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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임종 장례 일기 연구*

1)박동욱*

[국문초록]

임종 장례 일기는 임종과 장례 과정을 다루고 있다. 죽은 사람을 대신해 그의 가장 측근 

중 한 사람이 기록한다. 일기는 날짜별로 기록된 자신의 일상이니 당연히 작성자 또한 본

인이 되지만, 임종 장례 일기의 경우는 타인을 대상으로 한 기록이다.

통상 임종 장례일기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임종의 순간이나 장례

의 과정을 다룬다. 일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1달 안팎의 짧은 기간을 다루고 있다. 지금 흔

히 쓰는 考終日記란 용어는 임종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로는 임종  장례 

일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임종 일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죽음을 맞는 모습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

무도 없다. 평생 동안 했던 공부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

상의 생활을 단절하지 않고 육신이 한계치에 이를 때까지 지속했으며 사람들에 대한 태도

는 정중했다. 이 모든 것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바탕이 되었다. 제자들에 대한 강론

을 지속하고 문병객들을 상대했다. 

병세가 위중해지면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집중하지 않았다. 본인의 몸에서 보

내오는 죽음의 증후를 인정하며 의원을 청하거나 약을 먹지 않고, 음식 섭취를 줄여나갔

다. 몹시 위중해지면 남에게 배변을 위한 도움을 받거나 노출이 불가피할 때도 극도로 조

심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임박하며 정침으로 자리를 옮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

기고 세상을 떠났다.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9년도).

** 한양대 인문과학대 부교수 / sanw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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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죽음을 보는 것도 내 삶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들의 죽음에

서 지금까지 살아 왔던 삶의 의미를 반추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의 의미를 재조정하는 시

간이 된다. 그들이 갔던 길이 곧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임종 장례 일기는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웰다잉의 의미를 재고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임종, 장례, 고종일기, 죽음, 투병

1. 서론

삶의 대척점에 죽음이 위치해 있다. 어떤 화려한 삶도 결국 죽음이란 명징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인간은 죽

음을 기억함으로써 삶의 참다운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세에 올수록 

죽음은 화려한 삶의 순간에게 모든 자리를 양보했다. 사람들은 죽음을 直視하기

보다는 忌諱를 택했다. 죽음에 대한 외면이야말로 삶의 본질에 대한 외면에 다름 

아니다. 

조선 시대 喪禮와 祭禮는 일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었다. 타인의 죽음을 기억

하는 기간이나 장소는 일상적인 생활과 공간에 긴밀히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자

신의 삶을 살면서도 타인의 죽음도 함께 기억했으며, 자신의 죽음도 미리 엿보았

다. 만시, 제문, 묘지명 등 죽음과 관련된 글도 빈번이 창작되었다. 예전에 죽음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일상에서 함께 겪는 흔한 일이었지만, 근세에 들어 죽음은 

죽은 사람만의 체험으로 산 사람과는 철저히 격리됐다.

조선 시대 일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로 기록했다. 일기에 대해서는 여

러 연구자들에 의해 정리되었지만,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자료가 많이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 그중에 죽음을 주제로 한 일기로는 임종 장례 일기를 들 수 있다. 

임종 장례 일기는 임종과 장례 과정을 다루고 있다. 죽은 사람을 대신해 그의 가장 

측근 중 한 사람이 기록한다. 일기는 날짜별로 기록된 자신의 일상이니 당연히 작

성자 또한 본인이 되지만, 임종 장례 일기의 경우는 타인을 대상으로 한 기록이다.

통상 임종 장례일기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임종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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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대상 작성자
대상과
의 관계

연도와 기간3) 분량 종류 문집 

正終日記
奇宇萬

(1846∼1916)
柳昌秀 제자

1916년 10월 27일 

∼10월 28일 
3쪽 �松沙先生拾遺�

廬墓日記
金光灝

(1720∼1781)

金謹樞

(1747∼1814)
아들

1781년 10월 초2일 

∼1783년 8월 16일
37쪽

여묘

일기
개별일기

終天錄 金鎭敎(?∼?)4)
金時洛

(1857∼1896)
아들

1878년 4월 15일 
∼1878년 4월 23일 

(9일)

5쪽 �莊庵文集�

蹈海日記
金道鉉

(1852∼1914)
金礪來 손자

1914년 11월 2일 

∼1914년11월 7일 

(6일)

21쪽
자정
순국

�碧山先生文集�

正終錄
金相頊

(1857∼1936)
金相壽

(1875∼1945)
동생

1936년 12월 17일 

∼1936년 12월 24일 

(8일)

3쪽
�勿窩先生文集�

�草廬文集�

泣血錄 

庚申日記

金奭鎭

(1843∼1910)

金寗漢

(1878∼1950)
아들

1910년 9월 4일 

∼1911년 3월 6일
20쪽

자정

순국
�及愚齋集�

考終錄
金正漢

(1711~1766)
金台漢 從弟

1766년 11월 23일 

∼30일 (8일)
7쪽 �芝谷集�

이나 장례의 과정을 다룬다. 일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1달 안팎의 짧은 기간을 다

루고 있다. 지금 흔히 쓰는 考終日記란 용어는 임종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로는 임종 장례 일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임종 장례 일기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國權

이 상실된 뒤에 전국에서 뜻있는 선비들의 殉國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렇게 순국

을 결심하고 결행의 과정을 적은 自靖殉國日記1)에 대한 연구가 그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개별적인 임종 장례 일기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자정순국 일기를 

포함한 임종 장례 일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수집 가능한 임종 장례 일기의 현황을 정리한 후, 임종 장례 일

기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선조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을 확인하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이 시대에 웰다잉[Well-Dying]의 의미에 

대해서도 재고하기를 기대해 본다.  

1) 김기주(1993); 이망호(1993); 노관범(2005); 정병호(2010; 2014).

2) 노관범(2005); 류용환(2005); 김미영(2008); 오용원(2009); 박균섭(2011); 이인철(2011a; 

2011b); 김윤정(2013); 박주(2014); 김경숙(2016; 2017); 이욱(2019); 정진영(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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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月軒癸

未日記

金守一

(1528~1583)

黃汝一

(1556~1622)
사위

1583년 6월 1일 

∼1583년 8월 25일
48쪽   개별일기

辛亥考終

日錄

金宗燮

(1743∼1791)

金慶進

(1752∼1794)
從子

1791년 11월 21일 

∼12월 2일(12일간)
14쪽 �濟庵集�

臨終時日

記病錄

南極曄

(1736~1804)
南碩宇(?∼?) 아들

1803년 3월

∼1804년 2월 14일
�愛景堂遺稿�

考終錄
盧秀五 

(1838~1908)

盧祐容

(1855~1927)
삼종질

1908년 1월 18일 

∼28일( 11일간)
9쪽 �芳旅先生文集�

昌東日記
朴世和

(1834∼1910)

尹膺善
(1854∼1924)

申鉉國

(1869∼1949)5)

문인
1910년 7월 27일 

∼8월 28일 (32일간)
30쪽

자정

순국

�毅堂集�

개인소장본

王考府君

考終錄

成石根

(1878∼1930)

成在祺

(1912~1979)
손자

1930년 10월 3일 

∼10월 30일(28일간)
5쪽 �定軒遺集�

靑巴日記
宋秉璿

(1836~1905)
여러 사람 제자

1905년 10월 21일 

∼1905년 12월 30일

103

쪽

자정

순국
개별일기

寢疾記
沈魯巖

(1766∼1811)

