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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율곡학 국제포럼 : 유교와 현대사회

율곡 이이와 오규 소라이의 개혁사상 비교

성균관대학교 임태홍

머리말

이 발표는 조선시대의 율곡(栗谷) 이이(李珥, 1537년∼1584년)와 에도시대의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년∼1728년)가 각자 자기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문장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

를 통해서 율곡과 소라이 사상의 다른 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율곡은 조선시대 유학자로 1564년에 과거에 급제한 뒤에 관직에 진출, 병조

판서까지 역임했던 학자 관료다. 과거에 급제한 유학자였기 때문에 율곡은 당

연히 당시 조선시대의 이데올로기였던 주자학에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조정과 임금에 제출하였던 개혁안, 즉 1569년의 동호문답(東湖問答)과
1574년의 만언봉사(萬言封事)는 당연히 당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그 가치

가 인정된 주자학적인 관점에서 집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라이는 일본 에도시대 제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 재위

1651∼1680)시대부터 제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재위 1716∼

1745) 시대까지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1696년, 31세 때, 쇼군의 측근이었

던 야나기사와 요시야스(柳沢吉保)에게 발탁되어 막부의 참모로 활약했다. 그

가 제출한 정담(政談)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716년부터 1736년에
걸쳐서 집필한 것으로, 당시 쇼군의 요구에 따라 집필한 정치적인 의견서이며,

나아가 막부의 정치 및 행정 개혁을 위한 제안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주자학

을 비판한 고문사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정담은 그러한 그의 사상적인 입
장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 율곡이 제시한 개혁안의 내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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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율곡의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살펴보면 모두 11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치적 제안을 하였다. 예를 들면, 임금의 도리(君道)와 신하의 도리(臣道)에

해서 논하고, 당시 조선의 상황이 좋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나기 어려움

(君臣相得之難), 도학을 실행하지 못함(東方道學不行), 옛 도를 회복하지 못하

였음(我朝古道不復)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당시의 시세(當今之時勢)를 분석하

고, 다음과 같이 5가지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1. 실질에 힘쓰는 것이 수기(修己)의 요령임(務實爲修己之要)

2. 간사한 자를 분별하는 것이 현인을 등용하는 요령임(辨姦爲用賢之要)

3.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安民之術)

4.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敎人之術)

5.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도리의 근본임(正名爲治道之本)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살펴보면 그는 당시 현실에 대한 진단을 다음과 같
이 하였다.

1. 상하가 서로 믿는 실질적 노력이 없다.(上下無交孚之實)

2. 보필하는 신하들이 맡은 일에 실질적 노력이 없다(臣隣無任事之實)

3. 경연(經筵)을 해도 성취되는 실질적 노력이 없다.(經筵無成就之實)

4. 현인을 등용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다.(招賢無收用之實)

5. 재이(災異)에 대응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다.(遇災無應天之實)

6. 여러 정책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다.(群策無救民之實)

7. 인심(人心)에 선을 지향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다.(人心無向善之實)

마지막으로 율곡은 이러한 7개 항목이 당시 사회의 고질적이 병폐라고 지적

하고,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민생이 곤경에 빠졌다

고 하였다. 그리고 종합하여 “병이 위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도 현명한 임금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病至膏肓, 神醫尙可救. 國至垂亡, 明王尙可興.)”고 하였

다. 결국 최고 통치자의 처신 여하에 국가의 부흥이 달려 있다는 말이었다.

율곡은 이어서 2가지 종류의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자기 몸을 닦고,

둘째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임금이 해야 할

일이다.

자기 몸을 닦는(修己) 방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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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이 뜻을 분발하여 삼대(三代)의 흥성했던 시대로 되돌려 놓기를 약속함

(奮聖志期回三代之盛)

2) 성학(聖學)을 힘써서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의 노력을 다하도록 함(勉聖

學克盡誠正之功)

3) 편벽된 사사로움을 버려서 지극히 공정한 도량을 회복함(去偏私以恢至公

之量)

4) 현명한 선비들을 가까이하여 깨우침과 보필의 이익이 되도록 함(親賢士以

資啓沃之益)

그리고 율곡은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5가지를 제안했

다.

