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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선비의 삶과 선비정신>

선비[士]란 신분적으로는 良人이고 경제적으로는 中小地主層이다. 性理學을 주전공으
로 하여 그 理念을 실천하는 學人으로서, 士의 단계에서 修己하여 大夫의 단계에서 治
人하는 修己治人을 근본으로 하여 학자관료인 士大夫가 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선비

정신은 맑음의 美學에 기초하고 있다.

1. 선비의 修己
(1) 인격수양: ｢小學 ｣ → ｢擊 蒙 要 訣 ｣
(2) 학문도야: 文 ‧史 ‧哲 (전공필수), 經 經 緯 史 의 정신, 道 器 論

2. 선비의 治人
(1) 科 擧: 小 科 ‧大 科 (관료)
(2) 山 林: 學 派 ‧政 派 의 영수 (정치가)
(3) 隱 逸: 亂 世 의 處 身

3. 선비의 생활태도
(1) 外柔內剛

(2) 淸貧․儉約

(3) 薄己厚人

(4) 抑强扶弱

(5) 先公後私

4. 선비의 價値指 向
(1) 學 行一 致
(5) 共 生共 存

(2) 義 理 ‧名 分
(6) 一 貫 主義

(3) 人 情 ‧義 理
(7) 理 想 主 義

(4) 克 己 復 禮

5. 선비의 좌절 - 유배와 낙향: 재충전기로서 修 己 의 단계로 돌아감
(1) 학문연구

(2) 제자양성

(3) 인격수양

6. 선비의 멋
(1) 學 藝一 致 :

a. 道 文一 致

b. 文 字 香 ‧書 卷 氣

(2) 詩 ‧書 ‧畵 (교양필수)
(3) 詩 社와 詩 話
(4) 생활도구: 백자와 목가구
(5) 山 川遊 覽 :

a. 浩 然 之 氣

b. 國 土 愛

c. 眞景 山 水

7. 선비의 종결 - ｢文 集 ｣: 선비의 지적활동을 총결산함
(1) 주체: 제자‧후손
(2) 내용: 詩 ‧文 ‧書 ‧雜 著 ‧墓 文 (附 錄 : 行 狀‧年 譜 )

-------------------------------------------------------[참고서적] 정옥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선비>(2002년,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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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지식인은 선비(士)로 이해되고 있
다. 선비는 오늘날의 왜소한 지식인과 곧잘 비교된다. 특히
꼿꼿한 지조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 않던 강인한 기개,
옳은 일을 위해서는 사약 등 죽음도 불사하던 불요불굴의 정
신력, 항상 깨어 있는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특징지워진 선비
상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제시
대와 광복후 현대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지식인들이 보여 주
었던 체질적 한계와 현실타협적 처신은 전통시대 지식인인
선비와 비교되면서 선비정신에 대한 재조명이 요청되고 있다.
조선시대 선비란 신분적으로는 양인(良人)이고 경제적으로
는 농촌 지방의 중소지주층 출신이 주류이다. 조선의 국학(國
學)이던 성리학을 주전공으로 하여 그 이념을 실천하는 학인
이었다. 사(士)의 단계에서 수기(修己)하고 대부(大夫)의 단계
에서 치인(治人)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근본으로 삼아 학
자관료인 사대부(士大夫)가 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였다. 자
신의 인격을 도야하는 수기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치인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이었으므
로 수기가 전제되지 않은 치인은 성립될 수 없었다. 또 치인
이란 남을 지배한다거나 통치한다는 권력개념보다는 자신을
닦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군자가 되어 백성(民)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봉사행위로 이해되었다.