沈遠悅

(1792∼1866)
아들

1810년 7월

∼1811년 1월 20일
67쪽 �鶴陰散稿�

廬墓日記 어머니
黃載重

(1664∼1718)
아들

1697년 3월 23일 
∼1698년 5월 1일

7쪽
여묘
일기

�龜巖遺稿�

辛未日記
吳駿善

(1851∼1931)
梁相賀 문인

1931년 6월 20일 
∼7월 16일

7쪽 장례 �後石遺稿�

靑邱日記
李晩燾

(1842~1910)
李綱鎬 재종손

1910년 8월 14일 

∼9월 6일 (24일)
63쪽

자정

순국
개별일기

考終日錄
李中彦

(1850~1910)
李瑞鎬 아들

1910년 8월 6일∼

10월 4일
16쪽

자정

순국
�東隱實記�

考終錄
張緯恒

(1678∼1747)
張泰翰 아들

1747년 4월 9일과 

4월 10일
3쪽 �臥隱集�

華島愼終
記事

田愚
(1841~1922)

柳永善
(1893~1961)

제자
1922년 7월 1일 
∼7월 7일

6쪽 장례
�玄谷集�

葬禮儀式
田愚

(1841~1922)
柳永善

(1893~1961)
제자

1922년 9월 9일 
∼9월 18일

3쪽 장례 �玄谷集�

考終日記
鄭裕昆

(1782~1865)
鄭致韺 문인

1865년 7월 

12일∼9월 21일
13쪽 �晩悟文集�

對馬島日

記

崔益鉉

(1833~1906)

林炳瓚

(1851~1916)
제자

자정

순국
개별일기

考終日記
崔興遠

(1705∼1786)
李鍍

외손자 

겸 문인

1786년 8월 7일 

∼8월 22일 (16일)
8쪽 �백불암선생언행록�

3) 임종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4) 김시락의 친부는 金敬鎭이고 양부는 金鎭敎이다. 여기서는 친부인지 양부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양부로 

추정된다.

5) 이 두 사람이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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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종일기의 현황과 의미

임종 장례 일기의 表題로는 考終, 愼終, 易簀, 正終, 泣血, 終天 등이 있다. 이외

에 哀感錄, 弔客錄이 있기는 하나, 이런 경우는 弔客과 賻儀를 기록한 것으로 본

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6)

주제별로 보면 크게 고인의 투병과 임종 과정을 다룬 임종 일기, 임종 후 장례

의 과정을 다룬 장례 일기 등을 들 수 있다. 장례 일기에는 장례 과정을 다룬 일

기가 가장 많고, 시신을 옮기는 과정을 다룬 返柩日記와, 侍墓의 과정을 다룬 廬

墓 일기, 묘를 옮기는 移葬 일기 등이 포함된다. 또, 임종일기나 장례일기로 남아 

있는 것으로 국권 상실로 인해 순국의 과정을 다룬 自靖殉國 일기 등이 있다.

임종 일기는 투병 과정과 임종 과정을 주로 다루고 있고, 장례 일기는 장례의 

과정을 다룬다. 대개 임종 장례 일기로 통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임종, 장례, 

임종과 장례의 과정 모두 다룬 세 가지로 나뉜다. 여기에 病錄을 포함한 경우도 

있다. 병록은 侍湯이라고도 쓰이는데 治病 과정에 투약한 약과 치료를 담당한 의

원 등을 적었다. 임종일기에서 병록을 포함한 경우는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

다. 심원열의 ｢寢疾記｣와 極曄(736~1804)의 ｢臨終時日記病錄｣은 病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投藥과 病勢의 과정 등을 매우 자세히 적고 있다.7) 임종 장례 일기와 

별도로 부모님의 간병 과정을 다룬 것도 있는데, 알려진 병록으로는 河益範

(1767~1813)의 �家大人侍湯時日記�가 있다.8)

장례 일기로는 柳永善(1893~1961)이 스승인 田愚(1841~1922)에 대해 남긴 �

華島愼終記事�와 �葬禮儀式�이 참고가 된다. �華島愼終記事�는 발병에서 초종까

지의 일을 기록했다. 전우는 1922년 7월 1일에 병이 나서 4일에 타계했으며 7일

6) 전성운(2010).

7) 심원열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기록을 여러 편을 남겼는데, ｢先府君悌田居士行錄辛未｣, ｢血謹錄｣, ｢叙

寢疾記｣, ｢寢疾記｣, ｢叙愼追錄｣, ｢愼追錄｣ 등이 있다. 심노숭도 자신의 부모에 대한 기록을 여러 편을 

남겼는데, ｢先府君寢疾記｣,｢先夫人寢疾記｣ 등이 있다. 

8) 이밖에도 몇 편이 더 있다. 李樹仁, ｢心病錄｣, 盧守愼, �政廳日記� 등이 있다. 노수신 일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가 된다. 김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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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장례를 준비했다. 작성자인 류영선은 직접 스승의 皐復을 담당했다. 임종을 

지켜 본 제자들은 49명이며, 후에 加麻한 사람은 215명이었다. �葬禮儀式�은 9월 

9일에 빈소를 열고, 18일에 卒哭을 지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했다. 제자들이 스

승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과정이 상세히 나온다. 

廬墓 일기는 상제가 무덤 근처에 여막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무덤을 지키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여묘는 侍墓, 居廬 등으로 쓰인다. 金謹樞의 �廬墓日記�, 鄭

時海(1872~1906)의 �廬墓日記�, 黃載重(1664∼1718)의 �廬墓日記� 등이 있다. 

자정순국 일기는 國權 침탈 과정에서 義憤을 참지 못하고, 殉節하는 과정을 적

은 것이다. 순절의 방식으로는 단식이 가장 많으며, 특이한 경우로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죽는 蹈海도 있었다. �蹈海日記�(金道鉉)9), �靑巴日記�(宋秉璿), �靑

邱日記�(李晩燾), �考終日錄�(李中彦), �昌東日記�(朴世和), �읍혈록(경신일기) 泣

血錄(庚辛日記)�(金奭鎭), �對馬島日記�(崔益鉉), �終天錄�(劉秉憲) 등이 있다. 

작성자는 크게 아들과 제자로 나뉜다. 이외에도 손자, 從子, 從弟, 사위, 재종

손, 동생, 외손자 등도 있는데, 모두 손아래 사람이 손윗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상식적으로 아들과 제자는 지근거리에서 故人을 모시기에, 고인의 생전 모습

을 재구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이다. 특히 아들이나 손자의 경우에는 가까

이에서 侍側했기에 매우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일기의 수록 방식은 단행본, 대상자의 문집, 작성자의 문집으로 나눌 수 있다. 

