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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발시(���)

첫번째 장은, 병석의 늙은 어머니가 아들이 그리워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안타까움이다. 둘째장은 그리움과 가난의 안타까움에 지친 고부(��)는 손을 모아 하늘에다 빌면

서 막막한 하늘의 처분만 기다린다. 그리고는 대답없는 하늘을 보며 병도 잊은 채 늙은 할머니는 밖을 뛰어 나간다. 라고 노래했다. 장계향 선생의 행실을 적은 '실기(��)' 끝에 호쾌한 초서

로 각인되어 있는 시. 열 살 전후에 지은 것으로 18세기 말 학자이자 정치가인 간옹 이헌경(���)으로부터 필적이 정묘하다는 평을 들었다. 조선 전기 서예의 대가이며 특히 초서에 조예가 

싶었던 정윤목이란 분은 부인이 쓴 적벽부체(����)를 보고 필체가 호방하고 강하여 중국인의 필체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전가보첩(����)

두 편의 시는 수첩(�� 수놓은 서첩(��)임) 속에 있다.장계향 선생이 10세 무렵에 쓴 시가 수놓은 전체 8면의 수첩. 4, 5면에 상서로운 구름과 여덟 마리의 용을 수놓았으므로 '팔룡수첩'이

라고도 한다. 선생의 성인음(���)과 소소음(���)이 들어 있으며, 18세기 말 남인 계열 학자인 이헌경과 목만중이 이를 찬탄해서 쓴 발문이 전해지고 있다. 자녀들에게는 늘 "너희들이 

비록 글 잘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나는 귀하게 생각 하지 않는다. 다만 착한 행동 하나를 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아주 즐거워하여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르침으로써 과거시험 공

부보다 성리학의 학문적 본질(��)을 하나라도 몸소 실천함을 근본으로 삼았다.또한 강인함과 온유함을 갖춘 도덕적 품성으로 나이 든 사람이나 과부, 고아처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아

무도 모르게 힘껏 도왔고, 만년에 이를수록 숨겨둔 재주와 덕행이 드러나서 칭송을 받았다. 17세기 이후 조선인들은 장계향 선생을 맹자(��)나 정자(��)의 어머니와 같은 현명한 분이라

고 칭송하였다. 여성의 학문적 자유나 사회적 제약이 많았던 시대를 살다간 양반가의 여인, 장계향 선생,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가치로운 삶을 살다간 그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

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스승이자,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가르쳐 주는 크나큰 인물이었다.

���(성인음:성인에 대하여)

����� 성인의 때에 태어나지 못해서, ����� 성인의 모습 뵈옵지 못했으나,

����� 성인의 말씀 들을 수 있어, ����� 성인의 마음 쓰심을 넉넉히 알리.

���(소소음:솔솔 내리는 빗소리에 대하여)

����� 창 밖에서 소록소록 비내리는 소리.

����� 소록소록 그 소리는 자연의 소리러라.

����� 내 지금 자연의 소리 듣고 있으니, ����� 내 마음도 또한 자연으로 가

는구나.

���
경신음

몸가짐을 조심함에 대하여

����� 이 내 몸은 부모께서 주신 몸인데,

����� 감히 이 몸을 공경하지 않을건가.

����� 이 내 몸을 욕되게 한다면,

����� 이것은 어버이 몸을 욕되게 함이로다.

����
증손신급

손자 신급(��)에게 주는 시

����� 지금 너의 별우시를 보니,

����� 그 가운데 성인의 말씀을 배운다는 말이 있구나

����� 내 마음이 기쁘고 네가 가상스러워,

����� 한 수를 지어서 너에게 보내며 기뻐한다.

손자 신급의 별우시(���)를 읽고 '성인의 마음을 배운다고 했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읊은 시이다.

����
증손성급

손자 성급(��)에게 주는 시

����� 새해에 네가 마음을 경계하는 글을 지었다 하니,

����� 너의 뜻은 지금 사람과는 다르구나.

����� 어린 아이 같았던 네가 벌써 학문을 지향하고 있으니,

����� 벌써 옳고 바른 선비 되려고 하는구나.

첫번째 장은,

���� 새하얀 머리되어 병에 지쳐 누웠는데.

���� 자식은 멀리 만리되는 수(�)자리에 갔구나.

���� 만리 밖, 수(�)자리의 내 아들.

���� 어느 달에 오려는가?

둘째 장은,

���� 새하얀 머리되어 병에 지쳐 누웠는데.

���� 서산에 지는 해는 붉게 타며 저물어 간다.

���� 하늘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어 봐도.

���� 무심한 하늘은 막막하여 대답조차 없구나.

셋째 장에서,

���� 새하얀 머리는 병을 무릅쓰고 달려 나갔다.

���� 혹은 일어서고 혹은 넘어졌다.

���� 지금 오히려 이와 같은데.

���� 속옷 자락은 어째 이 모양인가!

��� ����

글과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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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우시

드물고도 드문 경사

������� 인생이 70을 사는 것은 옛부터 드문 일이라 했는데.

������� 70에 3살을 더했으니 드문 가운데 더욱 드문 일.

������� 드문 가운데 아들 많으니 더욱 드문 일.

������� 드문 가운데 드문 일이 겹쳐 드문 경사가 나에게 있구나.

희우시(���)는 73살 오래 산 기쁨과, 아들 손자가 많은 자신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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