1) 정성스럽게 마음을 개방하여 여러 신하들의 충정(衷情)을 얻을 것(開誠心

以得羣下之情)

2)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포악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앨 것(改貢案以除

暴斂之害)

3)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함으로써 사치스런 풍조를 개혁할 것(崇節儉以革奢

侈之風)

4) 지방노비 선발 제도를 바꾸어 관청 노비(公賤)의 고통을 덜어줄 것(變選

上以救公賤之苦)

5) 군사 업무를 개혁하여 안팎의 방비를 굳건히 할 것(改軍政以固內外之防)

율곡이 제안한 이러한 모든 개혁 방안의 주체자는 통치자 1인이다. 그 통치

자 1인의 의지와 도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2. 소라이가 제시한 개혁안의 내용 구조

소라이의 개혁안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당 10개에서 20개까지

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율곡의 개혁안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으

로 체계성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호문답의 경우는 임금→신하→임

금과 신하의 순서로 기술을 하고 있으며, 만언봉사도 임금과 신하→신하→

현인의 순으로 주제가 ‘위에서 밑으로’, ‘본(本)에서 말(末)’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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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라이는 처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매사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나서, 다양한 문제를 일정한 체계가 없이, 검

토해나간다. 예를 들면, 제1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

다.

1) 에도의 번화가 및 무사 저택(武家屋敷)의 감독

2) 교체한 고용인(奉公人)의 감독

3) 여행객의 체류와 관련된 감독

4) 호적

5) 통행증

6) 떠돌이 무사[浪人]와 수행자의 감독

7) 기녀와 천민 및 거지의 감독

8) 주군을 섬기는 신하[譜代者]의 문제

9) 무가 숙소[武家旅宿]의 경계를 바꾸는 일

10) 바닷길[海路]의 감독

1번 항목에서 10번 항목까지 문제 배열에 있어 어떤 질서가 개재되어 있지

않다.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다룬 제2권을 살펴보아도 나열 방식은 유사하다.

먼저 그는 경제의 중요성(財の賑わいの大概)에 대해서 언급하고, 곤궁을 개선

할 방도(当時困窮を改むる道), 고대 삼대의 제도를 생각하여 정해야할 일(古三

代の制度を考え定むべき事), 현재의 조급한 풍속을 개선해야할 일(当時せわし

き風俗を改むべき事), 현재의 제도에 없는 것(当時制度これなき事), 영주(諸大

名)들과 무사들(御旗本諸士)의 곤궁을 구하는 일, 물가(諸色直段)에 대해서, 금

은의 수량 감소(金銀銭員数減少する子細の事), 임대차에 대해서(借貸の道の

事), 무사 집안의 미곡 저장(武家米を貯うる仕形の事)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

지 문제를 두서없이 나열해가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제 3권에서는 사람을 취급하는 문제(人の扱いの発端)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관리의 처우 및 관위, 봉록, 훈장(官位爵禄の次第ならびに勲階の事)

2) 두(頭), 조(助), 승(丞), 목(目)에 대해서(頭・助・丞・目の事)
3) 관리의 조직과 직무 분담(諸役人職分支配を分つ事)

4) 고위 관리의 기용 문제(重き役人の挙用の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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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관(代官)의 직책(代官という役の事)

6) 관료는 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해야함(諸役人に器量を選ぶ事)

7) 관리의 근무는 여유가 있도록 해야함(諸役人閑暇にして政務に工夫を用

い、身を踏み込むべき事)

8) 직무는 문무의 구별이 있어야 함(当時の役儀にも文武の差別ある事)

마지막으로 제4권에서는 50여 가지 이상의 잡다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

각을 피력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경비대, 법령의 통일, 양자 입적의 문제, 멸망