대개는 대상자의 문집에 수록된다. 송병선의 경우에 여러 문인들이 스승의 순국

을 기록한 일기를 남긴 바 있다. 한 명의 대상을 두고 複數의 일기가 존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靑巴日記�는 송병선의 여러 문인들의 일기를 취

합하여 한 권으로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 참고하지 않은 일기도 몇 편이 남아 있

다. 또, 대상자와 작성자 모두의 문집에 수록된 경우도 있다. 형 金相頊(1857∼

1936)의 죽음에 아우 金相壽(1875∼1945)가 고종일기를 썼는데, 이 기록은 두 사

람의 문집인 �勿窩先生文集�, �草廬文集�에 함께 실려 있다. 두 사람의 기록은 글

9) ( ) 안에 있는 인명은 해당 작품의 지은이가 아니라 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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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합계

편수 1 1 5 4 14 25

자의 출입이 약간 보인다. 또, 한 사람의 고종일기가 異本의 형태로 여러 종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이상정에 대한 고종일기는 필사본 2책과 �大山先生實記�등 3

종이 남아 있어, 개작(改作)의 과정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한글로 기록된 고종일기도 있다. 文谷 金壽恒(1629∼1689), 夢窩 金昌集(1648

∼1722), 竹醉 金濟謙(1680∼1722) 등 3대가 賜藥을 받아 하세하는 과정을 기록

한 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문곡이 고종자였던 ｢긔유｣, 몽와와 죽취가 고종

자였던 ｢임인유교｣가 있다.10)

가장 이른 시기의 고종일기로는 이황과 鄭逑의 고종기를 들 수 있다. 이황의 

고종기는 1570년 11월 9일에 時祭 참석차 溫溪에 갔다가 감기에 걸린 일로부터 

시작해 12월 8일 逝世까지의 과정과 1571년 3월에 葬禮를 치르는 상황이 기록되

어 있다. 크게 발병 경위, 임종 과정, 장례 과정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분량은 

매우 짧기 때문에 소박한 형태의 임종 장례 일기로 볼 수 있다. 임종 과정이 2/3, 

장례 과정이 1/3 정도 분량을 차지한다. 실제 임종까지의 기간은 1달 남짓 되지

만 기록에 남긴 것은 9일에 불과하다. 기록한 사람은 모두 4인으로 柳雲龍, 李安

道, 李德弘, 趙穆 등이다. 후에 임종 장례 일기를 대체로 단독으로 집필하는 것과

는 차이가 있다. 작성자 중 한 명인 李德弘의 �溪山記善錄�은 흥미로운 기록이다. 

이 책은 12년간 이황을 모시면서 보고들은 언행을 기록한 것인데 16항목으로 나

누어 기술했다. 여기에도 그가 12월 내내 스승의 곁에서 侍側하며 임종의 과정을 

기록한 부분이 있다.

정구의 고종기는 1620년 1월 1일에 병세가 위급한 상황에서 시작해 1월 5일에 

서세까지의 과정, 그 후 장례의 과정이 간략하게 부기되어 있다. 분량이 매우 짧

10) 여기에 대해서는 오용원의 논문 124면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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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임종의 순간만 인상적인 한 컷으로 기록된 셈이다. 기록한 사람은 모두 3인

으로 崔恒慶, 李天封, 李潤雨 등이다. 이 중에 이윤우는 �蓬山浴行錄�을 남겼다.11)

이 책은 寒岡 鄭逑의 신병 치료를 위해 제자들과 함께 동래온천에 다녀온 일기로, 

1617년 7월 20일부터 동년 9월 4일까지 45일간의 기록이다. 당시 정구의 나이는 

75세로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이었다. 신병 치료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 처방

의 기록도 있어서 病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퇴계와 한강 두 사람에 대한 고종기는 후에 나오는 임종 장례 일기에 비해 소

박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두 사람의 명망으로 볼 때 후대 문인들에게 적잖은 영

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임종 장례 일기는 좀 더 장편화되고, 작성자

도 한 명이 집필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18세기 들어서 임종 장례 일기가 여러 편 등장하고, 20세기 들어서는 그 수가 

급증한다. 그 이유는 국권 상실로 인해 자정 순국이 많이 발생하고, 그것을 기록

한 자정 순국 일기류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4. 임종 장례 일기의 내용

1) 順命의 자세

임종 장례 일기의 특성상 작성자는 대상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지

하고 작성한다. 대체로 기간은 길게는 한 달에서 짧게는 일주일에 불과하다. 대상

자 자신도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독서와 공부, 子弟나 제자들의 공부에 대한 점검, 묘지명이나 문집 교정, 

제사에 대한 당부 등 일상의 생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11) 한영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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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병술년(1766년) 11월 23일에 병으로 눕더니 27일에 마마가 나타났다. 28일에 

태한이 달려오자 선생이 말하기를 “너는 어찌 더디게 찾아 왔더냐?” 하고 일어나 앉아서 

손을 들어 보이면서 “늙어서 이러한 병을 얻었으니 낟알의 숫자가 이미 많았고, 해역을 

겸하였으니 이것이 위급한 증세이다”라고 하니, “으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선생께

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 스스로 헤아리지 않았겠는가?”라고 했다. 이날에 더러는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면서 평상시처럼 응대하며 밤중에 태한과 함께 朱書 수십 조목을 강론하여 

“병을 잊어버릴 수 있구나”라고 했다.12)

�考終錄�은 金正漢(1711~1766)의 종제인 金台漢이 기록했다. 일시는 1766년 

11월 23일 천연두에 걸린 날부터 사망하던 30일까지이다. 29일에 蔘을 써서 치료

하려던 것이 오히려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위의 기록은 임종 이틀 전에 해당한다. 평상시 일과대로 주자의 책을 꺼내 從

弟에게 강론했다. 임종 하루 전에는 자신의 문집을 편찬할 때 싣지 않아야 할 작

품들의 이름과 자신의 문집에 붙일 이름, 자신의 시를 교정하는 문제, 다른 사람

에게 지어준 만시의 전달 등에 대해 꼼꼼히 일러 주었다.13) 죽기 직전에 “중동의 

묘진에, 돌아가 태허의 사람이 될 것이니, 천추 만세 뒤에는 누가 다시 그 진실을 

알 것인가?[仲冬之卯辰, 歸作太虛人, 千秋萬歲後, 誰復識其眞]”라는 절명시(絶命

詩)를 남기고 세상을 떴다.

임종 직전 최악의 몸 상태에서도 강론과 독서를 멈추지 않는 모습은 종교적이

기까지 하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많은 임종 일기에서 자주 등장한다. 다른 기록에

서 이도(李鍍)는 외할아버지 최흥원(崔興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

다. 임종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최흥원은 주경(主敬)하는 공부가 독실

12) 金台漢, �考終錄�(金正漢). “先生以丙戌十一月二十三日寢疾, 二十七日出痘 二十八日台漢趨診 先

生曰, ‘爾來何遲.’ 因起坐擧手示曰, ‘老得此病, 顆數旣多, 咳逆兼之, 是危證也.’ 對曰, ‘例也.’ 先生

曰, ‘吾豈不自揣?’ 是日, 或臥或坐, 酬酢如常, 夜與台漢, 講朱書數十條曰, ‘可以忘病矣.’”

13) 金台漢, �考終錄�(金正漢). “又曰, ‘天若假我以年, 庶幾有所成就, 而今至於此, 將與草木同腐矣, 汝

其收拾若干著述, 題以芝谷遺藁, 告叔文叔遠, 略識數語于卷末, 其中四七時習等說, 只是應課之作, 

未能完備, 不必入也. 五老峯下泛舟詩, 始知船自泛波行之句, 改以自然船與水同行可也, 權孟堅申汝

集輓詞草成者, 正書傳致, 亦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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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병세가 깊은 중에도 매일 새벽에 경재잠(敬齋箴)을 외웠는데 한 글자도 틀린 

글자가 없었다고 한다.14)

제생들이 小山 丈席(스승의 자리)에 나가 질문했다. 선생께서 후학을 인도하여 진보시

키려는 뜻은 질병이 들었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았다. 오히려 억지로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

고 날마다 배우는 자를 대하고 가르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2일부터 증세가 점점 심해져

서 자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제생들이 멀리서 찾아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민스러워 아우 소산공에게 가서 질문하도록 한 것이다.15)

�고종일기�(대산선생실기)는 이상정의 문인인 김종섭과 류범휴가 기록한 것이

다. 1781년 10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두 달 남짓을 기록했는데, 그 뒤에 12월 

12일까지 소렴, 대렴, 성복의 과정을 간단히 기술하고 1782년 3월 28일 장사를 

지낸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이상정은 병세가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문도들의 질

문에 충실히 답변한다. 12월 6일에는 부탁받은 묘갈문을 구술로 수정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끝맺는다.  

