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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역  문화 교류의 구체 인 양상을 究明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

로서, 高麗末 惕若齋 金九容의 使行詩를 상으로 하여 작품 속에 담긴 情懷와 그 특징

을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것은 고려말 지식인들이 변화하는 시 의 흐름 속에

서 明나라에 해 가졌던 의식과 使行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自國과 自我에 한 인식을 

보다 精緻하고 온 하게 이해하기 한 토 를 마련하기 한 것이다. 

惕若齋 金九容(1338-1384)은 ‘惕若’이라는 호에서 알 수 있듯이 儒 로서 ‘主敬行義’

라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고려말의 혼란한 시 를 올곧게 살다간 인물이다. 두 차례에 

걸친 그의 使行에서 무엇보다 특징 인 국면으로 주목되는 은 2차 사행을 갔던 1384년 

양국 간의 외교상의 문제로 인해 明 太祖의 命으로 大理衛[雲南]로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지로 가는 도  病死한 사실이다. 

異國에서의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그의 한시 작품에는 한 개인의 실

한 情懷가 잘 형상화되어 있다. 惕若齋가 남긴 540 편의 시작품 가운데 특히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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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진 작품들이 후  비평가들에 의해 주로 회자되며, ‘平澹精深’ ‧ ‘淸贍’ 등 그의 시 

특징을 잘 보여 다고 평가받았다. 

南京으로부터 유배지인 大理衛로 가는 여정은 5개월 정도 소요 으며 그 기간 동안 

창작된 작품 수는 31題 45수이다. 惕若齋는 유배객으로서 불우한 실에 해 울 한 

心思를 갖지 않을 수 없었고, 故國으로의 歸還을 박하게 소원하 다. 그러나 유배지로 

향하는 여정 에도 淸淡하고 閑寂한 경계를 끊임없이 희구하 고, 澹泊하고 閑寂한 

경계로 인식되는 佛寺나 혹은 속세와는 격 된 공간에서 그가  삶을 통해 지향했던 

이상 세계를 발견하고 있다. 그것은 그러한 세계에 한 막연한 갈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상 인 경계가 암울한 당  정치 실 속에 구 되기를 希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는 좌 된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정 인 세계를 발견하

고, 당 의 정치 실이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원하는 마음을  삶을 통해 견지했던 것이다.

1384년에 창작된 惕若齋의 使行詩는 작자가 使臣의 신분보다는 流配客의 입장에서 

그 情懷를 형상화하 고, 경물 玩賞에 한 感想보다는 작자가  삶을 통해 견지했던 

개인의 내면 지향을 섬세하게 담고 있다. 이러한 이 이 시기 惕若齋 使行詩에 나타나

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고려말 明과 高麗의 혼란한 외교 정세에서 

당  지식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 으며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처해 나갔는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惕若齋 使行詩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惕若齋[金九容], 使行詩, 雲南, 流配, 情懷

Ⅰ. 序論

본고는 동아시아 역  문화 교류의 구체 인 양상을 究明하기 한 노

력의 일환으로서, 高麗末 惕若齋 金九容의 使行詩를 상으로 하여 작품 

속에 담긴 情懷와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것은 고려말 

지식인들이 변화하는 시 의 흐름 속에서 明나라에 해 가졌던 의식과 

使行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自國과 自我에 한 인식을 보다 精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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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하게 이해하기 한 토 를 마련하기 한 것이다. 

惕若齋 金九容(1338-1384)은 암울한 고려말의 실에서 개  세력의 

주도  치에 있지는 못했지만 ‘主敬行義’라는 삶의 자세를 토 로 군자

 삶을 지향하 으며, 그러한 삶이 무리 없이 실 되는 이상 인 세계를 

고려말의 실 속에서 이루고자 하 다. 그리하여 그의 시세계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기는 하나 시 의 혼란함을 직시하고 그에 해 고뇌하는 모습

과 함께 고려 사회의 미래에 한 밝은 망과 자신의 삶에 한 정 인 

자세가 형상화 되었다. 그러한 삶의 자세와 내면 의식의 형상화 과정에서 

그것이 시 표면에 맑고 고요한 경계로 드러나는 것은 당  신진사 부들의 

시작품 속에 흔히 드러나는 豪氣로움과 변별되는 것이다.1) 그의  생애에 

일 하는 이러한 성향은 그의 使行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惕若齋는 생애 동안 두 차례에 걸쳐 明으로 使行을 갔다. 처음 사행은 

1372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聖節使인 正使 成元揆의 書狀官으로 갔

 1) 惕若齋는 당  다른 文人들에 비해 상 으로 많은 540首(409題)의 시작품을 남겼

으나, 그의 행  가운데 性理學을 수용하여 恭愍王代에 成均館 直講을 지낸 사실만

이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을 뿐, 문학사 으로 별다른 심을 끌지 못하다가 90년  

후반부터 본격 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 연구로는 柳晟俊(｢惕若齋 金九容의 生

涯와 詩｣, �韓國漢文學硏究�5집, 韓國漢文學硏究 , 1981, 5～22면)과 林鍾旭(｢金

九容의 詩文學論｣, 동  석사학 논문, 1990)의 연구가 있고, 90년  후반부터 진행

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들이 있다. 졸고, ｢惕若齋 金九容의 詩世界 硏究｣, 고려

