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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중엽 鄭晏의 활동과 현실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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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 글에서는 13세기 중엽 융합지식인으로 활동한 鄭晏의 활동공
간․영역과 인적 연계망 및 성향․현실인식을 새롭게 검토하였다.
정안은 관료로 활동하면서 晋陽․江華京에서 생활한 10년 정도를
제외하면, 최소 20～30년 동안 河東지역을 중심으로 은둔하며 활동한
하동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융합지식인으로, 유․불교 소양과 함께 陰

陽․算術․醫藥․音律까지 두루 정통하였다.
과거에 합격한 이후 國子祭酒와 동지공거를 지내면서 유교적 소양
을 갖춘 신진 문인지식인들을 발굴․육성하였으며, 한의학의 발전에
도 기여하고 지역민 대상의 의료활동도 전개하였다. 특히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불교적인 일상생활을 실천하면서 사원을 창건․운영하는 등
다양한 불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3세기 중엽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해인사대장경판의 조성 佛事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하동문화원․동아대 석당학술원 국제학술대회 ‘정안의 역사문화
적 성격과 위상’(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2017.9.23)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
정․보완한 것이다.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당학술원 조교수(daejk58@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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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은 다양한 주체들과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관료로 생활하
던 때에는 신진 문인지식인과 무인집권자 및 관료지식인 등과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은둔할 때에는 당대
불교계를 주도하던 수선사계열 및 가지산문을 비롯하여 대덕고승․승
려지식인 등과 연계망을 긴밀하게 맺었다.
정안의 성향은 다양한 학문영역의 지식소양을 두루 갖춘 은둔적 융
합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정안은 20～30년 동안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은둔하여 생활하면서도 그의 재능은 국왕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들
로부터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의 연구처럼 최씨무인정권과
밀착된 관계가 아니라 일정한 거리와 견제관계를 유지하였다. 그의 현
실인식도 崔怡의 안녕보다 국왕․왕실 및 조정과 같은 국가의 안정,
몽고 침략군의 격퇴, 민족적 안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佛法의
보급, 가족․친족 및 중생의 극락왕생, 질병의 치료 등 당대 고려 사람
들이 기원하던 염원도 반영하고 있었다. 때문에 정안은 국가․왕실․
조정 및 일반 백성을 포함하는 당대 고려 사람들의 염원을 기원하고
실천한 은둔적 융합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정안(鄭晏), 하동(河東), 해인사대장경판, 은둔적 융합지식인

Ⅰ. 머리말
鄭晏은 13세기 고려 무인집권기에 활동한 융합지식인으로, 조선왕조

에서도 하동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로 인식되었다. 세종～문종 때 완성
된 고려사의 열전에는 유․불교와 함께 陰陽․算術․醫藥․音律 등
다양한 지식정보까지 정통한 융합지식인으로 기록되었으며,1) 문종 때
1) 고려사 권100, 鄭世裕 부 鄭晏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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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으로 완성된 고려사절요와 성종의 명령으로 편찬된 동국
통감에도 고려사 열전 내용의 대부분이 서술되어 있다.2) 성종의 명
령으로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도 하동지역의 인물들 가운데도 첫 번
째로 편입․기술되어 있다가 중종 25년(1530) 증수된 신증동국여지승
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3) 이처럼 정안은 15～16세기에도 국가
차원에서 하동지역을 대표하는 관료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이후 개별 지식인들도 정안의 활동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
다. 18세기의 실학자 안정복은 동사강목의 서술과정에서 고려사절
요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여 총명․민첩하며 재능과 기예가 많은 인
물4)로 기술하였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부터 식민주의 연구자들과 우
리나라 지식인들이 정안을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해인사대장경판 조
성사업의 역할과 남해분사도감의 설치․운영주체 및 소위 보유경판(補
板)․사간경판(雜板)의 조성시기․주체, 一然의 행적5) 등과 같은 불교

활동, 鄕藥救急方의 편찬시기․주체와 같은 한의학서의 저술 여부6)
2)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38년 5월.
東國通鑑 권32, 高麗紀, 고종 38년 5월.
3) 하동현의 인물 항목에는 고려시대 인물로, 정안과 함께 鄭之祥․鄭渾 부자,
鄭芝衍(鄭麟趾의 5대 선대)이 편입되어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경
상도, 하동현, 인물). 그러면서 세종 7년(1425) 편찬된 慶尙道地理志, 하동
현에는 鄭淑瞻(정안의 부)과 鄭方吉이 편입되어 있으나, 정숙첨은 원종 때
시중으로 기록(校訂 慶尙道地理志, 조선총독부중추원, 1938 : 弗咸文化社,
1976, 210쪽)되어 있어 기본정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
4) “聰警多才藝”(東史綱目 제11상, 고종 38년 5월).
5) 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に關する 一二の補正｣, 東洋學報 14—4, 1924 ;
滿鮮史硏究 中世2, 1937, 633∼634쪽.
大屋德城, ｢朝鮮海印寺經板攷—特に大藏經補板並に藏外雜板の佛敎文獻學
的硏究—｣, 東洋學報 15—3, 1926, 300∼301․329∼330․343∼344쪽.
藤田亮策, ｢海印寺雜板攷｣, 朝鮮學報 138, 1991, 29․42∼49쪽 및 朝鮮學
報 140, 1991, 234∼235쪽.
6)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55, 63쪽.
김호, ｢醫史學者三木榮의 생애와 朝鮮醫學史及疾病史｣, 醫史學 14-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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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정안의 출신성분과 활동시기․공간․형태 및 조
성경판, 일연과의 관계 등을 주목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우리나
라 연구자들은 정안이 주도적으로 조성한 사간경판의 서지학적 기본정
보와 간행기록 및 현존상태 등을 정리․소개하였다.7) 민족해방 이후부
터 최근까지도 한국사․서지학․불교미술사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
들은 정안이 조성한 개별경판의 기본정보와 함께 남해분사도감의 운영
형태, 해인사대장경판 조성불사의 주도세력과 사상적 배경, 鄕藥救急
方의 저술․편찬, 하동의 정안산성, 眞覺國師 惠諶 및 普覺國尊 一然

의 행적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안의 역할과 현식인식, 정치적 활
동․성향, 가계 및 경제적 기반 등을 진단하였으며,8) 이 과정에서는 정
안의 정치․불교 활동 및 조성경판의 역사․문화적인 성격도 독립적으
로 분석하였다.9) 이로써 정안의 정치․사회적 실체 및 성향과 함께 그
가 남겨둔 역사․문화적인 성격이 상당히 드러나게 되었다.
권 27호), 2005, 102～103쪽.
7) 崔凡述, ｢海印寺寺刊鏤板目錄｣, 東方學志 11,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0,
1․30∼33․36∼39쪽.
和山博重, ｢伽倻山海印寺經板について(上․下)｣, 文獻報國 10—3․4, 朝
鮮總督府圖書館, 1944, 93∼94․156쪽.
8) 정안의 활동과 현실인식 등은 최근의 글(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刻成事業의 주도층｣, 韓國中世史의 諸問題, 金潤坤敎授停年紀念, 韓國中
世史學會, 2001, 713∼719쪽 ;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8, 102∼109쪽 및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조성
사업에 대한 근대 100년의 연구사 쟁점｣, 石堂論叢 44, 동아대 석당학술
원, 2009, 140∼153쪽 ;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조성사업의 담당기구와 판
각공간, 2009, 58∼64쪽 및 崔永好, ｢해인사에 소장된 鄭晏 조성경판의 역
사․문화적 성격｣, 石堂論叢 65,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6, 73～76)에서
재검토하여 소개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내용의 서술과정에서 기존의 개
별 연구를 소개할 것이다.
9) 김광철, ｢고려 무인집권기 鄭晏의 정치 활동과 불교｣, 石堂論叢 65, 동아
대 석당학술원, 2016.
崔永好, 앞의 논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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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 기존연구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는 원천정보의 오류가
발견되며, 정안을 최씨무인정권과 밀착된 우호관계로 이해하는 제한적
연구시각과 내용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사․서지학․미
술사 등 여러 영역에서는 이러한 연구시각․내용이 현재까지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때문에 정안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성격, 해인사대
장경판 조성사업에서의 역할 등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다양한 원천정보를 교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연
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단할 계획이
다. 우선, 정안의 활동공간과 국가․사회적 활동영역을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하동지역에서의 활동, 陽慶寺․江月庵․定林社 등과 같
은 사원, 해당 사원의 지역적 공간 등도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
음으로, 정안의 연계망과 현실인식도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정
안의 인적 연계망과 은둔적 성향 등도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정안이
남긴 역사․문화적인 성격․위상과 함께 분사도감의 운영형태 등도 보
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鄭晏의 활동 공간과 영역
鄭晏은 河東(지금의 경상남도 하동군)출신으로 刑部尙書를 지낸 鄭世
裕의 손자면서 平章事 鄭叔瞻의 아들10)로, 최소 20～30년 동안 하동지