이상정은 10월부터 血便 증세를 보이면서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다. 그러나 임

종 두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門徒들이 찾아와 궁금한 점을 물었다. 10월 17

일에는 密陽에 사는 孫有魯와 孫秉魯가 배우기를 청했다. �대학�을 가지고 읽으

면서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도록 했는데, 하루에 몇 판을 읽었다.16) 11월 4일에는 

鳳城에 사는 琴養蒙이 와서 배우기를 청하니 선생께서 또한 병으로 힘들다고 사

양했다. 이윽고 말씀하시길 “걸어서 먼 길을 왔는데 그 뜻을 저버릴 수 없구나.”

라고 하시고, 손유로에게 했던 대로 또한 그에게 의심나는 곳을 질문하도록 했

14) 李鍍, �考終日記�(崔興遠). “先生主敬之工, 終始彌篤, 雖在寢疾之中, 每曉有微吟黙誦者, 然從傍

諦聽之, 乃敬齋箴而無一字差誤矣.”

15) �고종일기�(11월 17일). “命諸生, 就質于小山丈席. 先生誘進後學之意, 不以疾病而或倦. 猶强起

衣冠, 日對學者, 敎誨不倦. 自十二日以後, 證候浸篤, 無自力之勢. 且憫其遠來虛歸, 使之替質.”

16) �고종일기�(10월 17일). “密陽孫有魯秉魯, 來請學. 先生以氣候不平, 將大學, 使之隨疑質問, 日

數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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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이상정은 이렇게 병중에 멀리서 문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병 때문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괴롭게 여겼다. 그러한 정황은 11월 5일 기록에 나

온다. “선생께서 스스로 日記에 해명하시기를 ‘제군들이 멀리서 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결같이 병으로 피곤하여 그 뜻에 부응하지 못하니 매우 근심스럽다.’라

고 했다.”18)

위의 글은 11월 17일자 기록이다. 이 기록을 통해 보면 11월 12일부터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멀리서 찾아온 문도들을 아우인 李光靖에게 가서 질문하도록 조치

를 취했다. 이때도 이미 임종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였는데 생의 마지막 순간

까지 스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 했다. 몸의 상태가 훈도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때까지 강독을 그치지 않았다. 또 질병에 무너지지 않으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는 모습에 주위 사람들이 감탄을 마다하지 않았다. 

자정 순국한 박세화의 경우에는 단식하는 와중에도 강학을 그치지 않았다. 단

식의 고통은 매우 혹독했다. 8월 16일 단식 11일째 기록을 보면 “호랑이에게 물

려 상한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을 것도 같구나!”라고 하였다. 단식하여 죽는 일

은 虎患을 당해 죽는 것만큼의 지극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다. 8월 19일 단식 

14일째가 되어서야 강학을 그만둔다. 

2) 문병객을 맞이함

죽음에 임박하면 많은 문병객이 내방하게 된다. 몸이 고단한 상황에서도 최대

한 예의를 갖춰서 손님을 맞이한다. 때로는 永訣의 아픔에 깊이 젖기도 한다. 일

반적인 다른 임종 일기에서는 회복하여 재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덜하지만, 

자정순국 일기는 죽음이 豫期된 상황이기에 슬픔이 더욱 곡진할 수밖에 없었다. 

17) �고종일기�(11월 4일). “鳳城琴養蒙, 來請學, 先生辭以病倦. 旣而曰, ‘徒步遠來, 其意不可孤.’ 用

孫有魯例, 亦使之質疑.”

18) �고종일기�(11월 5일). “先生自疏日記曰, ‘諸君不易遠來, 而一向病憊, 不應副, 甚憫人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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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이때부터 族親이나 鄕黨의 사람이 번갈아 찾아와서 병세를 물었다[診候]. 자손

들이 조용히 몸과 마음을 안정하여 휴양하는데 방해가 될까 두려워해서 사절하기를 청하

자 선생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날 보기 위해서 오거늘 내가 어찌 사양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물며 

지금은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또 사람마다 서로 만나고 싶지 않겠는가” 

반드시 부축해서 앉게 하고, 건을 정제하여 찾아온 사람에게 안부를 상세히 물었다.19)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 가족들은 건강이 염려되어 손님들을 사양하라고 청했

으나,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를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도 자신을 찾아준 손님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를 갖추려 노력한다. 성재기의 

기록에는 어떤 마음으로 문병객을 대접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손자가 문병객에

게 점심에 죽을 대접하자, 손님 대접에 소홀하다고 호되게 질타를 한다.20)  

문병객의 실명을 적고 그들과의 만남을 기록했다. 이상정은 추위에도 불구하

고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 감격해 하며 일기에 자세히 기록하라고 명한다.21) 조문

객은 명단이 弔客錄 등에 기록되지만 문병객은 따로 기록하지는 않는다. 임종 일

기에 문병객의 이름뿐 아니라, 그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일화 위주로 기록하여 방

명록을 대신했다.   

문인 李夏寧과 尹膺善 두 사람이 와서 선생을 뵈었다. 당시 윤응선은 모친의 병환이 

한참 극심한 상태였다. 이에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자네가 이렇게 찾아와서 서로 만나게 

19) 鄭致韺, �考終日記�(鄭裕昆). “自是, 族親鄕黨, 迭來診候, 子孫恐妨靜攝, 請謝, 先生曰, ‘人爲見

我而來, 我何謝爲. 況今死生之際, 又不欲面面相見乎.’ 必扶坐整巾, 詳問寒暄.”

20) 成在祺, �王考府君考終錄�(成石根). “府君雖神精奄奄, 敎訓子孫, 無異平時. 有一客來問病, 家人

以粥備午饌, 客去後, 大責小子曰, ‘汝全昧待客, 凡節如此, 而可持門戶乎.’ 有手下人來問病, 必扶

人而起, 去時亦如之, 必問近日外事, 或以新聞使讀而聽之.”

21) �대산선생실기� 12월5일(계유). “선생께서 말하기를 ‘만약 억지로라도 마음을 먹는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내 병은 결국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子姪들을 돌아보면서 ‘원근 

친구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찾아 문안하는데, 그 뜻이 매우 감격스럽다. 日記에 빠뜨림 없이 자세히 기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扶餘의 鄭濰가 그의 선친 참판 鄭彦忠 공의 墓碣文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

는데, 本)이완성되지 않아서 내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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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니, 참으로 기분이 좋네! 그런 편찮으신 모친 곁을 떠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야!”

라며 위로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강론하면서 설명하셨다.22)(8월 7일 기록)

박세화의 자정 순국 결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내방한다. 일기에도 이름이 나오

지만, 따로 ｢愼終錄｣에 문병 온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해 놓았다. 숫자는 대략 50명에 

이르렀으니 매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嫡傳 제자라 

할 수 있는 윤응선이 스승을 찾아 온 장면은 인상적이다. 그 당시 윤응선은 자신의 

어머니도 위중한 상황이었지만 어머니가 스승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것을 권유해서 

스승을 찾게 된다. 같은 시기에 어머니와 스승을 잃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었다. 윤응

선은 어머니 곁을 오래 비울 수 없어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박세화는 그에

게 두 편의 절명시를 써 준다. 연보에는 이때의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윤응선이 

두 번 절하고 물러간다고 고하자, 선생께서 이르시기를, ‘지난 18여 년 동안 서로 

좋아했던 즐거움이 지금 이 순간에 이르러 끝나는구나! 다만 내 뒤를 잘 맡아줄 것

을 바랄 따름이네!’라고 하셨다. 인하여 목메인 채로 큰 소리로 서럽게 우시자 선생

을 모시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23) 박세화는 8월 11

일에도 윤응선 모친의 병세에 대해 물으며 각별한 정을 보인다. 결국 윤응선은 8월 

22일에 어머니를 잃었고, 28일에는 스승인 박세화를 잃었다. 