학교 석사학  논문, 1996; 成範重, �惕若齋 金九容의 文學世界�, 울산 학교 출

부, 1997; 졸고, ｢김구용 시의 실인식과 풍격｣, �한국한시연구�5, 한시학회, 1997, 

199～244면; 하정승, ｢척약재 김구용 시의 일고찰 - 여흥 유배기의 시를 심으로-｣, 

�한문학보�1, 우리한문학회, 1999, 29～45면; 하정승, ｢척약재 김구용 시의 품격연구｣, 

�한문교육연구�15, 한문교육학회, 2000, 267～292면; 유성 , ｢고려 김구용과 그 시의 

낭만은일  의식 고｣, � 국연구�29, 한국외국어 학교 국연구소, 2002, 157～177

면; 유호진, ｢김구용 시의 청정 의상에 내포된 정신  의미｣, �한국한문학연구�30, 한

국한문학회, 2002, 187～219면. 이상의 성과물에서 볼 수 있듯이 惕若齋 문학에 한 

기존의 연구는 그의 시에 형상화된 의식세계와 그의 시가 지니는 미  특질에 한 

것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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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고, 2차 使行은 1384년 行禮使로서 遼東으로 견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그의 使行에서 무엇보다 특징 인 국면으로 주목되는 은 

2차 사행을 갔던 1384년 양국 간의 외교상의 문제로 인해 明 太祖의 命으

로 大理衛[雲南]로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지로 가는 도  病死한 사실이

다. 

南京으로 압송되었다가 그곳에서 유배지인 大理衛로 가는 여정은 5개

월 정도 소요 으며 그 기간 동안 창작한 작품 수는 31題 45수이다. 異國

에서의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그의 한시 작품에는 한 개인

의 실한 情懷가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惕若齋가 남긴 540 편의 

시작품 가운데 특히 이 시기에 지어진 작품들이 후  비평가들에 의해 주

로 회자되며 그의 ‘平澹精深’2) ‧ ‘淸贍’3) 등의 시 특징을 잘 보여 다고 평

가받았다. 

그러나 惕若齋의 使行詩에 한 기존의 연구는 成範重에 의해서 使行

詩에 담긴 반 인 내용에 해 연구가 진행된 것4)에 외에 별다른 성과

 2) 河崙, ｢惕若齋學飮集序｣, �惕若齋學吟集�(�高麗名賢集�4를 텍스트로 삼았다.), 

“牧隱先生學於中國, 卓爾有高明之見, 其於東人之詩, 有許可 , 獨於先生之作, 

有所嘆賞曰, ‘平澹精深 絶類及菴, 詩而至於平澹精深, 亦豈易哉’” �高麗名賢集�(성

균 학교 동문화연구원, 1987)에 수록되어 있는 �惕若齋學吟集�은 惕若齋의 17

세손 相元이 그의 從叔 秉湜 등과 함께 1884년경 重刊한 것이다. 이 重刊本은 初刊本

을 底本으로 한 2권 2책의 활자본으로 鄭煥堯  17세손 相元이 쓴 序와 許傳이 

쓴 跋이 卷首에 추가되었고, �輿地勝覽� 등의 文獻과 校한 註가 붙어 있다.

 3) 許筠, ｢惺叟詩話｣, �惺所覆瓿藁�(�韓國文集叢刊�74를 텍스트로 삼았다.), “金惕若

九容, 詩甚淸贍, 牧 所稱敬之, 下筆如雲煙 , 是已.”

 4) 成範重은 惕若齋의 사행시를 시기별로 나 고 작품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하

다. 1차 사행시의 경우, 국 문물의 찬양과 황은에 한 감사, 문화인으로서의 자부, 

인간 계에 한 신뢰, 유람자로서의 승경 감상, 유학자로서의 연구하는 자세, 행로의 

고통 등으로 그 내용을 분류하 다. 2차 사행시기 유배지로 가는 과정에서 창작한 

작품들은 이국 유배에 한 참담한 심정, 자신의 운명에 한 견, 유배 해제에 한 

희망, 고국( 는 고향)에 한 향수, 험난한 행로의 고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리하 다.(成範重, 앞의 책, 92～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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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이에 본고는 惕若齋의 使行詩 가운데 使行 도  유배라는 특수

한 상황 속에서 창작한 작품을 상으로 하여 그것에 나타나는 惕若齋의 

情懷와 그 특징을 살피고 그것이 使行詩 범주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피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惕若齋 개인과 그 시세계에 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 로 당  明과의 외교 계에서 지식인들이 지녔던 

인간  면모와 문학 세계를 온 하게 이해하는 단 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Ⅱ. 高麗末 외교 정세와 惕若齋 使行의 배경

金九容이 살았던 麗末의 시 는 內外的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이

다. 內的으로는 農莊의 私有化[大土地 兼倂], 寺院의 폐단 등의 문제가 

있었고, 外的으로는 두 차례에 걸친 紅巾賊의 亂, 끊이지 않는 倭寇의 침

략, 륙 정세의 변동에 따른 元 ‧明과 외교상의 문제 등이 산재해 있었

다.5)

高麗와 明 사이에는 1370(恭愍王 19)년 5월에 정식으로 國交가 성립되

어 두 나라의 계가 속하게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 이듬해 2월경부터 

明이 遼東으로 진출하면서 고려에 해 억압 인 자세로 태도를 바꾸어 

그 계가 硬化되기 시작하 다. 