역을 중심으로 은둔하며 활동한 하동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다.
鄭晏은 처음 이름이 鄭奮으로,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워 젊었
을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陰陽․算術․醫藥․音律에 두루 정통
10) 고려사 권100, 鄭世裕傳 및 鄭世裕 부 鄭叔瞻傳.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경상도, 하동현,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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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晉陽(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시)의 수령으로 나갔다가 늙
은 어머니 때문에 관직을 그만두고 河東(지금의 경상남도 하동
군)으로 돌아와서 모친을 봉양하였다. 崔怡가 그의 재능을 아껴
국왕에게 아뢰어 國子祭酒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정안은 최이가
권력을 전횡하면서 남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을 보고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南海로 은거해 버렸다. 정안은 불교를 좋아하여
이름난 산의 뛰어난 사원을 두루 찾아 다녔으며, 자신의 재산을
희사하여 국가와 함께 절반씩 분담하기로 약조하고 大藏經을
간행하였다. 그런데 그가 불교를 신봉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웠
기 때문에 온 고을이 고통을 받았다. 정안은 은거한 뒤에도 화
가 미칠까 두려워 최이의 외손을 양자로 삼아 호감을 사려 했
다. 또 권세가들에게 아첨하였으며, 사치를 좋아하여 저택과 그
릇붙이가 지극히 화려하였다. 崔沆이 정권을 잡자, 그를 불러 知
門下省事로 임명하였다가 叅知政事로 승진시켰다.11)

정안은 晉陽(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시)의 지방관과 國子祭酒․知門下
省事․叅知政事를 역임하는 과정에서 진양․江華京(지금의 인천광역

시 강화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관료로 생활하였다. 정안은 젊은 나이
로 희종 원년(1205) 7월부터 7년 10월까지 5차례나 실시된 과거시험12)
에 급제13)하여 진양의 지방관을 지내다가 아버지 鄭叔瞻이 興王寺․
弘圓寺 등 승려들의 崔忠獻암살 모의사건에 연루되어 하동으로 귀향․

유배된 고종 4년(1217) 정월14) 경부터 고종 6～9년 사이에 하동지역으
11) “晏初名奮, 性聦慧, 少登第. 隂陽․筭術․醫藥․音律, 無不精曉. 出倅晉陽,
以母老, 辭歸養河東. 怡愛其才, 奏授國子祭酒. 晏見怡專權忌克, 欲遠害, 退
居南海. 好佛, 遊遍名山勝刹, 捨私貲, 與國家, 約中分, 藏經刋之. 事佛太煩,
一方厭苦. 晏旣退, 猶恐及禍, 養怡外孫爲子, 以取媚. 又諂事權貴, 好奢侈,
第宅器皿, 極其華麗. 崔沆秉政, 召知門下省, 陞叅知政事”(고려사 권100,
鄭世裕 부 鄭晏傳).
12) 고려사 권73, 선거지, 選場, 희종 원년 7월 및 2년 6월 및 4년 윤4월 및
6년 6월 및 7년 10월.
13) 朴龍雲,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硏究, 일지사, 1990, 408쪽.
14)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4년 정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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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향하였을 개연성15)이 있다. 그리고 다시 강화경으로 옮긴 시기는
國子祭酒를 역임하면서 동지공거로 지공거 宋恂과 함께 과거시험을 주

관한 고종 28년(1241) 4월16) 직전 경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안은 고종
37년(1250) 4월 건립된 ｢眞覺國師碑陰記｣에 ‘判樞密院事鄭晏’이라 표

기17)되어 있고, 고종 38년 정월에는 知門下省事로 임명18)되는 등 고종
37년 4월경부터 강화경에서 3번째로 생활하였으며, 고종 38년 5월에는
叅知政事를 지내다가 죽임을 당하였다.19) 이처럼 정안이 관료로 활동

한 시기는 희종 때～고종 초기, 고종 28년 4월경, 고종 37년 4월경～38
년 5월 등 10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나머지 20～30년은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은둔하며 생활하였다. 정안은 은둔시기에 이름난 산과 사원
을 두루 찾아다니기도 하였으나,20)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정안이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명분으로 진양의 지방관을 사직하고
내려온 곳은 하동지역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고려사 鄭晏傳에서
확인되며, 李奎報와 교류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운 소식 몇 천 리를 날아왔는가
하얀 종이 바른 함 붉은 실로 얽었구나
내 늙어 잠 많은 줄 알고서
새로 나온 찻잎을 달여 먹으라 구해 주었네
15) 정안이 진양의 지방관을 지내다가 하동으로 내려온 시기는 고종 4년 정월
경(김광철, 앞의 논문, 48쪽)이나 고종 6～9년(金光植, ｢鄭晏의 定林社 創
建과 南海分司都監｣, 建大史學 8, 건국대 사학회, 1993, 51쪽 ; 高麗武人
政權과 佛敎界, 민족사, 1995)으로 짐작하고 있다.
16) 고려사 권73, 선거지, 選場, 고종 28년 4월.
17) 閔賢九, ｢月南寺址 眞覺國師碑의 陰記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36, 진
단학회, 1973, 15쪽.
18) 고려사 권24, 고종 38년 정월 무인.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38년 정월.
19)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38년 5월.
20) 고려사 권100, 鄭世裕 부 鄭晏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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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슬 높아도 검박하기 더없는 나인데
여느 것도 없거든 하물며 신선의 차이랴
해마다 홀로 어진 사람의 덕을 입으니[지난해에도 보내 주었다]
이제야 이 세상 재상집 구실하누나21)

정안은 고종 23∼24년(정유년) 江華京에서 몇 천리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새로 생산된 차[茶]를 이규보에게 보냈다. 몇 천리
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정안은 이 당시 강화경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서 차가 생산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공간은 하동이다. 하동은 강화경과의 거
리가 1천여리나 떨어져 있으면서22) 차가 생산된 지역공간이다. 하동지
역은 신라 흥덕왕 때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大廉이 차 씨앗을 구해
와서 지리산에 심어 차가 성행하였으며,23) 조선시대에도 하동지역의
토산으로 雀舌茶와 차가 기록24)되어 있는 등 9세기 초기 이래 조선시
대까지 차가 토산물로 생산되고 있었다. 이로써 정안은 고종 23∼24년
당시까지도 하동지역에 머물러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정안은 고종
28년 4월경 국자좨주로 임명되기 이전까지 하동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때문에 정안은 고종 4년 정월이나 고종 6～9년경부터 고종 28년 4월경
이전까지 20년 정도의 기간동안 하동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정안은 국자좨주를 역임한 고종 28년 4월경부터 다시 判樞密院事로
21) “芳信飛来路幾千, 粉牋糊櫃絳絲纏. 知予老境偏多睡, 乞與新芽摘火前. 官峻
居卑莫我過, 本無凡餉况仙茶. 年年獨荷仁人貺[前年亦送], 始作人間宰相家”
(東國李相國集 권18, 古律詩, ｢謝逸庵居士鄭君奮寄茶｣).
22) 조선시대에는 하동현에서 한양도성까지의 거리가 987리(신증동국여지승
람 권31, 경상도, 하동현)이며, 江華都護府와 한양의 거리가 135리(신증
동국여지승람 권12, 경기도, 강화도호부)나 되므로 고려시대에도 하동과
강화경의 거리가 1천리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23)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興德王 3년 12월.
24)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河東縣.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경상도, 하동현, 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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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되는 고종 37년 4월경 이전까지 거의 10년 정도의 기간에도 하동
지역을 중심으로 은둔하며 생활하였다. 고려사 정안전에서는 이 당
시 정안의 은둔지역을 南海라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연구에서는 대개
남해를 南海縣(지금의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이해하고 있다.25) 그런데
최근에는 남해를 군현명으로서의 남해현으로 한정적으로 지목하기 보
다는 방향으로의 남해연안이며, 정안의 활동공간도 본관지인 하동지역
으로 파악26)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구나 정안은 고종 28년 4월 이후에
보이는 행적에서도 이 때 하동지역에 머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사 정안전에는 정안이 南海로 은거한 때 崔怡의 외손을 양자
로 삼았다고 하였다. 최이의 외손은 평장사 金若先의 아들 金偫(金敉․
金晸)로, 고종 30년 정월 무인집권자 최이에게 강제 출가되어 河東縣으