3) 病勢의 추이와 대처

임종 일기에는 자세한 간호 과정, 病症과 投藥 과정이 나온다. 특히 아들이나 

손자가 작성한 일기에는 그 과정이 더욱 상세하다. 어떤 치료를 했는지, 어떤 약

물을 썼는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곁에서 간호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위해 꼭 필

22) 朴世和, �昌東日記�(8월 7일). “李夏寧尹膺善, 來謁, 時膺善親病方劇. 先生曰, ‘子來相見, 固好

然! 離側不其難矣乎!’ 竟夕講說.”

23) 膺善再拜告退, 先生曰, “十八年相好之樂, 今焉已矣! 惟望善其後也.” 因失聲號慟, 侍者莫不涕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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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11월 25일에 종제 宗駿에게 일러 말하기를 “밤에 방이 매우 따뜻하여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맏형이 온몸을 주무르면서 밤새도록 지켜주는 것이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보호하는 것 같아 그 덕분에 잠을 이루었으나, 이것은 일흔 살 먹은 노인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마음이 가는 곳에는 기운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다. 

또 從子 川進에게 일러 말하기를 “밤이 되자 맏형이 내 온몸을 어루만졌다. 손과 손바닥이 

부드러워서 손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내 마음이 위로받아 

기뻤다. 마치 상서로운 기린이 내 살진 피부를 배접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했다.24)

�辛亥考終日錄�은 金宗燮(1743∼1791)의 從子 金慶進(1752∼1794)이 기록했다. 

김종섭은 伯兄 金宗德(1724~1797), 仲兄 金宗敬(1732~1785), 叔兄 金宗發(1740~ 

1812)과 함께 四棣先生이라 불렸다. 네 형제는 李象靖의 문인으로 모두 사마시에 

합격하고 文名을 떨쳤다. 

일기는 1791년 11월 21일 밤 忤寒症이 나타나면서 시작된다. 십여 년 동안 겨울

이면 오한증을 앓아 왔었는데, 갑자기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25일과 28일

에 伯兄과 叔兄이 동생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간병하는 모습이 나온다. 25일에 일

흔이 넘은 백형이 밤새 온 몸을 주무르며 간병하고 거기에 큰 사랑을 느끼는 동생

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다음날에는 백형이 八味元 복용을 권하기도 했다. 28일 

숙형이 등골뼈와 팔다리를 주물러주고,25) 29일에는 백형과 숙형들과 마지막 인사

를 나눈다. 형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중형과 함께 저승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다짐한다. 그들은 각별한 형제애를 보이며 아우의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다.

24) 金慶進, �辛亥考終日錄�(金宗燮). “二十五日, 謂從弟宗駿曰, ‘夜房室甚熱, 悶鬱不堪就寐. 伯兄撫摩

遍體, 達宵相守, 若慈母之護赤子, 賴以成睡, 此非七耋人所可堪. 可知其心力所至, 氣亦隨之.’ 又謂

從子川進曰, ‘夜來伯兄撫我遍體, 手掌便軟, 隨手所至, 無非情愛所及, 我心慰悅, 如祥麟之襯貼我肥

膚.’”

25) 金慶進, �辛亥考終日錄�(金宗燮). “二十八日夜, 叔兄撫摩背膂及肢體曰, ‘君賦性剛毅, 兒少時見人

於君, 有懷戀撫恤之容, 則君輒毅然不樂. 今吾撫摩, 得不妨意否.’ 答曰, ‘吾性果如是, 今則兄弟之一

撫一摩, 無非快適於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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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밤에 내가 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백부가 구씨 의원의 말을 들은 때로부터 온종

일 드신 것은 오직 물 뿐이었고 맑은 눈물 흘리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감동스러

워 울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아! 옛날부터 지금까지 천하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형제가 

없을까마는 우리 백부께서는 형제간 우애의 독실함이 옛 사람들로부터 구해 봐도 드물다.”

라 하였다.26)

심원열의 기록이다. 백부인 심노숭과 아버지 沈魯巖의 사이는 참으로 각별했다. 

그들은 함께 공동 시집을 편찬하고 유배 일기를 공유했다. 심노암이 세상을 떠난 

후 형인 심노숭은 5년 동안 詩作을 그만두었다. 26일에 구씨 의원이 진맥을 하고

서 치료하기 어렵겠다는 말을 전하니 심노숭은 아우를 치료하지 못하면 자신의 가

문은 장차 망하게 될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27) 이러한 절망적인 소식을 

접한 후 심노숭은 온종일 물만 마시면서 눈물을 흘렸다. ｢침실기｣에는 아우의 간

병을 위해 백방으로 애쓰는 심노숭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선생께서 웃으면서 의원에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렸네. 나는 편안한 마음

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억지로 약을 올리는구나. 漢나라 高祖 같았으면 욕하고 

먹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옆에서 모시는 자들이 미음을 더 드시라고 청하니, 선생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병은 

이미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도리를 다하고자 약을 먹고 밥을 먹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사양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는구나.”라고 하셨

다.28)

26) 沈遠悅, ｢寢疾記｣. “是夕, 不肖聞姊氏言, 則以爲世父自聞具醫言後, 終日所進者, 惟水而已, 淸淚滋

眶不已. 不肖仍感泣而自謂曰, ‘嗟乎! 古今天下人, 孰無兄弟而我世父, 友于之篤, 求古人亦所罕有

也.’”

27) 沈遠悅, ｢寢疾記｣. “二十六日, 具醫更入診, 言脈候比昨無勝, 而外邪內攻, 目下第一危症, 此可謂難

治矣. 世父語具醫曰, ‘苟如君言, 何以則爲好耶?’ 具醫對曰, ‘吾亦有深量者, 豈無好道理也?’ 旣而

世父出次于外堂, 與具醫議之. 具醫曰, ‘脈候全是外邪, 已至難治之境矣.’ 世父泣謂曰, ‘此病不救, 

吾家其將亡矣. 君見吾家將亡之兆而不之力救耶? 君其更爲深量也.’ 此時不肖在窓外, 窃聽之, 亦不

敢叩問, 而身如虗舟, 心若縣㫌, 此時景色, 尙忍更提也?” 

28) �고종일기�(12월 1일). “先生笑謂醫生曰, ‘死生命也, 吾欲安意順受, 强以藥餌進. 若漢高則慢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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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선비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곡기를 끊었다. 대

산 이상정은 한고조가 의원에게 황금 50근을 주며 물러가게 하며 치료를 거부한 

고사를 인용해서 더 이상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가 단호하게 치료와 식사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부모를 위한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서였지, 그 스스로 삶을 연장하려는 의지 때문은 아니었다.

성재기의 기록에는 할아버지인 성석근이 세상을 뜰 때까지 올린 약이 몇 번에 

불과하다고 나온다. 그들은 몸에서 느끼는 寂滅의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무

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려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간호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덜

어주려는 배려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함께 깔려

있는 셈이다. 다만 주위에서 계속해서 권유하는 곡기와 약에 대해서는 일정 시기

까지 허용했다. 그것은 간병하는 사람들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하려는 간곡한 마

음까지 막을 수 없어서였다. 하지만 그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의지대로 

끊었다. 