그들은 민본주의에 입각한 이상향의 건설을 지향하였다. 그
이상향은 역사적으로 요순삼대에 이 세상에 실현되었다는 사
실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수기가 제대로 된 선비, 즉 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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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인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이미 이 세계에 존재한 바 있
으므로 실현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인식되는 이상향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세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향하여 분골쇄신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대
부였다.
1. 선비의 수기(修己)
선비의 전공필수는 문․사․철(文‧史‧哲)중심의 인문학이었다.
특히 철학에 해당하는 경학(經學)이야말로 학문의 핵심이었
다. 경학이란 유교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
으로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을 해명하는 것이 최대과제였
다. 우주만물을 바라보는 일관된 기준인 이기론을 어떻게 해
석하느냐는 문제는 세계를 이해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의 차이
로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우주‧자연‧인간의 모든 현상은 작용
으로서의 기(氣)와 작용의 원리로서의 이(理)에 의하여 일관
된 잣대로 생성‧변화‧소멸한다는 논리였다. 바로 이 이기론을
기초로 하여 제반 학설이 전개되었고 그러한 학술논쟁에 모
든 선비들이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었다.
역사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취므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수천년 동안 동양문화권의 주
도국이던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였다. 그 흥망성
쇠의 교훈과 변화요인에서 삶의 지혜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
적이었다. 우리나라의 역사 역시 필수로 정리되고 학습되었
다. 현재의 삶의 거울로서 역사서는 거울 감(鑑)자를 즐겨 썼
다. 경학과 역사는 ｢경경위사(經經緯史)｣로 이해되었다. 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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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
지 않기 때문에 날줄인 경(經)으로 이해하고 역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이므로 씨줄인 위(緯)로 이해되었다. 경경
위사의 정신으로 날줄과 씨줄로 짜여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
을 보다 확실하게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탐구할 수 있다고 생
각한 것이다.
이렇게 파악한 진리나 사실, 사상성 등 알맹이를 표현하는
매체가 바로 문장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나
진리도 그에 합당한 문장력이 없다면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가 없다는 것이다. 문장이란 메시지를 담는 그릇으로 이해되
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진리나 사상 등 도(道)라 표현되고
문장은 그것을 담는 그릇인 기(器)로 이해됨으로서 도기론(道
器論)은 경경위사의 정신과 문장론의 상호 보완관계로 설정
된 논리틀이다. 결국 경학(철학)‧역사‧문장학은 상호보완의 관
계에서만 그 자리매김이 분명해지고 그 역할도 증대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또한 앎을 삶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행일치
(知行一致)의 정신에 충실하려는 것이 선비의 일반적인 선택
이다. 인문학의 진정한 목표는 삶의 질을 끌어 올려 인간적인
생(生)의 실현에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문‧사‧철의 보합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수기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수신의 문제는 <소학
(小學)>에 기초를 두었다. 성리학에서 어린아이의 수신교과서
로 성립된 이 책은 어려서부터 쇄소(灑掃)‧응대(應對)‧진퇴지절
(進退之節)을 가르치는 행위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쇄소는 청
소하는 법, 응대는 말을 예의로 주고받는 법, 진퇴지절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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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고 물러가는 예절로서 어려서 몸에 익혀야 자라서 자연
스럽게 몸에 배어나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16세기 사림이 조선사회에 주도세력화 하면서 어린아이의
수신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중종 때에 박세무(朴世茂
1487-1564)의 <동몽선습(童蒙先習)>이 간행되었고 선조때에
이이(李珥 1536-1584)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이 출간되었
다. <소학>이 송나라때 이루어진 책이므로 시간적으로나 공
간적으로 조선사회에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
므로 조선사회에 적합한 어린이의 수신교과서가 창출된 것이