로 유배되었다가 고종 34년 6월 강화경으로 소환되어 司空으로 임명되
었다.27) 이 때 정안은 김치를 양자로 삼았으므로, 이미 고종 30년 정월
이전28)부터 34년 6월경까지 하동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종 33년 3월까지 하동지역에 거주하던 정안의 늙은 노모를
통해서도 정안이 이 당시까지 하동에서 생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안
이 주도하여 조성한 해인사 소장 佛說預修十王生七經 경판의 조성기
록에는 그의 부모를 ‘先考孀’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 당시 아버지 정숙
첨을 돌아가신 아버지인 ‘先考’로, 어머니는 홀어머니의 뜻인 ‘孀’이라

25) 池內宏, 앞의 책, 632∼633쪽 ; 金光植, 앞의 논문, 57∼58～59쪽 ; 김상영,
｢一然과 再雕大藏經 補版｣, 교수논문집 2, 중앙승가대학, 1993, 308～309
쪽 ; 주영민, ｢鄭晏家의 남해 불사 경영｣, 고문화 85, 한국대학박물관협
회, 2015, 84∼86쪽.
26) 김광철, 앞의 논문, 55～61쪽.
27)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30년 정월 및 고종 34년 6월.
28) 정안이 고종 30년 관직에서 물러난 사실은 고종 30년 중추에 정안이 지은
발문에서 ‘逸庵居士鄭晏’(禪門拈頌集 권1, 제32․33장의 다음 면)이라 표
기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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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였다. 이 당시까지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고
려사 정안전에는 정안이 노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河東으로 내려 왔다
고 하였다. 때문에 정안의 어머니는 고종 33년 3월 당시에도 하동지역
에 거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이 당시에도 정안은 하동지역으로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고종 28년 4월 이후
정안이 은둔한 南海의 지역적 공간을 남해현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하
동현을 포함하는 남해연안까지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안은 진양의 지방관을 사직하여 하동지역으로 옮겨 생활한
고종 4～9년 이후부터 고종 37년 4월 이전(고종 28년 4월 전후시기를
제외)까지 20～30년 동안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할아버지
鄭世裕도 하동 정씨이고, 아버지 鄭叔瞻도 고종 4년 정월부터 하동에

살았으며, 그의 어머니 역시 고종 33년 3월경까지 하동지역에 거처하
였다. 이로써 정안을 하동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로 진단할 수 있다.
정안은 유교․불교를 비롯하여 陰陽․算術․醫藥․音律까지 두루
정통한 소양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였다. 우선, 유교적 관
료지식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안은 희종 때 급제하는 등
젊을 때부터 이미 유교적 소양을 익혔으며, 고종 28년 4월에는 國子祭
酒를 역임하면서 동지공거로 지공거 宋恂과 함께 과거시험을 주관할

만큼 유교지식을 상당한 수준까지 갖추었다. 晋陽의 지방관을 거쳐 國
子祭酒․判樞密院事․知門下省事․叅知政事를 역임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 역할도 수행하였다. 고종 28년 국자좨주를 지
낼 때에는 상당수의 신진지식인들을 교육하였으며, 당시 동지공거로
과거시험을 주관할 때에는 崔宗均․元傅(元公植)․李邵 등을 유교적
소양을 갖춘 신진 관료지식인들을 선발29)․육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고위관직을 지낼 때에는 宰樞의 宰相도 역임하면서 국가 중대사의 의

29) 朴龍雲, 앞의 책, 415쪽.

13세기 중엽 鄭晏의 활동과 현실인식 / 崔 永 好 167

결에도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정안은 상당한 불교소양을 갖추고 스스로 優婆塞․逸庵居
士라 표현할 만큼 불교적 삶도 실천하였으며, 13세기 중엽 국가적인 불

교사업으로 추진된 해인사대장경판의 조성사업에서도 중요 역할을 분
담하였다. 정안의 불교활동은 고려사 정안전의 내용처럼 무인집권자
최이의 전횡을 피해 고종 28년 4월 국자좨주로 재임하다가 사직하여
南海로 은둔한 이후부터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안은 국자좨주로 발탁되기 이전 하동지역에 머물 때부터
이미 불교적 활동을 전개하고 불교적 삶도 스스로 실천하였다.
鄭奮이 신사년(고종 8 : 1221) 봄 정월 11일 맑은 새벽녘에 (妙
法蓮華經의) 첫째 권을 받들어 열람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니, 받들어 지녀 영원히 성인의 德化를 도와 드러
나기를 바랐다. 이날 밤 꿈에 한 빈 집에 앉아 있다가 문득 나의
근본 스승이신 석가여래께서 걸어서 한가운데 뜰까지 오시는
것을 보았다. 梵王께서 앞에서 인도하여 나의 집 안으로 들어왔
다. 정분이 일어났다가 꿇어앉아 자리로 맞이하였는데, 자리에
이미 큰 광명을 비추어 담장과 집이 갑자기 환히 열리고 하늘이
밝게 빛났으니, 세속에서 말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無量壽經
에는 ‘수많은 해와 달이 검은 먹을 모은 것 같다.’고 한다. 여기
에서 의심스럽던 것이 풀리면서 기뻐 뛰어 오르며 감탄하다가
놀라 제정신이 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깨달음이 이미 빛나
고 오히려 환히 밝아지자 한참 지나서야 변하기에 이로 인해 전
생의 인연임을 느끼고 깨달았다. 그 이후부터는 믿는 정성이 더
욱 일어났으며, 비록 눈 깜짝할 사이일지라도 한 번도 마음에
두어 잊은 적이 없었다. 다만 오랜 인연에 대한 한스러움이 뒤
섞여 짊어진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공연히 懊惱를 마음에 품고
있었을 뿐이다. 이에 山人 明覺에게 청하여 경판을 판각하고 인
출하여 베푼 것이 무궁하였으니, 자애로운 은혜의 만분지일이라
도 조금 갚는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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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8년 정월에는 정안이 자신의 집에서 새벽부터 이미 妙法蓮華
經을 읽고, 無量壽經의 경구 내용도 외고 있는 등 해당 불교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때는 석가여래를 자신의 근본 스승
으로 받들기도 하였다. 고종 8년부터 이미 불교경전의 소양을 갖추고
불교적 일상생활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안은 해인사의 장경판전에 현존하는 경판들 가운데 斷俗寺 주지
萬宗의 요청으로 고종 30년에 지은 禪門拈頌集의 발문과 함께 고종
23년․31～33년 자신이 주도적으로 조성한 妙法蓮華經․金剛三昧
經論․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金剛般若波羅
蜜經․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간행기록에도 자신을 ‘逸庵居士 鄭晏’,
‘優婆塞 鄭奮’이라 스스로 표현31)하는 등 일암거사․우바새로 은둔적

불교 삶을 일관되게 지속하였다. 일암거사의 逸庵이라는 표현은 정안
이 거주하던 공간에서 비롯되었다.32) 정안이 하동지역에서 은둔 불교
지식인으로 거사생활을 하던 거처인 逸庵에 주목하여 호를 붙였다.
정안은 불교적 삶을 실천하면서 하동지역에 사원도 창건하였다.
逸庵居士가 江月庵을 창건하고 법당에 오르기를 청하기에 말하
였다……“일암공이 사원을 창건하니 오묘한 글로도 그대로 베
낄 수 없겠구나. 無衣子(진각국사 혜심)께서 낙성법회에 가서도
공덕이 오묘하여 묘사하기 어렵구나.”33)