맏아들 衡敎가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음식을 안으로 들이며 드실 것을 간절히 

청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은 마지못해 허락하며 말씀하시기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유감이 없기를 위할 따름이다.”라고 했다. 그날 저녁에 올린 麵도 

다시 허락하였으나, 두 번 다시 곡기를 입에 대지 않으셨다.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드렸지만,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뜻이 이미 확고히 정해졌으

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만 하셨다.29)

자정순국일기 중 �昌東日記�에는 식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昌東日記�

는 朴世和(1834∼1910)가 단식하여 순절하는 과정을 문인들이 기록한 것이다. 尹

膺善(1854∼1924)과 申鉉國(1869∼1949)30) 등의 주도 하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

不食矣.’ 侍傍者, 請加進粥飮, 先生曰, ‘吾疾已無可爲, 而欲盡在我之道, 故藥餌飮食, 雖煩不辭. 

汝等猶以爲不足也.’”

29) 朴世和, �昌東日記�(8월 5일). “子衡敎涕泣, 進食懇請不已. 先生强許曰, ‘非爲生而食爲汝無憾而

已.’ 夕進麵復許之, 自後不復穀. 子孫泣而進之, 不許曰, ‘吾志已定, 更無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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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창동일기는 단식 기간인 8월 6일에서 순절한 8월 28일까지 총 23일간의 

기록이다.31)

그는 원래 8월 3일에 自靖을 결의하고 음식을 마다했다. 5일에 맏아들의 만류

가 있어 그날 저녁에 올린 면을 먹었다. 맏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목적이었지 

단식을 중단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6일에 약을 먹고 自盡을 시도했다가 실패하

자, 다시 단식을 재개하여 끝내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이날에도 맏아들이 미

음을 올리자 박세화는 타일러 말하기를 “군자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의로써 하거

늘, 지금 너는 아비 사랑하기를 사로써 할 뿐이다[君子愛人以義, 今汝愛之以私]”

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확고히 내비쳤다. 

이 뿐만이 아니라 병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나 굿 따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했다. 侍者가 귀신에게 재를 드리는 상[神床]에 가서 기도를 드리려 하자 정

색을 하며 야단을 치기도 하고32), 무당을 불러오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꾸짖기도 

했다.33)

4) 무너지는 몸, 꼿꼿한 정신  

퇴계는 임종 즈음에 설사병을 앓았다. 매화 화분에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것을 미안해하며 화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한 일화가 유명하다. 시기적으로도 

퇴계의 고종기는 가장 이른 시기의 고종기였다. 퇴계 고종기에 등장하는 일화는 

많은 이들에게 깊이 각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종 일기에서는 이와 유사한 행

30) 이 두 사람이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1) 일기 전반부에 본격적으로 단식이 진행되기 전인 7월 27일과 8월 1일부터 5일까지의 기록이 

있긴 하다.

32) 金台漢, �考終錄�(金正漢). “二十九日, 鷄鳴後, 面部, 微發靑氣, 自此咳逆轉甚, 飮啖益艱, 自朝至

晡, 所進粥飮, 不滿一器, 先生命進蘇葉飮, 扶坐移時曰, ‘此席不正, 其正之.’ 旣正而後, 就臥, 又命

進蘇合丸, 侍者磨丸, 詣神床, 欲禱之, 先生正色曰, ‘何爲幻事?’” 

33) 成在祺, �王考府君考終錄�(成石根). “或請禱府君, 怒曰, ‘巫覡輩, 豈能延人命. 若招巫入室, 是反添

吾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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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임종을 목전에 두고서도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소변마저 가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들

에 대한 배려와 자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잃지 않았다.

이때부터는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것에도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하게 되었다. 매양 창문 

빛이 겨우 환하게 새면 반드시 힘겹게 앉아 옷을 단정히 하고, 명령해서 방문을 열게 하고 

이불을 개고 청소하게 했으며, 날이 어두워지면, 옷을 벗고 침소에 나가게 하기를 한결같이 

평상시의 절차와 같이 하고, 앉았을 때는 반드시 옷을 입고, 건을 정돈하였으며, 누워서는 

반드시 이불을 덮을 때 조금도 팔, 다리를 노출하지 않도록 했다.34)

考終日記는 鄭裕昆(1782~1865)의 문인 鄭致韺이 기록했다. 1865년 봄부터 정

유곤의 설사병 증세가 시작되었다. 일기는 7월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어 9월 21일

에 운명할 때까지의 기록과, 이듬해인 1866년에 부인과 합장한 사실을 부기했다. 

7월까지 강론을 하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8월 4일부터 설사 증세가 훨

씬 심해졌다. 11일에는 좋지 않은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고조할머니의 제사를 치

렀다. 17일에는 죽음을 예감했는지 맏아들 신재에게 정침으로 옮겨 달라 청한다. 

신재가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넓은 방에서 병을 조섭하겠다는 의미라고 아들을 

달랬다. 이날부터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했다. 25일 徐壽錫을 필두로 문병객들

이 연이어 찾아왔다. 생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려는 사람들이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될까봐 만류했으나 찾아온 사람들의 성의 때문에 개의치 않

고 맞이하도록 했다. 9월 1일부터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문에 대한 생각과 후학에게 학문에 대한 훈시를 지속했다. 

위의 글은 임종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이었지만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다. 정

유곤은 이날 자식들에게 正寢으로 옮겨 달라고 했는데, 죽음을 예감했기 때문이

34) 鄭致韺, �考終日記�(鄭裕昆). “自是, 卧起須人, 而每牕色纔曙, 必扶坐攝衣, 命開戶振衾灑掃, 至

昏, 解衣就寢, 一如平常節度, 坐必歛衣整巾, 卧必歛衾, 不令少露肢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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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일어나고 눕는 일에 남의 손이 필요한 상황에서조차 단정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청소와 정리정돈, 단정한 옷차림 등 결곡한 모습을 유지했다.

19일 기미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용변을 보려 하자, 侍者가 便具를 방 안에 가져다 

두겠다고 말씀드리니 선생은 이에 벽 위에 걸린 敬字牌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다. 從氏公이 말하기를, “옛날에 퇴계 선생이 설사병을 앓을 때 매화 화분을 

옮기도록 명하였다 하니, 청컨대 이 패를 다른 곳으로 잠시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

고 했다. 선생이 대답하지 않으므로 시자가 변구를 마루 아래에 가져다 놓으니 이에 나가서 

용변을 보셨다.35)

考終日記는 崔興遠(1705∼1786)의 외손자 겸 문인인 李鍍가 기록한 것이다. 

1786년 8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 간 기록했다.36) 이 일기는 분량은 짧지만 고

종일기의 秀作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아프면서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

머니의 제사에 참여하고, 위중한 弟嫂의 병환을 수시로 侍童에게 묻고, 자신의 상

태가 갈수록 나빠지자 주변에서 손자를 불러올 것을 말해도 손자의 학업에 방해

가 된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는다. 임종 즈음에 벽 위에 걸려 있는 敬字牌가 있

는 곳에서 대변을 보는 것을 마뜩치 않게 생각하여 便具를 마루 아래에 갖다 놓고 

변을 보았다. 

그의 경자패에 얽힌 일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1일 일기를 보면 상태가 

위급해지자 侍者가 경황이 없어 옷을 경자패 위에 걸어 놓았더니, 말할 기운도 

없는 와중에 손짓으로 옷을 치우게 한다. 그날 정오에 용변을 보려는데 섬돌에 

내려갈 기력조차 없으니 시자가 마루에 요강을 놓았다. 그가 마루에서 제사에 쓰

는 床卓을 치우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탁을 옮긴 뒤에야 마루에 나가 용변을 

보았다.37)

35) 李鍍, �고종일기�(崔興遠). “十九日己未, 晩食後, 將便旋, 侍者請設便具於房內, 先生仍瞪視壁上

敬字牌, 有瞿然之象. 從氏公曰, ‘昔退溪先生, 患泄痢, 命移盆梅, 請暫移此牌於他處, 何如?’ 先生

不答, 侍者設便具於堂下, 乃出而便旋.”

