 [양좌동구곡]의 ‘서시(序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정엄의 시에는 여강 이씨와 경주 손씨의 후손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함께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雪山雪水蘊眞靈(설산설수온진령) 설창산과 설천에 진령이 온축되어

地氣東都最淑淸(지기동도최숙청) 땅의 정기가 경주에서 가장 맑고 깨끗하네
其下朱陳居比屋(기하주진거비옥) 양동에서 주진19)처럼 이웃하여 살면서

戶絃家誦是芳聲(호현가송시방성) 집집마다 시 읊고 글 읽으니 그 소리 아름답네

회재의 외조부는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공신의 호를 받은 손소이며, 외삼촌은 손중돈이다.

우재는 회재가 성장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인물20)이다. 여강 이씨와 경주 손씨 두 가문은 혈

연을 통하여, 양동이라는 공간에서 학문을 장려하고 함께 후손을 가르치는 풍속이 이어가고 있음
을 노래하고 있다.

양동과 옥산을 방문한 인물 중엔 ‘소퇴계(小退溪)’라 불리었던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도 있다. 대산은 특히 양동과 옥산을 자주 찾았다.

대산은 회재의 [지비음(知非吟)]을 차운해서 쓰기도 했다. 그는 “(회재)선생이 46세에 이 시를 지었

는데, 내 나이 이제 꼭 선생의 그때 나이가 되었다. (나의) 지난날의 일들을 돌이켜 떠올리자니 허물
이 산적하여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주제넘게도 선생의 시를 이어 차운하여 대신 경계
하는 뜻으로 읊는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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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我行年未五十(금아행년미오십) 지금 내 나이 아직 오십 안 됐지만已知四十六年非(이지사십육
년비) 이미 사십육 년의 일이 잘못임을 알겠다.風埃顚倒身名誤(풍애전도신명오) 풍애에 전도되
어 몸과 이름 그르쳤고世故侵尋學力微(세고침심학력미) 세상일에 찌들어 학문의 힘도 점차 미미

하다.知處乍明旋復暗(지처사명선부암) 나의 앎은 잠깐 밝았다가 다시 어두워지고行時纔順便多
違(행시재순편다위) 나의 행동은 잠시 맞았다가 대개 어긋났도다.古人心事今猶炯(고인심사금유

형) 옛사람의 마음, 지금 나의 마음 오히려 밝히시니省克深工竊自希(성극심공절자희) 나를 살피
고 극복하고 깊이 공부하기를 가만히 스스로 바라본다.22)

대산의 ‘지비음’의 기련은 회재의 시23) 기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대산도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면

서 허물이 산적한 이전의 삶을 떠올리고, 성찰(省察)과 극기복례(克己復禮)를 통해 좀 더 경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李恒福, 1556-1618)과 이덕형(李德馨, 1561-1613)도 옥산서원을

방문한다. 이항복은 1596년 봄에 방문하였고, 이덕형은 1601년에 방문하게 된다.

“도체찰사 이덕형(李德馨) 명보(明甫) 1601년 9월에 와서 (독락당) 양진암에서 하룻밤 지내고, 예
전에 선생께서 노닐고 쉬던 자리를 두루 살펴보고, 이어서 이름을 쓰고 돌아간다.”24)

[심원록]에 적혀 있는 글이다. 이 글에서 한음은 옥산의 독락당 양진암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회재
의 향취에 흠뻑 취하였고, 회재를 기리다가 옥산서원에 이름을 남기고 떠났다.

다음으로 관찰사로 옥산서원을 방문했던 송당(松堂) 유홍(兪泓)의 시를 보자. 이 시는 1586년에 적은
것이다. 25)

只有溪邊竹(지유계변죽) 시냇가에 대나무만 자라고

而無種竹人(이무종죽인) 대나무를 심은 사람이 없네

一丘吾欲買(일구오욕매) 땅 한 뙈기만 내가 사서 머물며

習隱養天眞(습은양천진) 은둔의 도리 익혀 천진을 기르고 싶네

이 시의 정조는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에 담긴 회재의 산수정신과 맞닿아 있다. 회재는 [임거십

오영]의 〈조춘(早春)〉에서 “봄 든 숲은 볼수록 새로운데, (…) 물 따라 오른 산에서 새로운 천진함

이 일어나네”라고 노래하였는데, 회재의 마음처럼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채 자연법칙으로 이루어진
산수공간인 계정에서 천진함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내면을 수양하는 철학적인 탐구26)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이 시에 담겨있다.