30) “奮越辛巳春正月十一日淸晨, 奉閱首卷, 不覺流涕, 庶欲奉持. 窮未來際, 助
揚聖化. 是夜夢. 㘴一空室, 忽見我本師釋迦如來, 步至中庭. 梵王先導, 入我
室中. 奮起跪邀㘴, 㘴已放大光明, 墻壁屋宇, 忽然通透, 炾朗空界. 非世所喩.
無量夀経所云. 百千日月, 猶如聚墨. 扵此, 渙然疑釋, 踴躍稱歎, 不覺驚覺.
覺已光, 猶炟(뜻으로 烜자가 옳은 듯)赫, 良乆乃變, 因感悟宿縁. 自後, 益發
信誠, 雖造次㒹沛, 未甞不繫念. 第恨夙因雜駮, 不克荷擔, 空懷懊惱. 扵是,
請山人明覺, 鋟板印施無窮, 少報慈恩之万一”(妙法蓮華經 권7, 제15장).
31) 崔永好, 앞의 논문(2016), 77～86쪽.
32) ｢逸庵銘幷序｣, 無衣子詩集 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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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암거사 정안이 창건한 사원(蘭若)은 江月庵으로, 창건시기는 명확
하지 않으나 고종 1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34) 강월암은 하동지역에
새로 창건된 사원으로, 고종 36년 정안의 南海 저택을 희사하여 만든
定林社35)와 별개의 사원이다. 기존연구에서는 강월암의 별칭이 逸庵이

며, 고종 10년경 남해에 건립된 강월암이 고종 36년 定林社로 개칭․창
건되었다36)고 파악한 이후, 후속 연구자들 가운데는 원천자료의 세밀
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도 하다.37) 이에 비
해 강월암과 정림사를 별도의 사원으로 이해하기도 하며,38) 강월암과
정림사를 별개의 공간적 위치로 파악하면서도 두 건축물이 모두 남해
도에 위치하였다39)고 한다.
33) “逸庵居士剏江月庵, 請上堂云……‘逸庵公剏蘭若, 妙筆不堪摸寫. 无衣子詣落
成, 功德妙難名’”(｢逸庵居士刱江月庵請上堂｣, 曹溪眞覺國師語錄, 上堂).
34) 金光植, 앞의 논문, 57쪽 ; 김광철, 앞의 논문, 53쪽.
35) “己酉鄭相國晏, 捨南海私第, 爲社, 曰定林. 請師主之”(閔漬, ｢高麗國華山曺
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幷序｣ ; ｢高麗國義興華山曹溪宗麟角寺迦
智山下普覺國尊碑銘幷序｣, 朝鮮佛敎叢報 8, 삼십본산연합사무소, 1918,
43쪽).
36) 金光植, 앞의 논문, 57∼58쪽.
37) 閔泳珪, ｢一然重編 曺洞五位 重印序｣, 學林 6, 연세대 사학연구회, 1984,
210쪽 ;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硏究, 일조각, 1991, 126쪽 ; 배상현, ｢고
려시기 晉州牧 지역의 寺院과 佛典의 조성 : 分司 南海大藏都監과의 관련
성을 중심으로｣, 大丘史學 72, 2003, 33쪽 ; 정병삼, ｢고려후기 鄭晏의 불
서간행과 불교신앙｣, 불교학연구 24, 2009, 410쪽.
38) 金相永 外, ｢高麗大藏經과 南海分司都監｣, 南海分司都監 關聯 基礎調査報
告書, 佛敎放送學術調査團․南海郡, 1994, 42～44쪽 ; 김광철, 앞의 논문,
53～54쪽.
39) 정림사와 강월암을 남해도에 설치된 별개의 건축공간으로 파악하기도 한
다. 그러면서 강월암은 사원이 아니며 남해도에 위치한 정안의 유희처․
은둔처라 해석하였다(주영민, ｢남해 은병명문와(銀甁銘文瓦) 출토 건물지
의 성격에 관한 연구｣, 고고학 13-1호, 중부고고학회, 2014, 27∼30쪽)가
남해에 있던 사원이나 사재로 수정하였다(주영민, 앞의 논문(2015), 84∼86
쪽). 그런데 이 글에서는 원천자료의 분석․이해방식에서 제한성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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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강월암과 일암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40) 강
월암과 정림사는 별개의 사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월암은 정안이 하
동에 퇴거하여 활동하던 시기에 하동지역에서 새롭게 창건한 사원이
며, 정림사는 정안의 남해 저택을 희사하여 만든 별도의 사원이기 때문
이다. 지역적 공간과 창건 시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정안은 정림사도 개창하여 운영하였다.
기유년(고종 36년 : 1249)에 相國 鄭晏이 南海의 개인 저택을 희
사하여 ‘定林社’라 하고는, 선사(一然)에게 맡아 달라 요청하였
다.41)

며, 두 공간을 남해도 내의 인접공간으로 파악한데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40) 逸庵은 정안이 하동지역에 은둔하여 생활하던 거주공간으로, 禪의 수행 등
불교적 활동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그런데 일암을 하동에 창건된 江月庵
과 동일한 위치적 공간으로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않
는다. 물론 逸庵․江月庵의 ‘庵’字는 사원의 암자로 해석할 수 있으나, 공
간적 위치의 동일여부가 불투명하다. 오히려 강월암과 일암은 별개의 지역
적 공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안이 강월암을 창건한 시기가 고종 9년
10월 이후부터 같은 왕 11년 8월 사이이다. 이에 비해 정안은 고종 28년
국자좨주로 발탁되어 강화경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도 하동에 거주하였다.
일암이 그의 거주공간이었던 것이다. 일암을 강월암과 동일공간으로 가정
한다면, 정안은 강월암의 창건 이후부터 강월암에서 그와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강월암과 일암을 동일공간으로 이
해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또한 진각국사 혜심이 강월암의 창건법회에
참석한 시기와 일암거사의 글을 지은 시점은 전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
로, 일암을 희사하여 강월암으로 삼았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 아울러 일
암을 희사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고 ‘일암공이 사원을 창건하
다(逸庵公刱蘭若)‘, ’일암거사가 강월암을 창건하다(逸庵居士刱江月庵)‘와
같이 새롭게 세우다는 ’刱‘의 용례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일암과 다
른 별도의 공간에서 강월암을 창건하였다고 할 수 있다.
41) “己酉鄭相國晏, 捨南海私第, 爲社曰, ‘定林.’ 請師主之”(閔漬, ｢高麗國華山曺
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幷序｣ ; ｢軍威麟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
韓國金石全文 중세하, 아세아문화사, 1984, 10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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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36년 정안은 南海의 개인 저택을 희사하여 定林社로 개창하고
普覺國尊 一然을 초청하여 주석하게 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남해의

지역공간을 고려사 정안전 등과 같이 南海縣으로 파악하였다. 그러
나 최근에는 남해를 방향의 의미로서의 남해연안으로 이해하기도 한
다. 더구나 앞서 검토된 정안의 행적을 고려할 때, 남해를 남해현으로
한정하기에 제한성이 보인다. 정안은 고종 28년 4월 이후부터 고종 37
년 4월 이전 경까지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정림사의 위치를 남해현으로 제한하여 단정하기 어려우며,
하동현을 포함하는 남해연안으로 이해할 수 있을 여지도 있을 것이다.
정안은 하동 陽慶寺의 경영에도 관여하였다. 정안의 아버지 鄭叔瞻
은 고종 9년 음력 9월 13일 修禪社의 2세주 眞覺國師 慧諶을 초청하여
설법을 들었으며,42) 같은 해 음력 10월 14일에도 하동지역 陽慶寺의
경찬법회에 초청하였다.43) 같은 왕 20년에는 혜심이 양경사에서 하안
거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해 7월 수선사로 돌아가기도 하였다.44) 정숙
첨이 진각국사 혜심과 하동지역에서 교류하던 때는 정안도 이미 하동
지역으로 내려와 머물고 있으면서 혜심과 교류하였다. 때문에 정안은
아버지 정숙첨과 함께 양경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물론 기존연구에서는 양경사를 정숙첨과 정안 집안의 원찰로 짐작하기
도 하나,45) 혜심 등의 하안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숙첨과
정안이 경영에 참여하는 수선사계열의 하동지역 사원이라 할 수도 있
다. 특히 태종 12년(1407) 12월 전국의 이름난 큰 사원을 資福寺로 지
정할 때 하동의 陽景寺도 慈恩宗에 소속되었으므로,46) 개인의 원찰로
42) ｢十三日河東鄭參政請上堂｣, 曹溪眞覺國師語錄, 上堂.
43) ｢壬午十月十四日河東陽慶寺慶讚起始上堂｣, 曹溪眞覺國師語錄, 上堂.
44) ｢癸巳年陽慶寺結夏上堂｣ 및 ｢七月自河東還本社慧修棟梁設鎭兵法會上堂｣,
曹溪眞覺國師語錄, 上堂.
45) 金光植, 앞의 논문, 55～57쪽.
46)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12월 辛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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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보인다.
그 다음으로, 정안은 이러한 불교 활동․생활과 함께 13세기 중엽 대
장경판의 간행에도 참여하였다. 정안이 해인사대장경판의 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실은 일제강점기 이래 주목되었다.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가 무인집권자 崔怡의 처남47)인 정안을 南海지역에 위치한 분사도감
의 설치․운영 주체로 진단48)한 이후, 한국사를 비롯하여 불교문화
사․서지학․고고학․미술사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의 연구자 상당수
가 수용하면서 1970～1990년대 학계의 보편적인 내용처럼 자리매김하
기도 하였다. 특히 분사도감 내지 남해분사도감이 정안의 원찰인 南海
지역의 定林社(江月庵)나 고현면 대사리 일대에 각각 위치하였다는 견
해도 제시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에 최근에는 기존의 연구 시각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
다.49) 첫째, 분사도감이 계수관 중심의 지방행정 조직체계로 설치․운
영된 상태에서, 정안은 해인사대장경판의 조성불사 당시에 강화경의
중앙고위관료를 지내거나 하동․남해에 퇴거하고 있었으며 지방관을
지낸 사실이 없으므로, 정안을 분사도감이나 남해분사도감의 설치․운
영 주체로 진단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정안이 창건한 江月庵과 定林社가 분사도감 내지 남해분사도
감의 지역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한되어 있다