惕若齋가 처음 使行을 갔던 시기는 바로 이 무렵이다. 明 太祖가 즉

 5) 이하 당  외교 정세와 使行 배경에 한 서술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다음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朴龍雲, �高麗時代史�下, 一志社, 1987.; 국사편찬 원회 

편, �韓國史�8, 探求 , 1981.; 한국사특강편찬 원회 편, �한국사특강�, 서울 출

부, 1990.; 한국사편찬 원회 편, �한국사�5 ‧ 6, 한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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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 5년이 되던 1372년 8월에 書狀官의 자격으로 明에 갔다가 이듬해 

7월에 귀국하 다. 이 使行 과정에서 惕若齋는 19題 22首의 시를 창작하

는데 그 작품들에는 明의 문물과 황제의 은혜에 한 찬과 문명국 使

臣으로서의 자부감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明의 요동 진출로 양국의 

계가 硬化되기 시작한 때이긴 하지만 明에 한 惕若齋의 태도가 여

히 우호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계가 악화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다. 恭愍

王은 즉  이래 계속해서 親明政策을 추구하며 개 정치를 단행해 나갔는

데 결국 왕 재  23년인 1374년 9월에 親元派인 崔萬生 ‧洪倫에 의해 弑

害되었다. 親明政策을 추구하던 공민왕의 被弑는 그 자체가 高麗와 明 간

에 여러 가지 어려운 외교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았다. 거기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 만에 다시 고려에 歲貢馬를 求索하기 해 왔던 明使 

蔡斌이 귀국하던 도  親元派인 金義에 의해 살해되는 불상사가 발생하

다.

이 게 양국 간에 난제가 첩되자 집정자 李仁任은 그 동안의 親明外

交路線을 바꾸어 단 되어 있던 北元과의 외교 계를 정식으로 재개하

다. 이와 같은 외교정책의 환은 당연히 明과의 우호 계를 주장하는 新

進士大夫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러자 李仁任은 元에 기울면서도 明에 

역시 사신을 견하는 등 兩端外交政策을 쓰지만 신진사 부들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375(禑王 元年)년에 李仁任 ‧池奫에 한 請誅上疏를 올린 

田祿生과 朴尙衷은 杖流되어 유배지로 가는 도  죽고, 北元 使臣을 맞아

들이는 것을 반 한 金九容 ‧鄭夢周 ‧李崇仁 ‧鄭道傳 ‧權近 등은 모두 

유배를 면치 못하 다.6) 

 6) �高麗史� ｢列傳｣ 卷第十七 <金方慶條>, “辛禑元年拜三司左尹, 時北元遣使來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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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金九容은 竹州로 유배되었다가 외가인 驪 으로 옮겨져 7년이라

는 세월을 보내게 된다.7) 정치 실에서 소외된 채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김구용은 1381(禑王 7)년, 그의 나이 44세에 소환되어 左司議大夫에 제수

된다. 그리고 이듬해 에는 成均大司成이 되고 이어 判典校寺事가 된다.  

당시 고려와 명의 계는 더욱 악화된 상태 다. 1383(禑王 9)년 10월에 

明은 海路로 들어간 金庾 ‧李子庸 등을 구 하여 여 히 인 태도

로 나오면서 이 의 5년 동안 린 歲貢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고려의 요청

을 들어주겠다고 알려왔었다. 아울러 禑王代에 北元과 수교를 재개함에 

따라 明 계는 악화되었었고, 이후 明은 고려에 사신을 견하지 않고 

遼東을 차단하여 고려 사신을 구 하는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 惕若齋의 

2차 使行은 이 무렵 이루어졌다.

1384(禑王 10)년 1월에 行禮使로서 명나라에 갔다가 私交를 했다는 죄

목으로 遼東에서 체포되어 南京으로 압송되었다. 결국 惕若齋는 明 太祖

의 명으로 大理衛[雲南]에 유배되고, 그해 7월에 流配 도  四川 瀘州 永

寧縣 客 에서 병으로 삶을 마치게 된다.

惕若齋가 明에서 유배를 당하게 된 원인으로 �高麗史�에서는 私交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8) 다른 기록에는 이에 해 약간의 차

‘伯顔帖木兒王背我歸明, 故赦爾國弑王之罪’ 李仁任池奫欲迎之, 九容 李崇仁鄭

道傳權近等, 上書都 曰, ‘若迎此使, 一國臣民皆陷亂賊之罪, 他日何面目見玄陵於

地下乎’ 慶復 仁任却其書不受, 諫官李詹全伯英等, 疏論仁任罪請誅之, 仁任杖流

諫官, 又以九容崇仁等, 害已並流之.”

 7) “金九容은 竹州로 유배되었다가 驪 으로 옮겨져서 江湖에 노닐며 날마다 술과 시

로 스스로 즐겼다. 그리고 그 거처한 집을 六友 이라 하 다.(�高麗史� ｢列傳｣ 卷十

七, “九容竄竹州, 移驪 , 放跡江湖, 日以詩酒自娛, 扁其所居曰六友 ”)”는 기록

에 따른다면 이 기간 동안 김구용은 自然에서 自樂하며 보낸 것 같으나 이 시기에 

지어진 150여 首의 詩작품에는 自然을 통해 慰安받는 自我의 形象과 함께 政治現實

에서 疏外된 不遇한 自我의 形象이 공존하고 있다. 