송당의 옥산서원 방문은 회재 선생의 자취를 느끼고 회재의 학문적 지향점을 상기하면서 독락당에
서의 회재가 기르려던 ‘천진’과 ‘기심’을 고스란히 담아가고자 하는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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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을 통해 아름다워진다

노진은 <遊長水寺記>에서 “땅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름이 난다27) 하였고, 유종원은 “무릇 아름다

움은 스스로 아름다워지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다.”28)고 하였다.

결국 공간의 아름다움은 사람에 있는 것이다. “배움은 본받는 것이다”29)고도 했다. 양동의 가치는 선
비들의 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존중과 본받음을 통한 자기성찰과 변화였다.

참고문헌

[낙동강중세문명사] (대구경북학회, 경상북도,2019)의 유교문화부분
[치유의 숲] (인문과교양, 2020)

[옥산서원에 대한 시선:심원록을 비롯한 선비들의 시문을 중심으로] (옥산서원한중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2020)

NOTE

1) 양동은 마을의 지명이 양월리(陽月里)의 좌(左)측에 있다고 해서 양좌동(良左洞)이라 했다가, 어진 선비들이 많이 배출되자
한자이름을 ‘양좌동(良佐洞)’으로 했다.([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편, 1980), [지명유래](경상북도교육위원회 편, 1984)

‘良洞’ 참조.) 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양동마을로 이름이 굳어졌지만, 양동(良洞)마을은 동의(同意)반복으로 이루어진

2)

이름이니, 원래의 이름인 良佐마을로 부르는 것이 옳다.

[孟子] [公孫丑上], “옛적에 자공이 공자에게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십니다.” 라고 하자, 공자께서 “성인은

내 능하지 못하거니와 나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노라.”하시니, 자공이 “배우기를 싫어
하지 않음은 지요, 가르치길 게을리 하지 않음은 인이니, 인하고 또 지하시니, 선생님께서는 이미 성인이십니다.”하였다.

[昔者 子貢問於孔子曰 夫子 聖矣乎 孔子曰 聖則吾不能 我學不厭而敎不倦 子貢曰 學不厭 智也 敎不倦 仁也 仁且智

夫子旣聖矣]”

3) [晦齋集] [晦齋集序], “若吾文元公晦齋先生 其眞所謂學問者哉 先生之學 專用心於內 基於誠意而發於致知 故事
皆有實而明無不燭 (…) 非務於心學 其孰能與此 成仁知之德 立繼開之業 吾三韓有人焉爾”

4) 경절공 손중돈의 넷째 아들, 자는 언승이고, 호는 유곡 또는 매죽헌이다. 김종직에게서 수학하였고, 연산군1년에 증광시에
급제하였다. 현량과가 실시되면서 정암 조광조의 추천을 받았으나, 조광조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숙청된 후 양동으로
들어와 종적을 감추었다. 삶을 마친 시기는 알 수 없다.

5) [晦齋集] [晦齋集跋], “晦齋先生道德學問 退溪說之詳矣 奚待後生之贅言”

6) [晦齋集] [附錄ㆍ行狀], “우리 선생의 경우에는 전수받은 곳이 없이도 스스로 이 학문에 분발하여, 은은하면서도 날로
드러나는 덕이 행실과 부합되고, 훌륭한 저술을 남겨 말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으니, 동방에서 찾아보면 거의 견줄 만한 이가

드물다. [若吾先生無授受之處而自奮於斯學 闇然日章而德符於行 炳然筆出而言垂于後者 求之東方 殆鮮有其倫矣]”

7) 우재와 회재 사후, 양동에서 대과에 급제한 인물만 해도 27명이 되고, 소과인 생진과에 급제한 인물은 89명이나 된다.

([東京續誌], 경주유도회, 아세아 문화사(영인본), 1961. 참조) 이외 학문이 뛰어나면서도 향리에 머물러 있으며 학문에 힘쓴
인물을 합하면 그 수는 매우 많다.