47) 이케우치 히로시는 ‘鄭晏은 崔怡의 사위 鄭叔瞻의 아들’이라 해석하여 정
안을 최이의 외손자로 오해(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に關する 一二の補
正｣, 東洋學報 14-4, 1924 ; 滿鮮史硏究 中世2, 1937, 634쪽)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연구자가 처남으로 바로잡았다(閔泳珪, 앞의 논문, 210․212
쪽). 특히 정안의 아버지 정숙첨이 최충헌의 아들인 최이를 사위로 삼았다
(고려사 권100, 鄭世裕 부 鄭叔瞻傳)라는 내용에서도 정안은 최이의 처
남이 옳다.
48) 池內宏, 앞의 책, 632∼635쪽.
49) 주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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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이다. 강월암은 하동지역에 창건된 사원으로 짐작되며, 분사도
감은 하동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에 위치하였다. 고종 38년 李益培가 동
국이상국집의 목판을 조성한 고려국분사대장도감은 하동의 인근 郡
(比郡50))으로 표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강월암

을 분사도감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객관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
다. 특히 南海 定林社의 창건시기도 해인사대장경판의 ‘대장’에 포함된
개별 경판의 대부분이 완성되었던 고종 36년(기유년)이다. 때문에 강월
암과 정림사를 남해분사도감으로 파악하는 분석방식에는 객관적 신뢰
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정안을 최씨무인정권과 밀착된 정치관계로 직결시켜 최씨무인
정권의 안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인사대장경판 조성불사의 참여를
진단하는 측면도 재고의 여지를 가진다는 것이다. 정안의 해인사대장
경판 조성불사는 고려사 정안전의 내용처럼 ‘국가와 약조’하여 참여
하였다. 최씨무인정권와 관련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수행된 조성불사에 재물을 희사한 것이다. 정안은 해인사대장경판 조
성불사에서 최씨무인정권 崔怡․崔沆 부자, 李奎報, 開泰寺僧統 守其
(守眞), 僧統 天其, 李奎報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업경비

의 보시를 비롯하여 현장 전문인력의 참여 유도, 완성 경판의 희사, 사
업 명분의 조성에 대한 조언 등과 같은 주요 역할을 분담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안은 韓醫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정안은 醫藥에도 정
통하였듯이, 한의학적 소양을 갖추고 한의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래 鄕藥救急方의 저자를 고종 때 鄭晏으로 추정
한51) 이후 일부 연구자들이 개연성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52) 기존연
50) ｢李相國集跋尾｣, 東國李相國後集』권종.
51) 三木榮, 앞의 책, 63쪽.
52) 李泰鎭, ｢高麗後期의 인구증가 要因 生成과 鄕藥醫術 發達｣, 韓國史論
19, 서울대 국사학과, 1988 ;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조선 유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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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태종 17년(1417) 7월 安東儒學敎授官 尹祥이 지은 향약구급
방 중간본의 발문에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향약구급방의 저술과 초
간의 주체․시기를 진단하고 있다. 향약구급방이 옛날 大藏都監에서
간행되었다는 내용53)을 핵심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백
과사전류에도 ‘고려시대 1236년(고종 23)경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던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처음으로 간행하였다고 생각되며’54)라
하여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고종 때의 간행에 의문을 제기
하기도 한다.55) 향약구급방의 저술․간행 주체 및 시기를 고종 때
정안과 연관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간행시기
의 핵심적인 근거로 삼는 대장도감이 고종 23년에 설치되어 조선 태조
원년(1392) 8월경까지 존속하였으므로,56) 향약구급방의 간행시기를
고종 때로 진단하면서 조성․간행 주체를 정안으로 이해하는 데는 필
요충분조건이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향약구급방의 저술․간행을 정
안과 연결시키는 견해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도 정안은 상당한 한의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하동 등지의 지
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53)
54)
55)

56)

가의 경제발전모델—, 태학사, 2002, 114～117쪽 ; 洪榮義, ｢高麗後期 大藏
都監 刊 鄕藥救急方의 刊行經緯와 資料性格｣, 韓國史學史硏究 나남출
판사, 1997.
“鄕藥救急方……昔大藏都監刊行”(鄕藥救急方 跋文).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李京錄, 고려시대 의료사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9, 209～300
쪽 ;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동아대 석당학술총서20, 혜안, 2010,
284～286쪽.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8월 辛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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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鄭晏의 연계망과 현식인식
유․불교와 陰陽․算術․醫藥․音律 소양을 두루 갖춘 정안은 10년
정도의 관료생활을 하고, 최소 20～30년 동안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활
동하면서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晋陽의 지방관을 거쳐 國子祭酒․判樞密院事․知門下省事․叅知政
事를 역임하는 과정에서는 관료들이나 유교적 문인지식인들과 교류하

면서 인적 연계망도 구축하였다. 정안은 郞將 林葆와 內侍 李德英 및
威州副使 石演芬 등과 같은 門生과도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었듯

이,57) 고종 28년(1241) 4월 과거시험으로 선발한 崔宗均․元傅(元公
植)․李邵 등과 교류하였을 것이다. 정안은 당시의 무인집권자 崔怡 등

과도 교류하였으며, 고종 23～24년 교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관료지식
인 李奎報와도 지속적인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안이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사원의 경영 및 창건 활동을 전개할 때
에는 당대 불교계를 주도하던 수선사계열과 가지산문, 대덕고승․승려
지식인 등과 긴밀한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眞覺國師 慧諶과의 교
류가 먼저 주목된다.58) 정안은 아버지 정숙첨이 진각국사를 하동 陽慶
寺의 경찬법회에 초청한 고종 9년 9～10월경부터 이미 혜심과 교류하

였다고 짐작된다. 혜심은 정안이 창건한 江月庵의 낙성식에서 낙성법
회를 주관59)하고, 정안의 禪수행과 거사적 은둔생활을 하던 逸庵을 방
문하여 ｢逸庵銘｣도 지어주는60) 등 일상적인 교류도 하였다.