 8) �高麗史� ｢列傳｣ 卷十七, “初義州千戶趙桂龍至遼東, 都指揮梅義等紿曰, ‘我於爾



102  韓民族語文學 第59輯

이를 보이고 있다. 즉 그의 아들이 쓴 ｢先君行事要略｣에는 高麗에서 明에 

헌납하는 말이 늦게 이르러 유배를 가게 된 것으로 되어있고,9) 許筠의 �惺

叟詩話�에는 咨文에 고려가 明에게 헌납할 말 ‘五十匹’을 ‘五千匹’로 잘못 

은 것과 私交를 한 것 때문이라고 되어있다.10) 당시 명 태조는 고려에서 

말 오 천 필을 보내오면 惕若齋의 유배를 해제하겠다고 했으나 고려 내 

정계는 親明派와 親元派가 립 계에 있었고 親元派인 李仁任이 그 제

안을 거 하고 明에 말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惕若齋는 유배에서 

풀려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결국 당시 고려와 明과의 껄끄러운 외교 계

와 국내의 親明派와 親元派 사이의 립으로 인해서 惕若齋가 희생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Ⅲ. 惕惕惕惕若齋 使行詩에 형상화된 情懷의 양상

惕若齋는 7년 동안의 유배를 마치고 다시 등용되어 직면한 암울한 실

에서 그 실을 개 하고자 하는 데 있어 노정된 자신의 한계를 감하고 

그에 해 깊은 自愧感을 느낀다. 물론 驪  유배 시  개인의 문제에 함

國事每盡心行之, 爾國何不致謝耶?’ 十年以九容爲行禮使, 奉書兼賚白金百兩細苧

麻 各五十匹. 以行至遼東, 摠兵瀋敬葉旺 義等曰, ‘人臣義無私交, 何得乃爾?’ 遂

執歸京師, 帝命流大理衛, 行至瀘州永寧縣, 病卒四十七. 後禑追治桂龍誤傳義 流

之.”

 9) 金明理, ｢先君行事要略｣, �惕若齋學吟集�, “十七年甲子正月十五日, 奉使行禮遼

東都指揮司事, 以本國遲緩獻馬事流于大理衛. 行至四川南境瀘州永寧縣江門站, 七

月十一日, 以病卒于旅次, 年四十七歲.” 

10) 許筠, �惺叟詩話� 十八條, “嘗以回禮使, 致幣於遼東, 都司瀋圭執 京師, 其咨文 

馬五十匹誤塡以五千匹. 高皇帝怒其私交且曰, ‘五千馬至當放還也.’ 時李廣平當國

素不喜公背, 迄不進馬, 帝流公大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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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되었던 실 응 자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심을 다시 사회로 돌리

기는 하나 처음 조정에 출사해서 사회 반에 해 지녔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암울한 실에 한 근심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해 무

기력한 자신에 한 좌 감에 보다 비 이 놓인다. 

이러한 상황 에 1384년 行禮使로 明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유배를 당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창작한 惕若齋의 使行詩에는 그즈

음의 그러한 그의 고민과 情懷가 녹아들어 있다. 

1. 流配客으로서의 感想과 歸國에 한 갈망

南京에서 雲南으로 가는 동안 惕若齋가 창작한 작품에는 무엇보다 流

配客으로서의 感想과 故國으로의 無事歸還에 한 갈망이 실하게 담겨 

있다.

大理城은 어디인가?

三韓의 땅은  멀어지네.

강산에 사람의 얼굴 여 고

풍월에 나그네의 혼 스러지네.

술을 얻어 근심을 어내고

시를 지어 요함을 떨쳐내네.

聖恩은 어느 때에 미칠 것인가?

머리 돌려 하늘을 바라보네.

大理城何在, 三韓地漸遙

江山人面瘦, 風月客魂銷

得酒排 悶, 裁詩遣寂寥

聖恩流幾日, 回首望雲霄11)

11) 金九容, �惕若齋學吟集�下, 171면, < 赴雲南, 泝江而上, 寓懷 呈給事中兩鎭撫

三位官人> 其二. 이하 �惕若齋學吟集�에서 인용하는 시는 卷首, 面數, 詩題 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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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理城[雲南]은 惕若齋가 이 에 제 로 들어보지도 못한 궁벽한 곳이

었을 것이다. 유배지의 치가 서쪽 변경이라는 정도만 알 뿐 정확하게 어

디인지도 모르는 채 고려 땅과는 갈수록 멀어지는 상황에서 惕若齋의 심

정은 매우 막막하 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여정에서 하는 자연경물들은 

작자를 시름겹게 할 뿐이다. 그나마 술로 근심을 덜고 시로 요함을 달래

며, “신의 죄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천왕께서 聖明을 더하셨네. 

천둥번개 같은 무서운 엄 이미 거두어지니, 비이슬 같은 은택은 이름 하

기 어렵다네. 꿈은 箕子의 나라를 맴도는데, 이 몸은 大理城으로 유배되었

네. 中華와 東夷가 이제 막 하나가 되니, 어느 곳인들 편안하게 살지 못할

까?”12) 읊조려 보기도 하지만 惕若齋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유배를 해

제하는 聖恩이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가 될 지 기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안타까운 마음에 먼 하늘만 바라볼 뿐이다. 그래서 여정 에 동

정호를 지나면서는 “배 속에서 멀리 악양루를 바라만 볼 뿐, 직  올라 즐

기며 노닐지는 못하네. 어느 날에나 동쪽으로 돌아가며 다시 이곳을 지나

면서, 난간에 기 어 동정호의 가을을 완상하며 읊을까?”13)하며 안타까워

하는 것이다.