다. 다시 1884년엔 영남유생 박재형(朴在馨)에 의하여 <해동
소학(海東小學)>이 발간되어 소학과 꼭 같은 체제와 요목을
채택하였음에도 그 실례와 내용은 거의 조선선비의 학행으로
꾸며진 공실 공히 조선소학이 가능케 되었다.
<소학>은 조선현실에 조응하는 어린아이의 수신교과서들이
출현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
후에도 여전히 사용되어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필
수 교과서였다. 나아가 <근사록(近思錄)>‧<심경(心經)> 등 성
리학서를 학습하였으나 성리학의 핵심교과서는 사서삼경(四
書三經)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논어(論語)‧맹자(孟子)‧대학(大
學)‧중용(中庸)의 사서야말로 평생 동안 그 원의(原義)를 읽는
텍스트였고, 시경(詩經)‧서경(書經)‧역경(易經)의 삼경은 사서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텍스트였다.
그러나 <소학> 다음 단계에서 治人의 기본교과서가 된 것
은 <대학>이었다. (1)격물치지(格物致知) (2)성의정심(誠意正
心) (3)수신제가(修身齊家) (4)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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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학의 8조목은 선비가 밟아가야 할 단계였다. 첫째, 격물
치지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궁리하여 진정한 앎에 이르
는 일단계 작업이다. 둘째, 성의정심은 스스로를 속임이 없어
마음이 만족한 상태인 성의(誠意)의 상태에 가야 마음을 바르
게 할 수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셋째, 수신제가는 첫째‧둘
째단계를 거쳐 비로소 스스로의 몸을 닦아 가정을 제대로 이
끌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니 사회인으로 제몫을 할 수 있는
기초이다. 넷째 치국평천하야말로 선비가 해야 될 최종단계로
대부로서 해야 할 역할의 완성을 뜻한다. 나라를 다스려 세상
을 평안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사대부가 도달하는 마지막 단
계일 것이다. 선비가 대부가 되는 점진적 성장과정을 간단명
료하게 규정하였던 것이다.
2. 선비의 치인(治人)
선비의 진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대부
분의 선비가 선택하던 과거를 보는 것이다. 20세 전후에 자
격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던 소과(小科)시험을 보았다. 경전의
뜻을 이해하는 정도를 시험하던 생원시(生員試)는 학자적 소
양을 가진 이승(理勝)한 사람이, 문장이나 시 등 문학에 치중
하던 진사시(進士試)는 문장가의 소질을 가진 문승(文勝)한
사람이 선택하였다. 생원‧진사의 소과에 합격한 사람은 성균
관에 입학하여 기숙사인 동재‧서재에서 생활하는 관학재생(館
學齋生), 즉 국비 장학생이 되거나 다시 귀향하여 대과(大科)
시험을 준비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대과인 문과(文科)에 합격
하여야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가 9품관부터 시작하는 학자관
료가 되었다. 문괴무선(文槐武宣)이라고 하여 문과합격자는
괴원(槐院), 즉 승문원(承文院)에서 출발하고 무과합격자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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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宣傳官)에서 시작해야 고위직까지 진출하는 정로로 여겼
다.
둘째, 산림(山林)의 길이다. 선비의 복수개념인 사림이 정계
‧관료계에 대거 진출한 조선중기에 이르면 과거를 보지 않고
중장년이 되도록 학문에만 전념하는 대학자를 산림이라 차별
화하여 우대하였다. 이들은 세속적인 출세의 길이 되어버린
과거시험을 단념하고 몇 십 년씩 공부하여 그 학문적 능력으
로 학계는 물론이려니와 정계까지 주도하였다. 이때의 정파인
붕당은 학파를 모집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파⇔정파의 구도
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림은 학파와 정파의 연합구도 속에 그 구심점이
었으며 영수였다. ｢암혈독서지사(岩穴讀書之士)｣로 불린 산림
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兩亂)후 17세기 위기상황
에서 특탁되었다. 인조대부터 산림을 특채하기 위하여 별정직
을 만들었으니 성균관의 사업(司業 종4품)이나 좨주(祭主 정3
품 당상관), 세자시강원의 자의(諮議 종7품)‧진선(進善 종5품)‧
찬선(贊善 정3품 당상관) 등이 있었다.
병자호란 다음해인 1637년 ｢정축의 하성(丁丑의 下城)｣때
오랑캐로 폄하하던 청나라 태종에게 국체의 상징인 국왕 인
조가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하였다. 이 때 인질로 심양에 끌
려가 10여년간 인질생활을 했던 봉림대군(鳳林大君)이 귀국
하여 급서한 형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이어 왕위에 오르니 곧
효종(재위: 1649-1659)이다. 그는 복수하여 치욕을 씻겠다는
복수설치(復讐雪恥)의 일념으로 독서지사인 산림들을 정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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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치하였다. 이들은 정치일선에 등장하여 국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정치가, 즉 경세가의 역할을 다하였
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宋時烈 1607-1689)은 그 대표적 존재
로서 청을 토벌하여 복수설치하겠다는 북벌론(北伐論)을 제창
하여 국민의 단결을 도모하였고, 내치는 예로서 다스리는 예
치(禮治)로 설정하여 조선후기 사회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수
행하였다.