8) 1926년 발간된 [회재집]의 [회재선생년보]에는 1568년(戊辰, 선조1), 1569년(己巳, 선조2), 1610년(庚戌, 광해2), 1781년
(辛丑, 정조5), 1792년 (壬子, 정조16), 1794년(甲寅, 정조18), 1839년(己亥, 헌종5), 1854년(甲寅, 철종5), 1864년(甲子,

9)

고종1)에 보내온 치제문 9편이 수록되어 있다.

[晦齋集], [晦齋先生年譜], [二百二十一年(今上 元年) 甲子(1864년, 高宗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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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挺生南服 卓爲儒宗 學紹朱程 道接洙泗 不由師授 渾然天成 博約兼臻 明誠兩進 獨得之妙 昭曠之原(…)”

10) 박문(博文)과 약례(約禮) : 글을 통하여 지식을 넓히고 예를 통해서 행동을 검속하는 것이다. [논어] [옹야(雍也)]에

“군자가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요약한다면 또한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
矣夫.]”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1) 명(明)과 성(誠) : 사리를 분명히 아는 것을 명(明)이라 하고, 마음에 거짓이 없고 지극히 진실한 상태를 성(誠)이라 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1장에 “성(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性)이라 하고 명(明)으로 말미암아 성(誠)해지는

것을 교(敎)라 이르니, 성(誠)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誠)해진다. [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敎. 誠則明矣, 明則誠
矣.]”라고 하였다.

12) 正道榛蕪 異端猖獗 嶠俗獨超 儒化之曁 正道榛蕪 異端猖獗 嶠俗獨超 儒化之曁 山斗蓍龜 朝暮寤寐(…) 引領南望
萬懷一酌

13) [朝鮮王朝實錄], 正祖 卷34, 16年3月2日, “敎曰 欲尊正學 宜尊先賢”

14) [朝鮮王朝實錄], 正祖 卷34, 16年3月2日, “向來邪學之漸染也 惟喬南人士 謹守先正之學 不撓不蒦 自是以往 增我
曠慕”

15) [旅軒集] 卷1, “白頭至紫玉 融結方最奇 東賢至晦齋 道脈正於斯(…)”

16) [晦齋集], [行狀], “然而先生在當時 旣深自韜晦 故人未有知其爲有道者 滉之不肖 固嘗獲登龍門而望芝宇矣

亦懵然莫覺 不能以是深叩而有發焉 十數年來 病廢林居 若有窺覘於塵蠹間 顧無所依歸而考問 然後未嘗不慨

然想慕乎先生之爲人”

17) [晦齋集], [行狀], “若吾先生無授受之處而自奮於斯學 闇然日章而德符於行 炳然筆出而言垂于後者 求之東方 殆
鮮有其倫矣”

18) 양동의 공간과 가치, 그리고 현실적 문제, 신상구, 경주연구21집1호, 2012.6, pp.59-60. 참조.

19) 두 집안의 혼인을 이르는 말. 당 나라 때 서주(徐州) 풍현(.縣)의 한 마을에 주씨와 진씨가 대대로 혼인을 하며 화목하게 살아,
그들이 사는 마을을 주진촌(朱陳村)이라 한 데서 유래함. 백낙천(白樂天)이 주진촌(朱陳村)을 두고 지은 시(詩)가 있음
第念吾兩人共托管鮑之契 終成朱陳之誼

20) 회재집의 행장에서 퇴계는 회재의 성장에 우재의 영향이 컸음을 말하고 있다.

21) [晦齋先生文集], [知非吟], “今我行年未五十 已知四十五年非 存心却累閑思慮 體道安能貫顯微 爲義爲仁不用極
處人處己又多違 從今發憤忘身老 寡過 唯思先哲希”

22) [大山集], 卷2, [知非吟 伏次晦齋先生韻] 주, 105의 회재의 [지비음] 참조.
23) 주, 105의 회재의 [지비음] 참조.

24) [尋院綠], [黃], “來宿養眞菴 遍觀先生舊時遊息之所 仍題名而歸”

25) [심원록], 천(天)의 [玉山書院 次盧相公韻]이라는 제목의 시로 두 편이다. 이 시는 [松堂集] 권1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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