험난한 나그네 여정 이미 반년,

늙으신 부모님은 자식의 정성스런 효도 받기 어려우시네.

이르는 강산마다 빼어난 경치라고 말하지만

인간사와 달이 어느 때나 함께 원만해질 것 기 할 수 있을까?

출 을 표기하도록 한다. 

12) �惕若齋學吟集�下, 171면, < 赴雲南, 泝江而上, 寓懷 呈給事中兩鎭撫三位官

人> 其四, “臣罪當誅戮, 天王益聖明. 雷霆 已霽, 雨露澤難名. 夢繞胥餘國, 身流大

理城. 華夷方混一, 何地不安生.”

13) �惕若齋學吟集�下, 172면, <岳陽樓>, “舟中遙望岳陽樓, 未得登臨作勝遊. 何日東

歸重過此, 倚欄吟賞洞庭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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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천상의 학을 타고 오를 수 없음을 한스러워하니,

지상을 다니는 신선과 짝하는 것을 가 좋아하는지 알까?

오 천 필의 마는 소식이 없으니 

王良으로 하여  채  잡고 서두르게 해야겠네.

客路艱關已半年, 親難待彩衣鮮

江山到處雖云勝, 人月何時得共圓

恨我未乘天上鶴, 知誰好伴地行仙

五千駿馬無消息, 遣王良早著鞭14)

‘험난한 나그네 여정’이라고 했듯이 遼東에서 수도인 金陵[南京]으로 소

환되었다가 다시 유배지인 雲南으로 가는 여정은 매우 고생스러웠던 듯하

다. “백 사람이 와서 이웃을 맺으나, 쓸쓸한 나그네 길에 한 해의 을 맞네. 

지  병으로 죽은 사람 이미 여섯 이니, 바로 雲南에 이르면 몇 사람이나 

남게 될까?”15), “별자리 옮겨져 물이 바 니 한 해가 반이나 지난 것인데, 

쇠약하고 피폐해진 채 주머니 비었건만 나그네 돌아가지 못하네.”16) 하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이 듯 험난한 여정을 거치면서 이미 반년의 시간이 지났기에 부모님을 

비롯해서 고국에 있는 모든 것에 한 그리움이 큰 것이다. 惕若齋는 고국

에 한 자신의 그리움을 끊임없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결에 가탁하기도 하

고,17) 천지 어느 곳이나 비추는 달빛을 통해 표 18)하기도 한다. 

14) �惕若齋學吟集�下, 173면, <潘家谿驛> 其二 

15) �惕若齋學吟集�下, 173면, <悼亡>, “一百人來爲結隣, 客中憔悴一年春. 如今病歿

已五六, 直到雲南餘幾人.” 

16) �惕若齋學吟集�下, 173면, <曳船>, “星移物換年 半, 衰弊囊空客未還”

17) �惕若齋學吟集�下, 172면, <感懷> 其一, “十幅雲 一信風, 江山都是畫圖中. 誰知

萬里西征客, 心 滄波日夜東.” 

18) �惕若齋學吟集�下, 172면, <新月>, “家在松山下, 舟行江水濱. 黃昏一片月, 分照

兩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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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재주 없음에 해 부끄러워하

고,19) 그 처지를 망망한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이나 아득한 천지에 나

부끼는 쑥으로 비유하며,20) 그러한 처지는 亂을 만나 江南에 유락했던 王

粲보다도 더 가련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21). 

아울러 그러한 처지에서 사 부로서 아무 할 일 없이 무력하게 있어야 

하는 것에 한 답답함을 “해 긴데 한가지 일 없이 래산 아래에서 다만 

헛되이 잠을 자네22).”, “부평 처럼 옮겨 다닐 것은 이미 알았던 것이나 

긴 날을 허비하는 것은 감당키 어렵네.”23)라고 표 하고 있다.24) 그래서 

惕若齋는 자신이 비록 천상의 학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그

래도 유배에서 벗어나 지상의 신선처럼 다니고 싶은 소망이 있음을 언 하

다.

이러한 박한 상황에서 惕若齋가 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고려로부터 

보내오는 ‘ 마 오 천 필’이다. 앞서 유배의 배경을 살피는 과정에서 언 했

듯이 惕若齋가 유배를 당한 것은 咨文에 잘못 기재한 ‘말 오 천 필’이 빌미

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 오 천 필’은 惕若齋가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이다. 惕若齋는 옛날 훌륭한 마부 던 王良으로 

하여  말을 몰게 해서라도 하루빨리 말이 明에 도착하게 해야겠다는 표

을 통하여 유배 해제에 한 자신의 실한 심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19) �惕若齋學吟集�下, 172면, <贈石首縣尹>, “艾酒無人勸一杯, 客中 悶幾時開. 今

朝始得登江岸, 欲共淸流愧不才.”

20) �惕若齋學吟集�下, 172면, <端午>, “江海茫茫同泛梗, 乾坤杳杳若飄蓬”

21) �惕若齋學吟集�下, 172면, <荊州>, “行到江陵憶中宣, 登樓賦語至今傳. 天涯流落

知誰甚, 回首雲南 可憐.”

22) �惕若齋學吟集�下, 174면, <遣 >, “日長無一事, 蓬底但虛眠”

23) �惕若齋學吟集�下, 174면, <遣 >, “已認浮萍轉, 難堪永日消”

24) 자신의 처지에 한 이러한 인식은 실상 驪  流配期의 自我의 不遇한 처지를 형상

화하는 시들에서 보 던 詩想과 유사한 것이다. 