그

외에

송준길(宋浚吉

1606-1672)‧허목(許穆

1595-1682)‧윤휴(尹鑴 1617-1680)‧권시(權諰 1604-1672)
등 당시의 주도인물은 거의 산림출신으로 뒤이어 일어난 예
송(禮訟)논쟁의 이론가들이자 실천자들이었다. 예의 기준이
정치문제화한 예송은 예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수불가결의 이념논쟁이었다. 결국 산림들의 치열한 정
치의식과 실천을 통하여 양난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상처받은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선비의 부득이한 선택으로 은일(隱逸)이 있다. 국가를
경영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난세를 당하거나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초야에 은둔해 있던 선비를 말한다.
은사(隱士)‧일사(逸士)‧유일(遺逸)로도 불린다. 이들은 부덕하
고 무도한 통치자가 권력을 휘두를 때 정치판에 나아가는 일
을 거부하였다. 부도덕한 폭정을 도와주는 결과를 우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염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꺾일망정
휘어지기를 거부하고 독야청청하고자 하는 그 자존심은 곡학
아세(曲學阿世)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주나라 강태공

으로부터 시작되는 은일의 역사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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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로 남아 있다. 낚시로 세월을 낚다가 때가 무르익어 자신
을 알아주는 지기(知己)를 만나 비로소 출사하여 마음껏 능력
을 발휘하였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끝까지 믿어 준 통치자를 만났기에 가능하였던 것
이고, 그런 이를 만나기 전에는 섣불리 자기능력을 내보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낸 인내력에 기초하
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유자(儒者)들이며 조선시대 선비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을 알아주고 발탁한 이를 위해서
는 목숨도 내놓을 만큼 의리를 지키는 대신 그렇지 못한 사
람에게는 아예 협조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다.
넷째,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의 선비의 ｢처변삼사(處變三
事)｣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은둔‧망명‧자결이 그것인데 이 세
가지중 어느 것도 맞는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거의
소청(擧義掃淸)｣을 선택하였다. 의를 일으켜 세워 적을 쓸어
버리겠다는 이 마지막 결정은 선비의 정상적인 선택은 아니
었다.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의 극단적 방법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항쟁과 1895년 을미사변때 국모가 시해되
는 위기상황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을 들 수 있다.
이 때 선비들은 의병장으로서 국민병인 의병을 조직하고
통솔하였다. 직접 병장기를 들고 전투에 임하고 무예를 행하
기보다는 병서에 대한 조예와 지리에 밝다는 이점을 이용하
여 게릴라전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예(禮)‧악(樂)‧사(射)‧어(御)‧
서(書)‧수(數)의 육예(六藝)를 닦는 것이 선비의 기본 익힘이
었기 때문에 말타고 활쏘는 정도의 무예는 평소에 닦아 두기
도 하였다. 의병은 자발적으로 지원한 민간인으로 구성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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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금을 군자금으로 확보하는 등 전적으로 민간차원에 의
존하였다.
결론적으로 선비의 치인은 과거시험을 통하여 관료사회에
진입하여 학자관료가 되는 것이 기본구도였고 대세였다. 사의
단계에서 대부의 단계로 전환하여 명실 공히 사대부가 되어
수신제가에서 치국평천하의 단계로 가는 것이 정로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때를 잘못 만나 순탄한 벼슬길을 가지 못할 때
파란만장한 굴절과 노선수정을 거듭하며 불행해진 선비들도
적지 않았다.
3. 선비의 가치지향(價値指向)
선비의 특징적인 면모는 일관주의(一貫主義)에서 잘 나타난
다. 유학에서 강조되는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이념은 일관
된 가치지향과 행동규범으로 선비의 앎과 행동을 규정하였다.
자신과 타인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
에 따라서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박하되 남에게는 후하게
대하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생활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 일
관성은 세력에 따라 표변하는 기회주의를 용납하지 않았다.
선비의 지조와 절개는 선비로서의 징표같은 것이었다.
선비란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단단
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외유내강(外柔內剛)한 인물상이며 영
어의 젠틀 맨(gentle man)이 여기 해당하는 것이나 아닐지
싶다. 청빈을 미덕으로 삼아 검약(儉約)을 실천하는 청빈검약
(淸貧儉約)의 생활철학을 가진 사람이 선비이다. 조선선비에
게 있어서 호화와 사치는 금기사항이며 국가사회의 공적(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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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으로 치부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청빈은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도(道: 진리)를 즐