한 영주의 하인, 위협적으로 성장한 다이묘 영지의 분할 문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가풍에 따라야 하는 문제, 귀천 상관없이 여자의 일에 대한 문제, 첩의

호칭, 첩을 숨기는 일, 밀고, 싸움의 쌍방 처벌 문제, 도박, 강도, 기독교인, 토

지 매매, 궁중 문고의 서적 문제 등을 다루고 이어서 학문, 유학자, 의사 등에

대해서 논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정한 순서가 없으며, 각 문제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

로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문제를 짚어서 개선안을 제출한 것이 특징이다.

3. 개혁사상의 비교 - 개혁의 주체

율곡의 개혁사상은 말하자면 주자학의 정치철학, 즉 왕도사상과 민본주의에

입각한 사상으로 임금의 주체적이고도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 개혁방안이라

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율곡은 동호문답에서 임금의 도리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
하였다.

“임금의 재주와 지혜가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호걸(豪傑)들을 잘 부리든지,

아니면 임금의 재주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현명한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다

스려집니다. 이것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경우가 두 가지란 뜻입니다. 반면에

임금 스스로 자기가 총명하다고 믿고 여러 아랫사람들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만 치우치게 믿어서 임금 자신의 귀와 눈을 가리게 되

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는 핵심은 바로 임금 1인의 마음과 행

동에 달려 있다는 것이 율곡 개혁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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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도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핵심은 임금이 나서서 주체적으로 선정(善政)을 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

면, ‘수기(修己)’의 방법을 보면 ‘왕이 뜻을 분발하여’ 혹은 ‘(왕이) 성학(聖學)을

힘써서’, ‘(왕이) 편벽된 사사로움을 버려서’, ‘(왕이) 현명한 선비들을 가까이하

여’라고 하여 모두 왕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백성을 편안

히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러 개혁안에 담긴 주어는 모두 임금이다. 예를

들면 ‘정성스럽게 마음을 개방하여’, 혹은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함으로써’ 등의

주어는 모두 임금이다. 율곡이 제안한 이러한 모든 개혁 방안의 주체자는 통치

자 1인이다. 훌륭한 통치자가 있고 그를 보필할 수 있는 실무자들(신하들)이

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조선은 부유하고 부강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소라이는 접근법이 전혀 다르다. 그는 고문학파의 유학자로 주자학을

비판하고 자신의 독특한 고문사학을 정립한 학자다. 소라이는 선왕(先王)이 남

긴 역사적인 자료인 고문사(古文辭, 옛날 말)로 기록된 6경에 의거하여 유학사

상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고대에 실시된 정치와 제도에 관심을 가

졌다. 그러한 관심이 에도시대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관심과 제안으로 표현된

것이 그의 개혁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에도시대의 천황이나 쇼군, 즉 최고 통치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는

다. 예를 들면 그는 정담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방법을 논하면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대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예를 들면 바둑판의 치수를 재서 종횡으로 선을

긋는 일과 같다. 전체를 조망한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바둑판에서는 아무리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라도 바둑

을 제대로 둘 수가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계획이 없이 정치는 불가능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전체

를 잘 조망하여 마치 바둑판에 선을 긋듯이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추진하는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 주체, 즉 당시 계획안을 요구했던 쇼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저렇게 도덕적인 요구하지도 않고, 능력에 대한 요구도 하

지 않는다.

그는 아무리 성인이라도 기본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치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었다.

“하천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지형을 고려하여 물이 잘 흘러가도록 우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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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물줄기를 만들지 않고 단지 홍수를 막으

려고만 해서는 설사 우왕(禹王)과 같은 치수(治水)의 달인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정치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현장에서 합리

적인 조사와 절차,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정치다, 라고

그는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매사에 계획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막부의 제안

에 응하여 개혁방안을 제시하게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막부의 정치에 관해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간

과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이 때문에 나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옛 시대에 행해진

정치의 방법에 근거하여 내 생각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4. 민본국가와 경찰국가 - 근대성의 다른 측면

마루아먀 마사오는 오규 소라이의 사상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일본

근대화의 싹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1) 유교 경전을 단순한 도

덕적인 교훈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군주들이 행하였던

예악형정의 정치제도와 사상을 전한 서적이라는 것이 소라이의 핵심적인 주장

이었다.