惕若齋 金九容 使行詩에 형상화된 情懷와 그 특징  107

죽고 사는 것 命으로 말미암으니 하늘인들 어  하리요

머리 돌려 동쪽을 바라보니 아득하기만 하네.

좋은 말 오천 필은 언제나 이르려나?

도화  밖 풀만 더부룩하네.

死生由命奈何天, 回首扶桑一惘然

良馬五千何日到, 桃花關外草芊芊25)

이것은 許筠이 �惺叟詩話�에서 ‘淸贍’하다고 評한 작품이다.26) 

우선 人間事의 궁극 인 문제라 할 수 있는 死生에 한 것은 결국 命

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제로 말문을 연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둘째 

구에서는 이러한 제에 한 다른 언 은 일체 없이 자신의 고려에 

한 그리움을 ‘惘’이란 한 자로 효과 으로 달하고 있다. 여기서의 ‘惘’

이라는 시어는 시 표면에 보이듯이 시  자아가 놓인 곳과 동쪽으로 고려

가 치한 곳과의 공간  거리가 먼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시의 느낌 

자체를 깊고 아득한 것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어 자신을 지

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수 있는 오천 필의 말이 빨리 이르기를 바라

지만 도화  밖 풀이 우북하다는 표 을 통해 그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암

시하고 있다. 여기서의 ‘芊芊’은 앞의 ‘惘’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

니, 시의 최종  느낌에 여운이 남게 하고 있다. 시 체에 걸쳐 시  자아

의 內面의 情緖나 意識을 직 으로 드러내는 詩語는 단 한마디도 없이 

그냥 담담한 표  속에 한 주체의 挫折感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5) �惕若齋學吟集�下, 172면, <感懷> 其二. �惺叟詩話�에는 “死生由命奈何天, 東望

扶桑露緲然. 良馬五千何日到, 桃花門外草芊芊.”으로 되어 있다.

26) 淸’이란 風格은 작자의 실  삶에 한 진지함과 정신  澹泊함을 토 로 형성되

는 것으로, 絢爛한 技巧가 아닌 澹泊한 표 가운데 그 기운이나 운치가 맑고 속기 

없게 감지되는 것이다. ‘贍’의 사  의미는 문장 내용이 富麗하고, 작자의 지식이 

廣博하거나 感情이 豊富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의 ‘淸’과 ‘贍’에 한 설명에 

의한다면 ‘淸贍’ 은 맑은 가운데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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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毅然함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배 끌고 뱃  두드리며 강 사이를 거슬러 올라가며

멀리 四川을 바라보니 산이 몇 만 겹인지.

하늘 에서 청조가 내려오는 것 어  그리 더딘가?

모랫가 백구의 한가로움에 매우 부끄러워지네.

별자리 옮겨져 節物이 바 니 한 해가 반이나 가버린 것 인데

약하고 피폐해진 채 주머니 비었건만 나그네 돌아가지 못하네.

어떻게 기이한 승지를 다 보고

가을바람에 한 번 웃으며 용 을 떠내려 올 수 있을까?

曳船撾鼓泝江間, 遙望西川幾萬山

天上何遲靑鳥降, 沙頭偏愧白鷗閑

星移物換年 半, 衰弊囊空客未還

安得盡看奇勝處, 秋風一笑下龍關27)

계 이 바 었건만 피폐해진 채로 여 히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유

배객의 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  자아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靑鳥인데, 이것은 바로 高麗로부터 明에 헌납할 말을 가지고 올 使

로서 그 이름이 더딘 것에 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심사를 白鷗의 한가로움과 비시켜 부끄러움이라는 정서

로 표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자신이 人間事에 해 超然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한 부끄러움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의 ‘笑’字가 내포

하고 있는 의미는 자신이 직면한 객  상황에 해 毅然해지고자 하는 심

정의 반 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심정이 바로 정치 실에서의 자신의 

삶을 모두 命에 달린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니, “이미 허물 있는 사람

이 기꺼이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니, 로부터 명을 아는 것이 어질고 명

27) �惕若齋學吟集�下, 173면, <曳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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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28).”, “세상일 모두 명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생각을 바꾸면 모두 

헛된 것일 뿐. 변방의 노인은 진실로 말을 잃은 것이고, 장자인들 어  물

고기의 마음을 알았겠는가? 뭇 산을 오를 신발 제 로 갖추지 않았고, 만 

리를 갈 수 에 덮개 우기 어렵네. 성인도 災厄이 있었으니, 陣과 蔡나라

에서의 변을 제거할 수 없었네29).”라고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신의 삶을 객  거리를 두고 바라보려는 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2. 澹泊하고 閑寂한 경계에 한 희구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각자 나름의 理想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실에서 자신이 바라는 로 충족되기도 하고 혹은 실 되지 못하기도 한

다. 후자의 경우 개인은 망, 좌 , 울분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

들은 문학작품의 요한 정서를 이룬다. 곧 失意한 개인은 문학작품을 통

해 이루어지지 않은 혹은 앞으로도 실 될 수 없는 자신의 理想에 해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理想과 괴리가 있는 실의 상황에 해 울분을 토

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惕若齋의 경우는 자신의 이상이 좌 된 실에 해서 슬픔에 

침잠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

이며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는 자세를 보인다. 이것이 惕若齋가 작품을 통

해 슬픔이라는 정서를 녹여내는 방법이다. 곧 悲哀의 감정을 유발하는 비

참한 실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하여 

그 슬픔으로 인해 자칫 심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작자의 정신 인 극

28) �惕若齋學吟集�下, 173면, <贈李仲正>, “已不尤人肯怨天, 古來知命是仁賢”

29) �惕若齋學吟集�下, 174면, <遣 >, “世事皆由命, 翻思摠是虛. 塞翁眞失馬, 莊叟

豈知魚. 未蠟千山屐, 難巾萬里車. 聖人還有厄, 陣蔡不能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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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보여 주는 것이다.