기는 경지에 까지 이른 것이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달관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선비란 결국 세속적인 일
에 대하여 초연할 수 있는 정신세계에 진입한 학인이다.
선비가 지향한 가치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항이 학문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학행일치(學行一致)의 방향성이다.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때에 비로소 그 배움이 의미를 갖게 된다
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귀의하던 경전인 <논
어>의 첫귀절에 잘 나타나 있다.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또
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서 익힌다는 말
은 바로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의미로, 학행은 함께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기쁨을 느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천 없는 학문의 공허함
을 지적한 것이며 선비는 반드시 학행을 일치시킴으로서 기
쁨을 느끼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 실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의리(義理)와 명분(名
分)이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옳은 도리인 의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따져 보아야 하는 기준이었다. 명분이란 각
기 이름에 걸 맞는 분수나 역할로서 당시대는 명분사회였기
때문에 명분을 잃으면 그 사회에서 도태당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이익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노
릇이다. 때문에 선비는 일에 임하여 명분과 실리를 합치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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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양자의 합치가 어려워 선택
의 기로에 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명분을 택하는 것이 선비
로서 살아남는 길이었다.
또한 의리를 지키되 인정(人情)과 조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의리만을 따지면 세상살이가 삭막하고 메마르기 쉽다. 인정만
을 베풀면 기준이 없이 혼란스러워지므로 의리와 인정을 적
절하게 보합하여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부추겨주며(抑强扶弱),
공적인 일을 우선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하기(先公後私)를 실
천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공존(共生
共存)의 이상사회, 즉 대동사회( 大同社會: 작은 차이는 있지
만 크게 볼 때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라는 공동체 사회를
내세가 아닌 현세에 건설하려는 이상을 갖고 있는 이상주의
자들이었다.
이 점이 이 세상의 곤고로음을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전단
계로 보는 다른 종교와 유교의 차별성이며 선비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역군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나의 생
(生)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생(生)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약육강식이라는 동물세계
의 논리를 극복하려는 인간화 노력이었다. 사(士)‧농(農)‧공
(工)‧상(商)이라는 능력별 직업적 차별화는 인정하되 기본적으
로는 함께 가는 사회를 대동사회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선비의 최종 지향점은 중용의 정신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조화와 균형 감각이 요구
되는 중정(中正)의 상태,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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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비의 멋
선비의 멋은 무엇보다 그 지향하는바 학문과 예술을 일치
시키려는 학예일치(學藝一致)정신에서 빚어졌다. 선비는 시
(詩)‧서(書)‧화(畵)를 교양필수로 하였기에 생활의 멋을 시나
그림, 글씨로 표현하며 운치 있는 삶을 꾸렸다. 시속에 그림
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생각하여 시를 음미하며 그
림을 그리고, 그림을 보고 시를 쓰기도 하였다. 또한 그림에
화제를 써서 하나의 그림 속에 시‧서‧화가 어우러져 격조있는
멋을 일구어 내었다. 이러한 선비의 풍류생활은 시사(詩社)활
동으로 상승작용을 하였다. 시사를 조직하고 경관이 빼어난
곳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돌아가며 차운하여 시를 지어 서로
주고받으며 그 아취 있는 모임과 경관을 그림으로 그리고 화
제를 붙였다. 때로는 고금의 명시를 품평하거나 시인들에 대
한 일화를 화제로 삼는 시화(詩話)를 나누며 그 대화를 기록
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한 일련의 풍류는 가무까지 곁들
여지기도 하여 시‧서‧화 삼절로 불리는 멋있는 선비들이 배출
되었다.
결국 이들의 풍류생활을 가능케 한 조건은 물질적‧정신적
여유와 생활조건에 기초하였다. 선비의 삶의 공간도 그 조건
중의 하나이다. 생활공간인 안