57) 고려사 권100, 鄭世裕 부 鄭晏傳 ;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38년 5월.
58) 정안과 혜심의 교류관계는 1990년대 글(蔡尙植, 앞의 책, 126∼127쪽)에서
정리되기도 하였다.
59) ｢逸庵居士刱江月庵請上堂｣, 曹溪眞覺國師語錄, 上堂.
60) ｢逸庵銘幷序｣, 無衣子詩集 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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逸庵居士 鄭奮공은 老溪의 정자에서 수양하였다. 정자는 마을에
있으면서도 경치가 빼어나고 사랑스럽다. 그곳의 편액을 살펴보
다 없기에 그 까닭을 물어보았다. 대답하였다. “다만 국사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길 기다렸을 따름입니다.” 내가 그곳의 아름다
운 경치를 살펴보고는 이내 편액을 ‘洗心’이라 이름하였다……
색다른 과수와 아름다운 꽃들은 제각기 기이하고
우거진 숲과 길게 자란 대나무도 모두 서로 잘 어울리구나
세심정 물가에는 갖가지 풍족한데
다만 고적한 원숭이가 없이 때마다 시간을 알리구나61)

혜심은 정안이 머물던 정자도 방문하여 ｢題洗心亭｣이라는 시를 짓기
도 하였다. 이 시는 정안이 하동지역에서 은둔하던 시기에 지었으므로,
세심정의 공간적 위치도 하동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안은 진각
국사 혜심과 밀접하게 일상적인 생활교류까지 하고 있었다. 혜심과의
교류는 정안의 아버지 정숙첨 때부터이며, 정안의 가족․친족 등도 혜
심의 檀越에 포함되어 있었다. 고종 37년 4월 건립된 ｢眞覺國師碑陰記｣
에는 ‘參知政事 鄭俶瞻(鄭淑瞻)’ 및 ‘判樞密院事 鄭晏’과 함께 2명의 ‘河
東郡夫人 鄭氏’, 그리고 정숙첨의 딸로 무인집권자 崔怡의 부인으로 짐

작되는 ‘永安宮主 鄭氏’, 정안의 외삼촌 ‘侍中 崔宗峻’ 및 처남 ‘判司宰
事 任景珣(任景恂․任景純)’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62)에서 정안의

일족이 혜심과 긴밀하게 교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안은 진각국사와 교류과정에서 수선사계열로부터 지속적인 신뢰
61) “逸庵居士鄭公奮, 養老溪亭. 雖在里閭, 形勝可愛. 尋其額, 則蔑如也, 問其故.
對曰. ‘只待師之命之耳.’ 予相其佳致, 乃名之曰, ｢洗心｣……異菓名花各自奇,
茂林脩竹摠相冝. 洗心亭畔千般足, 只欠孤猨每報時”(｢題洗心亭幷序｣, 無衣
子詩集 권하). 한편 세심정에는 색다른 과수 등으로 꾸며져 있었기 때문
에, ‘逸庵居士鄭公奮, 養老溪亭’의 원문을 ‘일암거사 정분 공은 노계에 있는
정자를 식물로 잘 가꾸었다’라 번역할 수도 있다.
62) 閔賢九, 앞의 논문, 15․23쪽.
김광철, 앞의 논문,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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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받았다.
(진각국사의) 법맥을 이어받은 夢如 禪老도 法王이다. 몽여선사
가 逸庵居士 鄭奮 군에게 요청하여 行錄의 초고를 잡게 한 다
음, 晉陽公에게 비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진양공은 “和尙께서
살아 계실 때 사람들을 이롭게 한 것이 많았습니다. 비석을 세
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 하고는 마침내 주상에게 아뢰었다.
이에 주상이 나(이규보)에게 비명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다.63)

국왕의 명령으로 고종 21년 12월 이규보가 지은 眞覺國師의 비명64)
에는 정안이 같은 해 6월 입적한 진각국사의 제자 淸眞國師 夢如로부
터 진각국사 혜심의 행록 초고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러한
요청은 정안이 진각국사의 활동 전반과 사상적 성격 등을 상당하게 이
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동시에, 진각국사와 다양하고 긴밀
하게 교류하여 친밀도를 구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정안은 가지산문의 普覺國尊 一然과도 교류하였다. 고종 36년 정안
이 定林社를 개창하고 일연선사를 초청하여 주석하게 하였다. 정안과
일연과의 교류는 고종 37년 4월경 判樞密院事로 재임하다가 崔沆에게
죽임을 당한 이듬해 5월 이전으로, 같은 왕 36년경부터라 할 수 있다.
물론 일연은 고종 43년 여름을 지나면서 輪山의 吉祥庵65)에 寄錫하
63) “嗣法禪老夢如, 亦法王也. 請逸庵居土鄭君奮, 草具行録, 以立碑, 請扵晉陽
公. 公曰, ‘和尙住世, 利人多矣. 樂石不可不立.’ 遂聞于上. 上命小臣, 爲之
銘”(李奎報, ｢曹溪山第二世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碑銘幷序奉
宣述｣, 동국이상국집 권35, 碑銘․墓誌 및 東文選 권118, 碑銘).
64) “甲午公年六十七……冬十二月……受勑作松廣社主法眞覺國師碑銘”(東國
李相國集, 연보). 그런데 이규보가 진각국사의 비명을 지은 시기는 고종
22년으로 이해(김용선, 이규보 연보, 일조각, 2013, 178쪽)하기도 한다.
65) 吉祥庵의 위치는 南海지역(閔泳珪, 앞의 논문, 209～210쪽 및 金光植, 앞의
논문, 75쪽 및 김두진, ｢一然의 生涯와 저술｣, 全南史學(역사학연구) 19,
전남사학회, 2002, 177쪽)이나 智異山(蔡尙植, 앞의 책, 116․11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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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66) 이전까지 정림사에 머물렀을 개연성도 있다. 정안이 일연을 초청
한 연유는 일시적으로 최이에게 반발한 정안이 최이와 연결된 수선사
계통을 기피한 결과로 수선사와는 별개의 출신인 일연을 초청하였거
나, 혹은 수선사의 3세인 淸眞國師 夢如가 최씨무인정권에 거부하자
이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로 일연을 등장시켰다고 짐작하고 있다.67)
고종 30년 8월 海藏分司에서 禪門拈頌集을 간행할 때 정안이 斷俗
寺 주지 萬宗에게 해당 跋文의 작성을 요청받은 사실68)에서도 정안은

만종과도 교류하였으며, 고종 23년 묘법연화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할
때도 해당 경판의 판각을 요청한 山人 明覺69)과도 인적 연계망을 구축
하고 있었다. 이 당시는 정안이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머물고 있을 때이
다. 산인 명각은 자신을 名却․名各․名角으로도 표기하면서 고종 24
․26～30년 해인사대장경판의 ‘大藏’에 포함된 개별 경판을 판각한 전

문 각수로 은둔적 승려지식인이기도 하다.70) 그리고 고종 31～33년 정
안이 주도하여 조성한 金剛三昧經論․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
境界普賢行願品․佛說預修十王生七經 등을 판각한 三旀․法蘭 등

상당수의 승려 각수들71)도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정안과 교
류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계망을 구축하며 활동한 정안은 은둔적 성향의 융
133쪽)으로 파악하고 있다.
66) “越丙辰(고종 43년 : 1256)夏, 寄錫輪山吉祥菴, 因有餘閑, 乃將舊本三家語
句, 務便檢閱. 錯綜其辭, 隨門夾入, 依舊離爲二冊, 以備童蒙之求……中統元
秊(원종 원년 : 1260)……晦然序”(｢重編曺洞五位序｣, 韓國佛敎全書 권6,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4, 216∼217쪽).
67) 蔡尙植, 앞의 책, 121쪽.
68) 禪門拈頌集 권1, 제32․33장의 다음 면.
69) 妙法蓮華經 권7, 제15장.
70) 崔永好, ｢南海地域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참여｣, 石堂論叢
25, 동아대 석당학술원(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7, 263쪽.
71) 崔永好, 앞의 논문(2016), 8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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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고려사의 정안전에는 ‘정안의 성품이 지혜
롭고 총명하다’고 하였으며, 유․불교적 소양과 함께 陰陽․算術․醫
藥․音律 등 다양한 학문영역까지도 두루 정통하였다고 하였다. 때문

에 정안은 유․불교의 소양과 함께 여러 학문 영역까지 상당한 지식을
가진 융합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안은 20～30년 동안이나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은둔하여
생활하였다. 고려사 정안전에는 정안의 은둔생활을 고종 28년 4월
이후 국자좨주에서 물러나 南海로 내려왔을 때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
데 그의 은둔생활은 진양의 지방관을 사직하고 노모의 봉양을 위해 하
동지역으로 내려온 고종 4～9년경부터 시작되었다.
居士 鄭奮 공은 세속의 영예를 아낌없이 버리고 세속적 학문도
잊은 채, 항상 대나무 의자와 창포 방석을 벗으로 삼고, 숲속에
깃들어 살며 골짜기에 은둔하여 편안해 하였다. 그가 거처하는
곳을 逸庵이라 이름 하였으니, 대개 逸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속박이 없는 것 모두를 이름한 것이다.72)