惕若齋는 明에서 유배지인 雲南으로 가는 여정 에 무엇보다 외부와 

격 된 地勢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그리하여 순박한 강 에서 날 물면 

울타리에 배를 매어두고, 창 머 학 울음소리를 들으며 갈매기와 짝하여 

잠을 청하고30), 곡을 지나면서는 그 지세를 포착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짓고 있다.

양쪽 암석 가팔라 마치 문을 세워둔 듯하고

깎아지른 것 더러 도끼와 끌 자국인 듯.

나무 빛 하여 항상 비에 젖은 듯하고

원숭이 울음 아득히 구름 속에 묻히는 듯.

오랜 세월의 흥망에 한 소식 들림이 없으니

강하고 약한 자 천년을 두고 얼마나 바 었나?

막한 산 에 일 하나 없으니

거주하는 사람들 로 태평시  백성이 되겠네.

兩邊巖石矻如門, 刻削猶疑斧鑿痕

樹色淋漓常看雨, 猿聲縹緲欲埋雲

亡萬古無消息, 强弱千秋幾吐呑

寂寞山村無一事, 居人自作太平民31)

배를 타고 곡을 지나며 양쪽 벽으로 인해 외부와 단 된 듯한 지세

에서 시  자아가 포착한 것은 막함 속의 평화로움이다. 시 반부에서

는 곡의 지세를 구체 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구름에 묻히는 

30) �惕若齋學吟集�下, 173면, < 急>, “ 急山如走, 舟行岸自移. 異鄕頻問俗, 佳處

强題詩. 吳楚千年地, 江湖五月時. 莫嫌無一物, 風月也相隨. 暮宿淸江口, 籬邊繫

船. 隔牕聞鶴唳, 欹枕伴鷗眠. 霧重山仍雨, 風恬浪作烟. 曉看茅屋處, 淳朴一山川. 

山漸周圍水漸淸, 泝流船疾浪花生. 戊林脩竹無人處, 時聽幽禽一兩聲.” 

31) �惕若齋學吟集�下, 174면, <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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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아득히 들려오는 원숭이 울음소리와 항상 비온 듯 하게 젖어있는 

나무들을 통해 그곳이 얼마나 深谷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어 후반부

에서 이러한 곡에서 번다한 외부세계와 단 된 채 인 인 그 어떤 일

도 없이 살아가는 산 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이상 세계를 시사

하고 있다. 즉 아무런 動搖가 없는 靜寂의 상태,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한가한 상태에 놓여 있는 세계를 동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閑寂하게 心性을 修養하며 지내는 老僧에게도 羨望의 시

선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작은 감실 푸른 바  사이에 높이 걸려 있고,

물고기와 새는 烟霞에 함께 한가롭네.

늙은 스님이 세상 피해

창에 기  아침 녁으로 물소리 들을 수 있음 부러워할 만하네.

龕高掛翠巖間, 魚鳥烟霞共一閒

堪羨老僧能避世, 倚窓朝暮聽潺湲32)

이번에 시  자아가 시선을 둔 곳은 높은 벽 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

이며, 그 주 의 경물들은 요하고 한가롭게 묘사되고 있다. 거기에 속세

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채 단지 아침 녁으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

며 지내는 스님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그 스님을 하는 시  자아의 정서

는 ‘부러움’으로 표출된다. 물 흐르는 소리는 주로 存在의 內面을 洗滌하

는 매개로 구사되기도 하므로, 여기에서 특히 시  자아가 스님의 생활 

에서도 창에 기 어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에 심을 드러낸 

것은 그것이 바로 心性 修養과 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自我의 本性 發見을 해 心性 修養에 精進할 수 있는 객  

32) �惕若齋學吟集�下, 172면, <觀音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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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을 惕若齋는 갈망한 것이다.

이 듯 惕若齋는 자신의 理想이 좌 된 객  정세에 직면해서  삶을 

통해 지향했던 그의 理想 世界를, 澹泊하고 閑寂한 경계로 인식되는 佛寺

나 혹은 속세와는 격 된 공간에서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세계에 한 막연한 갈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상 인 경계

가 암울한 당  정치 실 속에 구 되기를 希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비록 암울한 시 에 실제로 정치 실을 개 해나가는 주체 

세력의 주도  치에 서지는 못했지만, 좌 된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정 인 세계를 발견하고, 당 의 정치 실이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 세계

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원하는 마음을  삶을 통해 견지했던 

것이다. 

Ⅳ. 惕若齋 使行詩의 특징과 의미

이상의 논의를 토 로 惕若齋 使行詩의 특징과 의미를 정리하고, 그것

으로 결론을 신한다.