채, 교유공간인 사랑채, 휴식

공간인 초당으로 구성된 선비의 주택배치는 이들에게 손님을
맞아 교유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제공하였다. 특히 자연의 풍취
와 인공의 편리함이 적절하게 조화된 조선 선비취향의 정원
은 쾌적한 휴식공간과 생활의 멋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선비의 맑고 깨끗한 품격과 맞아 떨어지는 백자는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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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단계로 보아도 청자보다 안정되고 발전된 상태라 한다.
백자의 태토인 고령토의 순도가 가장 높고 굽는 온도도 높아
노력과 품이 훨씬 많이 드는 고급자기라는 것이다. 결벽하고
청초한 백자는 선비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대변해준다.
특히 조선후기 선비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고 조국산
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키웠다. 금수강산이라는 말로 표
현되는 우리 산하와 강토를 유람하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렀다. 그렇게 하여 다져진 국토애를 표현하기 위하여 진경
산수화(眞景山水畵)를 그렸다. 금강산 등 전국의 명승지를 조
선 고유의 필법을 개발하여 사생해 내었던 것이다. 선비의 멋
은 지평을 확대하여 갔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비란 지식종사자에 불과한 오늘날의 지식인
보다 확대된 역할을 하였다. 지식과 교양을 갖춘 인문학도로
학예를 겸수하여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된 지성인이었다. 앎
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최선을 다하고, 배운 것을 실천을 통하
여 이 세상에 실현시키려 노력하며 치열하게 살다간 이상주
의자이다.
5. 선비의 좌절과 종결
선비가 사대부 생활을 하다가 당하는 좌절은 유배와 낙향
이다. 바른 소리를 하여 사약을 받는 일도 불사하는 존재가
바로 선비인지라 귀양살이 정도는 기개 있는 선비라면 한번
쯤 당하는 일이다. 또한 사직소를 올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관
계를 미련 없이 떠나 낙향하는 것도 선비가 취하는 선택이자
권리이다. 전자가 타의에 의한 것이라면 후자는 자의적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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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선후기 붕당정치가 본격화하여 당쟁이 격화되자 유
배문화라고 할 만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귀양살이는 다반사가
되었다. 길게는 10여년 또는 종신유배까지 있었다. 원악지(遠
惡地)로 분류되는 삼수‧갑산에 유배되는 것은 중형(重刑)이었
고 다음이 바다로 격리되는 제주도 등 섬에 유배되는 것이었
다. 특히 북변에 유배되면 노령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기후변
화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흔하였다. 때로는 격화된 정쟁에
서 아까운 인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유배형에 처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진실에 한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유배생활을 하는
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
좌절의 시기를 재충전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다시 수기의
단계로 돌아가 관료 생활 중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학문
연마에 골몰하고 유배지의 인재를 모아 양성하여 지방문화를
살찌우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였다. 그리하여 종국에 가서는
그 제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기학문을 완성하고 생활터전을
가꾸어 유유자적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유명한 유배지에서 이
들이 일구어 놓은 유배문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선비의 지적 활동은 문집의 출판으로 종결되는 것이 보편
적이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저작물을 정리하고 자찬묘지명
(自撰墓誌銘)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의 사후 후
손이나 제자들이 주체가 되어 생전의 글들을 수집 정리하고
생전에 가까웠던 친지나 당대의 저명인사에게 묘문(墓文)이나
행장(行狀)을 부탁하여 문집을 간행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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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시(詩)‧문(文)‧서(書)‧잡저(雜著)‧묘문(墓文) 등 무
수히 많은 장르로 구분‧정리되는데 부록에는 반드시 행장(行
狀)과 연보(年譜)를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전에
유명인사일 경우 자연히 문집의 내용이나 체제가 방대하기
마련이었다. 문승(文勝)한 선비일 경우 시집의 분량이 많아지
고 이승(理勝)한 선비는 기타 저서나 서간문이 많다. 특히 중
요한 철학논쟁은 거의 편지로서 주고받은 경우가 많은 사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제학 등 문형(文衡)을 지낸 인물은
왕의 교서를 대필하거나 과거시험문제를 출제한 책제(策題)가
많은 점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대학자이거나 정파의 영수급
인물은 당대의 저명인사들의 묘문을 거의 도맡아 짓고 있는
사실도 재미있다.
문집은 선비 사후 곧 정리되어 짧은 시일 내에 간행되기도
하지만 몇 백 년 후에 나오기도 한다. 전자는 거의 제자들이
선생의 학덕을 기려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후자
는 후손들이 가문의 영광과 후손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사적에서 선조의 행적이나 관련기사를 뽑아내어 만들어
낸 것이다. 조선후기에 와서 부상하는 가문에서 전기의 선조
들에 대한 문집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낸 예가 많다. 내용
과 분량이 소략하거나 빈약한 것을 특징으로 한 문집들이다.
문집에 의하면 조선선비들이 얼마나 명분을 중요시하였는
지를 ｢선생｣이라는 칭호의 절제된 사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학문 길을 열어 주어 학통에 연결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사표가 되어 준 이에게만 선생이라는 칭호를
올리고 기타 어릴 때 천자문이나 <소학>정도를 가르쳐 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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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숙사(塾師)정도로 호칭하였다. 일생에 한 명의 선생을
모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독학하고 선생이라는 존재를 찾아
볼 수 없는 이도 많다. 아마도 사숙하던 경우도 많은 것 같
다. 명(名)과 분(分)에 맞는 엄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문집의 서문은 저자의 친지나 당대의 문장가에 위촉하여
받아 싣지만 발문은 문집편찬을 주도하거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발간경위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후손이나 제자가 쓴
경우가 대부분이다. 드물지만 왕이 직접 서문을 내려 어제서
문(御製序文)을 실은 문집도 있다.
결국 선비가 일생동안 활동한 업적과 지적 작업의 소산이
문집으로 총 정리되어 마무리 작업이 완성됨으로서 그의 사
후 평가 작업은 종결되는 것이다. 문집은 자자손손 전수 보관
되었고 목판을 간직하였다가 중간하기도 하고 후에 다시 자
료 수집을 하여 보완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자손에게는 영광
이고 국가에는 인재의 선례로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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