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號)는 그 사람, 혹은 자신이 살아갈 삶의 목표

나 방향을 표상(表象)하기 위하여 짓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알게 모르게 그 호와 같이, 그가 살아

온 삶의 상징(象徵)이 되기도 한다. 부친의 호 운

암(雲岩)에서 빌려 자신이 직접 만들었으나, JP는 

그리 즐겨 쓰지는 않는다고 한다.

운정(雲庭)을 풀어보자.

먼저 정(庭)은 집을 뜻하는 엄 호(⤿)와 조정 정

(廷)이 합쳐진 형성문자이다. 정(廷)은 '바로 설 

정(呈)'자와 '길게 걸을 인(䉠)'자를 더해 '똑바로 

나아가 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조정 정, 사사

롭지 않을 정(廷)이다. 

廷(조정에서 신하들이 임금의 말을 듣던 곳이며 

옛날에는 지붕이 없었음)과 지붕이 라는 엄 호

(⤿)를 합하여‘뜰을 나타나게 된 것이다. 庭(정)

은 대궐 안의 안뜰이며 본디는 廷(정)과 같은 글

자였으며, 나중에 庭(정)은 건물(建物)을 가리켰

고, 더 후에 건물(建物)을 聽(청), 대궐 안을 廷

(정), 여염집의 뜰을 庭(정)이라 하였다. 지금은 

뜰 정이라 부르나, 원 뜻은 조정(朝廷), 궁궐(宮

闕), 곧다, 바르다, 내공하다(內攻, 겉으로 나타나

지 않고 속으로만 퍼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

인 것이다. 

앞에 설명되어있듯 정(廷)이 조정 뜰에 나아가 바

로 선다라는 의미라면 우선 JP가 정치인이니 당연

하고 또 ‘나는 사사로이 행보를 하지 않았소’라

고 은근히 외치는 심경을 헤아리는데 어렵지 않은

데, 왜 廷이 아니고 庭일까?

집 엄, 언덕 엄(⤿ ⒏과 동일)은 깎아지른 듯한 낭

떠러지의 모양을 본떠 ‘동굴’, ‘굴바위’ 또는 

‘언덕’의 뜻을 나타낸 글자이다. 고대인의 주거

지는 사나운 맹수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

하여 안전한 곳으로 판단되는<낭떠러지>나 <동

굴>과 같은 곳에서 지냈다. 따라서 정(庭)이라는 

글자에는“사나운 맹수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

기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다. JP는 

조정에 나아가되 속으로 안전한 장소이기를 바랐거나 아니면 안전

하게 만들고 싶었기에 굳이 廷이 아니고 庭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간다. 

구름 운(雲)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구름이 돌아가는 모양이며 이는 산천(山川)의 기운(氣運)을 나타

내는 글자이다. 산천 천하의 기운, 즉 천기에 순응하여(현대 정치

의 흐름에 따라),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 살아온, 그 시간과 그 공

간에 일생을 바친 인간 JP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JP가 호

에서 나타나듯, 자신의 삶을 비록 예상한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의 

표상은 민족 중흥을 이끌어온 풍운(風雲)의 2인자로서의 삶에 맞

아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 운정(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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