36) 임종기준으로 한 날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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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종일기에서도 이처럼 용변에 얽힌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임종이 다가

오면 변소까지 갈 기력조차 없어 침실과 가까운 공간에 변기를 가져다 두고, 그마

저 여의치 않으면 침실에 변기를 놓아둔다. 침실에 변기를 가져다 놓을 때 자신이 

아끼던 서책이나 화분, 牌 등에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상정은 

夾室에 변기를 마련해 두었다가 용변을 볼 때에는 사람을 물리치고 혼자 있었다. 

25일이 되어서 협실에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변기를 침실로 옮겼다. 

서가에 있는 책에 냄새가 풍길까봐 베로 만든 휘장으로 가리게 했다.38)

鄭裕昆은 설사 증세가 심해져도 변기를 침실이 아닌 협실에 놓게 하고 수십 

차례의 용변을 보았다.39) 더욱 병세가 악화되어 협실에 들어갈 힘이 없어지자 침

실의 책을 다른 곳에 옮기도록 하고 용변을 보았다.40) 그 뒤로 요와 이불에 설사

의 흔적이 남은 것을 보고서 막내아들인 홍재(弘在)를 심하게 警責하여, 더럽혀진 

옷이나 이불을 남에게 보이게 않게 할 것을 주문하고 세탁하라고 명했다.41)

5) 임종의 순간

임종이 임박해 오면 正寢으로 옮겨 여자들의 손에서 운명하지 않았다.42) 이 

두 가지 원칙은 임종에서 매우 중요시한 절차였다. 탄생과 죽음의 순간은 자신이 

37) 李鍍, �고종일기�(崔興遠). “二十一日辛酉, 患候漸革, 侍者憂遑中, 掛衣於敬牌上, 先生開睫視之, 

以手作揮, 卻狀. 從孫溭進曰, ‘指敬牌上掛衣否?’ 先生頷之, 卽撤去, 先生因注視良久. 午間將便

旋, 氣力無望出階, 侍者設便具於堂, 先生若有所指揮, 而舌澀不能語, 從子華鎭問曰, ‘大人之意, 

無乃以祭用床卓在堂乎?’ 先生頷之, 卽移置床卓而後, 出便於堂.”

38) �고종일기�(11월 27일). “自證候添劇, 設便具於夾室. 便旋之際, 屛人獨處. 至二十五日, 夾室亦

不能自力, 移便具於寢室. 歎曰, ‘滿架諸書, 皆聖賢遺訓, 豈可狎而侮之.’ 命以布帳障之.”

39) 鄭致韺, �考終日記�(鄭裕昆). “初八日庚子, 泄候大添. 侍者請設便具於卧內, 先生曰, ‘聖賢書策在

此, 豈可乎.’ 每便時, 就夾室, 雖日累十次, 必然.”

40) 鄭致韺, �考終日記�(鄭裕昆). “十四日丙午, 命侍者曰, ‘余今便時, 無力就夾室, 書策移之他所.’”

41) 鄭致韺, �考終日記�. “初六日戊辰, 泄度益頻劇, 季子弘在, 以厠牏受之, 見衾褥有點汙, 警責曰, 

‘古之爲人子者, 父母之䙝衣衾, 不見裏, 汝急爲洗去, 愼勿復然也.’”

42) �가례� 권4 ｢상례 初終｣의 ‘질병이 있으면 정침으로 옮겨 거처한다.[疾病 遷居正寢]’는 조목에 “안팎

을 안정시켜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린다. 남자는 부인의 손에서 죽지 않으며, 부인은 남자의 손에서 죽지 

않는다.[內外安靜, 以俟氣絶, 男子不絶於婦人之手, 婦人不絶於男子之手.]”라고 한 데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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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인 사건이지만 자신이 기억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임종의 순간에 어떠

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을까?   

죽음이 임박해 오면 유언을 남긴다. 다음의 기록에는 그러한 정황이 잘 나와 

있다. 辛亥考終日錄은 金宗燮(1743∼1791)의 從子 金慶進(1752∼1794)이 기록했

다. 11월 29일에는 임종 직전까지 가는 위태로운 상황에 이른다. 이 날의 분량이 

가장 많다. 아내 유씨와 며느리, 아들 經進을 비롯한 가족들에게43) 유언을 남긴 

후 마지막으로 상세하게 자신의 바람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그중 자신의 喪事

에 대한 당부도 눈에 많이 띈다. 마지막 永別의 인사를 나누지 못한 사람들에 대

한 아쉬움도 잊지 않았다. 

이날 밤에 內堂으로 들어가서 밥을 내오라고 명령을 하고 남은 밥을 여러 손자에게 

나누어 먹이면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들이 앞으로는 네 할아비 얼굴도 모르겠구나”라고 

하고 바로 슬퍼하는 얼굴빛이 있으시거늘, 나도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

다.44)

�考終錄�은 張緯恒(1678∼1747)의 아들이 기록한 것이다. 1747년 1월 10일 꿈 

이야기로 시작해서 실제로는 4월 9일과 4월 10일 양일간 기록했다. 가슴이 답답

한 병이 빌미가 되어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서 아우들과도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

지 못했다. 위의 글에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손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온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

히 단절되고, 남은 이들에게 서서히 잊히며, 한평생 의미를 두고 해오던 일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죽음이 가져다주는 커다란 공포이다. 

성재기의 ｢王考府君考終錄｣에 기록된 성석근과 친구와의 대화는 죽음을 앞둔 

이의 허무감이 짙게 드러나 있다. 한 명의 오래된 친구가 와서 묻기를 “자네는 

43) 從姪 堂進, 伯兄, 叔兄, 從子 原進, 再從兄 宗道, 趙友愿, 趙友愨, 學仲, 族兄 宗國, 族弟 宗軾, 

누이의 아들 柳樂祚, 濟裕, 族姪 敬進, 族姪 樂進, 族姪 章進, 族姪 淵進 등.

44) 張泰翰, �考終錄�(張緯恒). “是夕, 入內堂, 命進食, 以飯餘分賜諸孫謂曰, ‘汝輩將來, 不識汝祖之

顔面.’ 因有愴然之色, 不肖, 亦不禁淚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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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를 두려워하는가?”라고 하자, “죽는 것은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내 평생

의 일이 모두 공허한 데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 어찌 한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

는가?”라고 대답했다.45) 또 성석근은 증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며 매우 

반가워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가문에서는 여러 대에 걸쳐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

을 보지 못하였고, 손자는 할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한평

생 지극히 아픈 일이었다. 지금 나의 나이가 60살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미 증

손자를 보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가문의 운수가 어쩌면 回泰할 가망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내가 다행히 소생한다면 증손자를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

떻게 감히 바랄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46)

  

숨이 더욱 끊어질 듯하였고, 말씀도 이미 분명하지 않았다. 선생께서 평소에 주무실 

때에 반드시 몸을 기울여서 누우시고 손과 발을 가지런히 하셨다. 병이 들고 나서 병이 

깊어질 때까지 고치지 않으셨다. 