진각국사 혜심이 정안의 거처를 방문하고 지은 ｢逸庵銘幷序｣에는 정
안이 세속의 영예와 세속적 학문에 얽매이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은둔하
여 居士 생활을 편안해 하고 있으며, 정안이 거주하는 逸庵도 그러한
생활방식에 걸맞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진각국사가 입적하는 고종 21
년 6월 이전이므로, 정안이 하동지역에서 머물며 활동하던 때이다. 그
리고 정안은 자신이 머물던 하동지역의 마을에 있던 정자의 편액을 진
각국사로부터 洗心亭이라 받았을 때, 江月庵을 창건하여 진각국사 혜
심을 낙성법회에 초청하였을 때, 淸眞國師 夢如로부터 진각국사의 행
72) “居士鄭公奮, 脫屣世榮, 忘筌俗學, 常以竹倚蒲團爲侶, 林栖谷隐爲安. 名其
所居 曰, ‘逸庵.’ 蓋逸者, 無爲無縛之總名也”(｢逸庵銘幷序｣, 無衣子詩集
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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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초고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은 고종 21년, 이규보에게 하동에서
생산된 차를 보낸 고종 23～24년 당시에도 각각 逸庵居士라 표현되어
있는 사실에서 하동지역에 머물면서 居士的 은둔생활을 지속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안은 國子祭酒의 관직을 그만둔 고종 28년 4월 이후부터
判樞密院事로 재임하던 고종 37년 4월경 이전까지도 하동지역을 중심

으로 머물면서 거사적 은둔생활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례는 고종 30년
8월 禪門拈頌集의 跋文을 지을 때에도 스스로 逸庵居士라 표현한 사

실7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정안은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최
소 20～30년 동안 은둔생활을 지속하면서 다양한 학문영역의 소양을
갖추었던 융합적 지식인으로 활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안은 은둔지식인으로 활동하면서도 그의 재능을 다양한 주체로부
터 인정받았다. 무인집권자 최이가 정안의 재능을 아껴 국왕에게 천거
하여 國子祭酒로 임명한 사실에서, 국왕 고종과 최이가 정안의 융합적
재능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종 30년 海藏分司에서 禪門拈頌
集을 간행할 때 萬宗이 逸庵居士 정안에게 해당 跋文을 요청한 사실

에서도 정안은 수선사계열의 斷俗寺 주지 만종에게도 정안의 재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淸眞國師 夢如로부터 진각국사의 행록에 대
한 초고 작성을 요청받은 사실에서도 수선사계열의 고덕대승으로부터
그의 재능과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무인집권
자 최항이 사람들의 신망을 얻을 목적으로 정안에게 겉으로 예의를 지
켰던 사실74)에서도 정안은 당대의 상당수 사람들로부터 재능을 인정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연구의 대부분에서는 정안의 성향을 최씨무인정권과 긴
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 견해는 일제강점기 이케우치
73) 禪門拈頌集 권1, 제32․33장의 다음 면.
74) 고려사 권100, 鄭世裕 부 鄭晏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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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池內宏)75) 이래 현재까지 한국사․서지학․불교문화․미술사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도 상당하게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핵심
적인 근거는 정안의 아버지 정숙첨이 무인집권자 최이를 사위로 삼았
다는 혼인 관계이며,76) 해인사대장경판의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77)을
최이․최항 부자 중심의 정권안보로 이해한 내용이다.
이러한 견해는 분석 근거와 논지에서 객관성이 제한되어 있다. 해인
사대장경판의 조성사업은 국가의 행정조직체계 등으로 수행된 국가佛
事였으며,78) 정안은 최씨정권과의 관계에서 긴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고려사 정안전에는 정안이 최이의 권력 전횡을
인지하고 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낙향 은둔하였으며, 최항과의 관계
도 평소에 사이가 나빴고 최항이 정안을 시기하는 등 최항으로부터 견
제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안은 최이의 후계권력구도 문제로 고종
30년 정월 하동현으로 유배되었다가 고종 34년 6월 소환된 金偫를 양

자로 삼았으며, 최항의 정치를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등 최씨정권
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정안은 퇴거 이후에도
최이의 피해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그의 정치적 활동도 10년 정
도 내외에 불과하면서 20～30년 동안 하동지역으로 중심으로 은둔하며
생활하였다. 이로써 정안의 정치적 성향을 최씨무인정권과 밀착된 관
계로 진단하는 근거는 객관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오히려 정안은 최씨
무인정권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거나 견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안의 성향은 그가 개별 경판의 조성불사를 주도하며 남겨둔 조성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록은 그의 현실인식이기도 하였다.

75)
76)
77)
78)

池內宏, 앞의 책, 632∼635쪽.
고려사 권100, 鄭世裕 부 鄭叔瞻傳.
고려사 권129, 반역, 崔忠獻 부 崔沆傳.
최영호, 앞의 논문(2009), 145～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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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원한다. 우리 황제(고종)의 수명은 하늘 끝까지 뻗치고 태자
의 나이는 땅의 뒤편까지 이르며, 이웃한 병사는 와해되고 조정
과 재야는 거울처럼 맑아져라. 다음으로 晉陽侯(崔怡)는 길이길
이 나라의 기둥이요 초석이 되어 영원히 佛法의 울타리가 되어
라. 다시 바라기는 돌아가신 내 아버지와 죽은 누이 및 형제와
6친이 三途에 이르러 윤회하게 된 사람은 이 인연의 수레를 함
께 타고 극락세계에 다 같이 태어나라. 병신년(고종 23 : 1236)
12월 15일 우바새 鄭奮이 짓다.79)
엎드려 바랍니다. 황제의 자리는 끝이 없고 태자의 궁궐에는 경
사스러움이 모이며, 재앙의 티끌은 영원히 잠자며, 조정과 재야
는 태평한 세상이 되기를. 晉陽公의 복은 그 깊이 바다와 같고,
수명은 그 높이 큰 산과 같기를. 다음으로 바랍니다. 홀어머니가
부처님의 종에 이르고 신음이 변하여 노래가 되며 영원히 사시
길. 경판을 새기고 인출하여 베풀면서 이 경전을 거듭 생각해보
니 虯宮(용궁)으로부터 나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발견하
게 되었다. 다시 바랍니다. 法界에 두루 미쳐 含生(중생)이 생생
하여 질병의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胞胎에 머물지 않고
항상 여러 부처님의 淨妙國土(정토세계)에서 노닐길. 갑진년(고
종 31 : 1244) 8월 초 5일 우바새 鄭晏이 짓다.80)

정안이 고종 23년(병신년) 12월 및 31년 8월 각각 주도적으로 조성한
79) “用祝. 我聖筭亘天, 儲齡後地, 隣兵瓦解, 朝野鏡淸. 次願, 晉陽候(侯)長爲家
國柱石, 永作佛法藩墻. 更願, 我先考及亡姉兄弟與六親眷屬, 洎三途受輪迴
者, 同氶(乘)此因, 共生極樂世界. 丙申年十二月十五日, 優婆塞鄭奮誌”(妙
法蓮華經 권7, 제15장). 정안조성이 조성한 해인사 소장 개별경판의 조성
정보는 최근 글(崔永好, 앞의 논문(2016), 78～86쪽)에서 새롭게 판독되었
다.
80) “伏為. 寶祚無疆, 儲闈凝慶, 氛塵永寢, 朝野昇平. 晉陽公, 福海等濬, 夀岳齊
髙. 次願, 孀親洎及佛奴, 變呻為謳, 嚮年有永. 鏤板印施, 重念此経, 出自虬
宮, 發起因扵疾病. 更願, 普及法界, 含生生生, 不聞疾病之音, 不處胞胎, 常遊
諸佛, 淨妙國土爾. 甲辰八月初五日, 優婆塞鄭晏誌”(金剛三昧經論 권하,
제6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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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소장 妙法蓮華經․金剛三昧經論의 조성정보에는 그가 진
양후 崔怡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기원내용에는 국
왕․왕실의 안녕, 몽고 침략군의 격퇴, 조정․재야의 안녕을 우선순위
에 두고 있다. 왕실의 안녕 및 몽고 침략군의 격퇴와 같은 국가적 염원
을 우선에 두고 최이의 안녕을 다음으로 기원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정
안은 가족과 함께 당대 모든 고려 사람들의 극락왕생도 기원하였다.
그러나 이 이후에 조성된 정안의 조성정보에서는 최이를 비롯하여
최항 등 최씨무인정권의 안녕을 찾아 볼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무상(無常)이 갑자기 오면, 이 서원에 올라타고서
국왕께서 극락에 함께 태어난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을사
년(고종 32년 : 1245) 정월 보름날에 우바새 鄭晏이 짓다.81)
엎드려 바랍니다. 위로는 四恩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三有에 보
탬이 되며, 法界의 含生(중생)들은 이 지혜의 배를 타고 胞胎에
머물지 말고 늘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에서 즐겁게 지내길. 경
판을 새기고 인출하여 베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을사년(고종
32 : 1245) 3월 어느 날 우바새 鄭晏이 짓다.82)
엎드려 바랍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홀어머니, 살아 있거나 죽
은 골육 및 부부의 친연(親緣)이 법계(法界)의 중생들에게 널리
미치고, 幽途(지옥․아귀․축생)에 빠지지 않으며, 서원에 따라
모든 불국토에 가서 태어나길. 경판을 새기고 인간하여 널리 베
풀면서 말합니다. 병오년(고종 33 : 1246) 3월 어느 날 우바새
鄭晏이 짓다.83)
81) “不得已, 而無常忽至, 乗此願, 王同生極樂, 豈不快㦲. 乙巳正月望日, 優婆塞
鄭晏誌”(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제11장 다음 면).
82) “伏為. 四恩三有法界含生, 乗此慧舩, 不處胞胎, 常遊十方諸佛國土. 鏤木印
施云. 乙巳三月日, 優婆塞鄭晏誌”(金剛般若波羅蜜經 제10장).
83) “伏爲. 先考孀親生亡骨肉夫婦親縁, 普及法界衆生, 不滯幽途, 随願, 往生諸
佛國土. 鏤板印施云. 丙午三月日, 優婆塞鄭晏誌”(佛說預修十王生七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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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이 고종 32 정월 주도적으로 조성한 해인사 소장 大方廣佛華嚴
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의 조성기록에는 국왕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내용이 있으며, 고종 32년 3월 및 33년 3월 각각 조성한 金剛
般若波羅蜜經․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조성기록에는 부모․가족친