소라이의 정치사상은 매우 현대적이다. 마루야마가 소라이에게서 근대성을

찾았던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며 부정할 여지가 없는 발견이었다. 그런데 소라

이 사상에는 현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그는 통치

자에게 일체 어떤 행동이나 마음 상태를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제도의 개혁이

나 방법의 개혁만을 제안할 뿐이다.

율곡이 만언봉사에서 임금에게 요구한 4가지 자신을 닦는 일을 보면 그것
이 수양론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통치자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

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그가 제시한 많은 제안 중

에 포함된 통치자에 대한 요구는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

을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 다른 의미에서 서구 근대정치의

싹을 찾을 수 있으며, 근대성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소라이는 정치의 발견은 이루었지만 공권력을 강화하거나 백성의 입

1)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역, 일본정치사상사연구, 통나무, 1998, 192∼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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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정치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구석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그

는 에도 사회에 도적들이 출몰하여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쳐가는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해서 에도 시가지를 철저하게 나누어 통제하고, 통행금지를 하며, 에

도 내에서 백성들이 함부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자고 제안한다.

“무사가문의 거주지마다 출입문을 설치하여 야간의 통행을 금지해야한다. 다

이묘나 혹은 하인에게 창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정도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 사

람들은 특히 엄중하게 통과를 금지해야한다. 시가지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공무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개인적 일이라도 임신부나 급한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러 가는 산파(助産婦 조산부)나 혹은 의사 등을 보내고 맞

이하는 경우에는 차례차례 통과시키면 된다.”

이러한 국가는 완전한 경찰국가에 가깝다. 나아가 그는 에도 시내에서 이주

의 자유를 없애고 근무지가 같은 사람들은 같은 곳에 살도록 하여 상호 감시하

고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든 옛날의 법과 제도처럼, 번사들이나 요리키, 도신들도 모두, 같은

조직에 속한 자들은 한 곳에 함께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 그 조직의 대표자도

같은 곳에 거주를 시켜 다른 직책을 맡아 전근을 하거나, 신규로 자기 조직에

들어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를 바꾸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

다. 그렇게 한다면 조직의 대표자는 자기 조직에 속한 자의 사람됨이든지 뭐든

지 상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둑 담당 관리 등이 자기 부하의 나쁜 짓을 모

른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통치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민중을 향한 것이다. 민중을

구속하여 정치의 안정을 꾀하는 방안이다. 그가 제1권에 제시한 여러 가지 개

혁방안, 즉 여행객의 체류와 감독, 호적이나 통행증, 떠돌이 무사에 대한 감독,

기녀와 천민, 거지들에 대한 감독, 무가 숙소의 경계와 관련된 제안, 바닷길에

대한 제안 등은 거의가 역시 민중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

다. 천황이나 쇼군을 어떻게 통제하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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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이 사상은 일본의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유교 사상을 근대적인

사상으로 변화시키고, 유학 사상내부 담긴 정치의 발견을 통해서 일본 나아가

동양의 근대를 리드한 사상으로까지 평가된다.

하지만 소라이는 실용적이며, 근대적인 주장을 많이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관심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 혹은 행정체제의 건설에 주목하였을 뿐, 그 안에

사는 민중들,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냉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소라이 사상의 맹점이며, 반대로 율곡의 개혁안은 매우 전근

대적이고 지나치게 도덕적이며, 주자 사상의 테두리 안에 안주하는 느낌을 주

기는 하지만, 임금 즉 최고 통지자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통해서 근대 민주주

의의 싹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현대 한국의 민

주주의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