이날 昧朝(날이 새려고 어둑한 때)에 선생께서 조금씩 몸을 돌렸는데 상체는 바르게 

누웠으나 하체는 여전히 기울어 있어 시자가 부축해서 바르게 했다. 정신은 안에서 분명하

고 기상은 겉으로 온화하였다. 이날 辰時(7~9시 사이)에 세상을 떠나셨다. 애통하도다! 

사림에서 와서 곡한 자가 70여 명이었다.47)

이상정은 12월 7일에 유언을 남기고 8일에 시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잠자리에 

들고 싶구나.”라고 하셨다. 그리고 미음을 찾아서 조금 드시고, 물을 올리게 하여 

입을 헹구고 수염을 씻었다. 그리고 자리를 바르게 하고 누웠다. 죽음이 임박해 왔

45) 成在祺, �王考府君考終錄�(成石根). “有一知舊來問曰, ‘君其畏死乎?’ 曰, ‘死不足畏而吾平生事, 

盡歸於虛, 豈不可恨.’”

46) 成在祺, �王考府君考終錄�(成石根). “曾孫生于其外家, 聞報, 色然喜曰, ‘吾家累世, 子不承父顔, 

孫不聞祖訓, 此吾平生至痛也. 今吾年, 未六旬, 已看曾孫, 從此家運, 或有回泰之望, 而吾幸回蘇, 

則可得敎也. 然豈敢望也.’” 

47) �고종일기�(12월 9일). “先生氣息尤奄奄, 言語已不可了矣. 先生平日寢時, 必側身而臥, 齊斂其

手足. 自寢疾以後, 以至疾革無改也. 是日昧朝, 先生略略轉身, 上體正臥而下體尙側. 侍者扶而正

之. 神精內明, 氣象外和. 是日辰時易簀, 嗚呼痛哉. ○�士林來哭者, 七十餘人. 無論親疎, 皆哀痛失

聲, 如喪親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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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며 의연하게 죽음의 순간을 기다렸다. 柳範休

는 “환후가 점점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마음은 안정되고 기운은 편하며, 몸

은 바르고 얼굴빛은 편안하여 질병의 고통이 자신의 몸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같다. 평소에 수양하신 것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선생의 小叔 李宗

和는 “오늘 낮에 부축해서 미음을 드셨는데, 몸을 가누고 이불을 바르게 하시는 것

이 조용하고 온화하여 마치 평소와 같았습니다. 공부란 것이 어떠한 것이기에 사람

을 이와 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48) 이처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남들에게 조금도 자신의 흐트러지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았다. 임종 일기에서 작성

자는 슬픔을 격정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담담히 기술한다. 다른 기록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임종 일기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

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22일에 호흡이 더욱 끊어지려 하였으나, 호흡을 가다듬고 기운을 가라앉혔고, 누우면 

반드시 손발을 가지런히 거두고 옷과 이부자리를 정돈하였으며, 앉았을 때는 어깨와 등을 

꼿꼿이 하여 똑바른 자세를 유지했으니 속두건이 간혹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손으로 스

스로 바로잡았다. 저녁 식사 뒤에 한기가 크게 일어나자 작은 소리로 시자를 불러 말씀하시

기를 “자리, 자리”라 하였으니 아마도 자리를 바로 펴라는 뜻이었던 같다. 시자가 자리를 

바로 펴고 부축하여 바로 눕혔는데 미시에 屬纊하였다.49)

생의 마지막 순간이다. 호흡은 불규칙하고 그마저도 언제 끊길지 모른다. 눕거

나 앉았을 때에 몸을 가누기도 힘들 테지만, 몸가짐과 주변 정돈에 끝까지 공을 

들였다. 말도 나오지 않는 와중에도 侍者에게 자리를 바로 하라는 명을 하고 세상

48) �고종일기�(12월 8일). “先生謂侍者曰, ‘吾欲就寢.’ 因覓粥飮, 飮小許訖, 進水, 嗽口洗鬚髯. 正席

而臥. 柳範休入診歎曰, ‘患候, 漸至危篤, 而心定氣閑, 體正色愉, 若不知疾痛之在己, 平日所養, 大

可見矣.’ 夜先生小叔宗和出語金宗德曰, ‘今午, 扶起進粥, 斂體整衾, 從容和怡, 只如平日. 不知工

夫是何等事, 乃能使人如此.’

49) 李鍍, �考終日記�(崔興遠). “二十二日壬戌, 氣息尤奄奄, 而常調息降氣, 臥必齊斂手足, 整頓衣衾, 

坐則肩背竦直, 未嘗倚側, 所著褻巾, 或少敧則手自整之. 晩食後, 寒氣大作, 微呼侍者曰, ‘席席.’ 

蓋正簀之意也. 侍者正之, 扶以正臥, 未時屬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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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났다. 삶의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죽음의 과정도 모두 절차에 따라 진행했

다. 생에 대한 아쉬움이야 없을 수 없었지만 평소의 수양을 바탕으로 유자로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5. 결론

장례 일기의 경우 형식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성보다는 당시 장례를 대하는 태도에 비중을 두고 살펴보기에 좋다. 수십에서 수

백 명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임종을 지키고 오랜 기간 장례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장례 일기의 현황만을 주로 다루고 살펴보

았다. 장례 일기에서는 별고로 다루려고 한다.

죽음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일기들을 한자리에 모아 정리해 보았다. 이 중에는 

선행 연구에서 다룬 일기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필자가 처음으로 소개한 자료

들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로 治病, 廬墓, 葬禮 일기 등으로 확장할 

생각이고, 자정순국 일기도 따로 검토할 생각이다.

임종 일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죽음을 맞는 모습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평생 동안 했던 공부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증명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일상의 생활을 단절하지 않고 육신이 한계치에 이를 때까지 지속

했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정중했다. 이 모든 것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바탕이 되었다. 제자들에 대한 강론을 지속하고 문병객들을 상대했다.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병세가 위중해지면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집중하지 않았다. 본인의 몸에서 보내오는 죽음의 증

후를 인정하며 의원을 청하거나 약을 먹지 않고, 음식 섭취를 줄여나갔다. 몹시 

위중해지면 남에게 배변을 위한 도움을 받거나 노출이 불가피할 때도 극도로 조

심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임박하며 정침으로 자리를 옮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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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죽음을 보는 것도 내 삶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들

의 죽음에서 지금까지 살아 왔던 삶의 의미를 반추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의 의미

를 재조정하는 시간이 된다. 그들이 갔던 길이 곧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임종 장례 

일기는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웰다잉의 의미를 재고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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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ary of the Deathly funeral 
in the Joseon Dynasty

50) Pak, Dong-Uk*

The death-bed funeral diary deals with the death-bed and funeral process. 

One of his closest aides records on behalf of the dead. The diary is a daily routine 

recorded by date, so the writer is of course the person who wrote it, but in the 

case of the death funeral diary, it is a record for others.

Usually, death-bed funeral diaries begin with almost impossible recovery and 

cover the moment of death or the process of funeral. It varies from diary to 

diary, but it covers a short period of about a month. Since the term “gojonggi,” 

which is now commonly used, mainly deals with dying, it seems appropriate to 

describe it as a deathbed funeral diary in the exact terms.

The most notable thing in the dying diary is the appearance of death. Without 

cutting off daily life, the body continued to reach its limit and the attitude toward 

people was polite. When the condition became critical, he no longer focused on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s. At the last minute of his life, he moved 

to Jeongchim and passed away leaving a will to the people around him.

Watching other people die can also be a necessary study to check my life. 

It is time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life that has lived in their deaths so far, 

and to readjust the meaning of the days ahead. The path they’ve gone is the 

one I have to go. The death-bed funeral diary is a good story for not only 

researcher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well-dying.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Humanities, Hanyang University / sanw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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