족과 모든 중생의 안녕과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이처럼 정안의 현실인식은 최씨무인집권자 최이의 안녕보다 국왕․
왕실 및 조정과 같은 국가의 안정, 몽고 침략군의 격퇴와 민족적 안녕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佛法의 보급, 가족․친족 및 중생의 극락
왕생, 질병의 치료 등 당대 고려 사람들이 기원하던 염원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진각국사 혜심이 고종 20년 7월 하동 陽慶寺의
하안거에서 修禪社로 돌아와 鎭兵法會에서 설법한 ‘성인의 길은 한없
이 넓고 법가의 땅에 교화가 두루 미치니 간악한 군사가 모조리 죽어
없어지는 구나’84)라는 내용, 李奎報의 ｢大藏刻板君臣祈告文｣의 내용85),
진주목 대장분사도감의 행정책임을 맡았던 慶尙晉安東道按察副使 全
光宰의 현실인식86) 등과 거의 동일하였다. 때문에 정안의 현실인식은

당대 다양한 고려 사람들의 염원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정안을 최씨무인정권의 안정과 직결시켜 확정하는 기존연구
는 문제점이 발견되며, 오히려 정안은 최씨무인정권(특히 최항)과 일정
하게 거리를 두거나 견제 관계에 있으면서 국가․왕실․조정 및 일반
백성을 포함하는 당대 고려 사람들의 염원을 기원하고 실천한 은둔적
융합지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4) “聖道汪洋, 化洽法家之土, 邪兵殄滅”(｢七月河東還本社慧修棟梁設鎭兵法會
上堂云｣, 無衣子詩集 권상).
85) 李奎報, ｢大藏刻板君臣祈告文｣, 東國李相國集 권25, 雜著.
86) 南明泉和尙頌證道歌事實 권3, 38장, 慶尙晉安東道按察副使都官郎中 全
光宰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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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에서 13세기 중엽 융합지식인으로 활동한 鄭晏의 활동공간․영
역과 인적 연계망 및 성향․현실인식을 새롭게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
서는 기존연구에서 발견된 원천정보의 오류를 바로잡고, 정안을 최씨
무인정권과 밀착된 우호관계로 파악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기로 한다.
정안은 晋陽의 지방관과 國子祭酒․判樞密院事․知門下省事․叅知
政事를 역임하면서 진양․江華京에서 생활한 10년 정도를 제외하면,

최소 20～30년 동안 河東지역을 중심으로 은둔하며 활동한 하동지역사
회의 대표적인 융합지식인으로, 유․불교 소양을 비롯하여 陰陽․算
術․醫藥․音律까지 두루 정통하였다.

정안은 젊었을 때 과거에 합격한 이후 國子祭酒와 동지공거를 지내
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신진 문인지식인들을 발굴․육성하였으며,
한의학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지역민 대상의 의료활동도 전개하였다.
특히 정안은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불교적인 일상적 삶을 실천하면서
江月庵․定林社 등의 사원을 새로 창건․운영하고 陽慶寺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불교적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3세기 중엽 해인사대장경판
의 조성불사에도 참여하였다. 정안은 최씨무인정권과 관련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佛事로 수행된 조성불사에 재물을 희사하는 한편,
현장 전문인력의 참여 유도, 완성 경판의 희사, 사업 명분의 조성에 대
한 조언 등과 같은 주요 역할을 분담하였다.
정안은 江華京과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망을 맺었다. 관료로 생활할 때는 신진 문인지식인과 함께 무인집
권자 崔怡 및 관료지식인 李奎報 등과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은둔하며 활동할 때에는 眞覺國師 慧諶과 淸眞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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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 夢如 등의 수선사계열을 비롯하여 普覺國尊 一然 등 가지산문의 대

덕고승들과 함께 승려지식들과도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정안의 성향은 다양한 학문영역의 지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은둔적 융
합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정안은 20～30년 동안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은둔하여 생활하면서도 그의 재능은 국왕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체로부
터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는 무인집권자 崔怡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
고 있었으며, 崔沆에게는 견제 당하기도 하였다. 기존연구처럼 최씨무
인정권과 밀착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그의 현실인
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정안의 현실인식은 최이의 안녕보다 국왕․왕
실 및 조정과 같은 국가의 안정, 몽고 침략군의 격퇴 및 민족적 안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佛法의 보급, 가족․친족 및 중생의 극락왕생,
질병의 치료 등 당대 고려 사람들이 기원하던 염원도 반영하고 있었다.
때문에 정안은 최씨무인정권과 일정한 거리와 견제 관계에 있으면서
국가․왕실․조정 및 일반 백성을 포함하는 당대 고려 사람들의 염원
을 기원하고 실천한 은둔적 융합지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2018년 1월 30일에 투고 되어,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3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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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n Activity & Real
Recognition of Jeong-An(鄭晏) who
Acted about the mid-13th Century
Choy, Young-Ho
This paper attempt to new analyze into an activity space &
activity domain & human network & personal propensity & real
recognition of Jeong-An who acted as a convergence intellectual of
seclusion-form about the mid-13th century. in the process, the
existed studies have been critically reviewed, and the original
information has been newly organized.
Except for the 10 years when he was worked in the Jinyang(晋
陽) & Ganghwa-Capital(江華京) as a government official, he is a
representative character who has lived in the Hadong(河東) area for
20 to 30 years. he is a convergence intellectual of seclusion-form
that has acted in the Hadong area about the mid-13th century. he is
a convergence intellectual of seclusion-form that has been well
versed in the Confucianism & Buddhism & Ying-Yang(陰陽) &
arithmetic(算術) & Korean-medicine(韓醫藥) & temperament(音律).
He has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he has nurtured young
literary intellectuals who had the Confucianism knowledge, and has
als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 he liv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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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life in Hadong region, and conducted a variety of Buddhist
activities. he also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the Haein-Temple
(海印寺)’s Buddhism-Sutra-woodblock that was pushed as a
national project about the mid-13th century.
He has formed a human network with various individuals who
has acted as a literary intellectuals &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Buddhist intellectual about the mid-13th century. his
personal propensity can be defined as a convergence intellectual of
seclusion-form. his real recognition was also accorded with the
prayers of those days Goryeo(高麗)-people that had wished the
stability of the royal family and overcoming the national crisis.
Key Words : Jeong-An(鄭晏), the Hadong(河東), the
Haein-Temple(海印寺)’s Buddhism-Sutra-woodblock,
convergence intellectual of seclusion-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