惕若齋가 1384년 2차 사행 때 지은 시작품들은 그가 처했던 특수한 상

황으로 인해 여타 다른 使行詩들과는 달리 시  화자가 使臣보다는 流配

客의 입장에서 창작된 것이 부분이며, 그로 인해 시내용에도 차이를 보

인다. 1372년 1차 사행 때의 작품들에는 주로 국 문물과 明 皇帝의 聖恩

에 한 찬,33) 문명국[고려] 使臣으로서의 자부심,34) 행로의 어려움35) 

33) �惕若齋學吟集�上, 143면, <上汪丞相> 其一, “鯨海茫茫駕 舟, 長風吹起帝王州. 

千年地勝皇居壯, 萬歲山高王氣浮. 人物車書唐漢宋, 衣冠禮樂夏殷周. 不材承乏觀

光到, 仰望天門更叩頭.”; �惕若齋學吟集�上, 144면, <賜宴>, “喜氣排寒氣, 天朝德

業光. 絃歌含古律, 肴酒噀淸香. 雨露恩初重, 風雲慶更長. 醉扶街上路, 歡樂未渠

史.”; �惕若齋學吟集�上, 144면, <癸丑四月, 自大倉召至京師, 賜宴光祿寺, 奉天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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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2차 사행 때의 작품들에는 험난한 유배 

상황에 한 感想, 고국으로의 무사귀환에 한 박한 바람 등이 주를 이

룬다. 

이 외에 이 시기 使行詩에 보이는 특징은 使行 도  포착하는 경물과 

당면하는 상황 속에서 섬세하게 자신의 이상 세계를 감지하고 그 속에 惕

若齋 자신의 내면 지향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惕若齋는 士大夫로서 혼란한 고려 사회를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 세계

로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지니고 정치 실에 참여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려 하 다. 그러나 객  정세에 직면했을 때 고려사회의 여러 

모순들은 그의 의지 로 쉽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

러한 한계상황은 그로 하여  내면 성찰에 치 하도록 하 고, ‘主敬行義’

라는 心性修養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고자 하 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動因이 되어 惕若齋의 시세계에는 당면한 실에 

해 진지하게 고뇌하는 모습과 함께 실을 그 자체로 수용하고 그 속에

서 정 인 일면을 찾고자 하는 일 된 삶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아울

러 맑고 고요한 경계를 작품 속에 다양한 양태로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상 세계에 한 지향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이 시기 使行詩

에 그 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징을 지닌 惕若齋의 使行

詩를 통해 고려말 明과 高麗의 혼란한 외교 정세에서 당  지식인들이 어

떤 고민을 하 으며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처해 나갔는지의 일면을 엿볼 

下面聽宣兪, 復用前韻> 其一, “遠目胥餘國, 來觀上國光. 骨醺光祿酒, 身惹御爐香. 

振乾坤整, 恩深日月長.政刑俱以德, 北極在中央.”

34) �惕若齋學吟集�上, 143면, <上禮部陶尙書>, “聖主龍 第五春, 獨 儒術作詞臣. 

從容禮樂淸 盛, 遊戲詩書寵命新. 毳服氈車爭入貢, 卉衣椎䯻摠爲賓. 只緣箕子遺

風在, 班列還陞絶域人.”

35) �惕若齋學吟集�上, 145면, <途中>, “夜困飛蚊晝困蝱, 嘬人咬馬血盈盈. 草深泉渴

炎如火, 誰識遼東六月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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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惕若齋 사행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니, 

惕若齋의 使行詩는 高麗와 明의 혼란한 외교 정세 속에서 당  지식인들

의 明에 한 의식과 使行을 통해 형성된 自國과 自我에 한 인식을 엿

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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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ffect and features expressed in the envoy poetry 

of Kim Ku-yong

- Focusing on the works of the year 1384 envoy period -

36)Kim, Jin-kyung*

The present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affect and features expressed 

in the envoy poetry of Kim Ku-yong in the efforts of examining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change of East Asia in history. The late Koyro 

dynasty intellectuals came to perceive their home country and ego through 

the experience as an envoy and awareness of Ming kingdom. The present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e of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perception of 

the late Koyro dynasty intellectuals. 

As a Confucian scholar, Kim Ku-yong(1338-1384) lived a life of 

righteousness in the chaotic period of late Koyro dynasty. It should be noticed 

that he was exiled by Ming Tae Jo because of diplomatic issues between 

Ming and Koyro dusing his second visit to Ming kindom as as envoy.  

Unfortunately he died of an illness on his way to Yunnan, the place of exile. 

Desperate emotions of an individual are nicely expressed in his Chinese 

poetry works created under the unique circumstance of exile in a foreign 

country. His works written during this period are the most well-known ones 

and appreciated as representing clean and pure features of his poetry by later 

critics. 

As an exile Kim Ku-young could not but have depressed feelings about 

his unfortunate circumstances and wish to go back to his home country. On 

* DanKu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Incumbent Researcher / 

yesha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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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way to his exile place, however, he focused his attention to the clean and 

pure world that he had pursued ideally. Beyond his simple desire for such 

a world, this reflects his wish to actualize the clean and pure world in the 

hopeless political reality at that time. In other words, throughout his whole 

life he kept his philosophy that he must continue to find a positive world even 

in the case of having his ideal frustrated and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should move to the direction of his ideal world. 

As we have seen, the envoy poetry of Kim Ku-yong reflected the earnest 

emotions of an exile rather than general impression of an envoy. In addition, 

his envoy poetry expresses his inner world seriously rather than mere 

appreciation of foreign things as seen in other envoy poetry. 

Key-words : Kim Ku-yong, envoy poetry, Yunnan, exile, a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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