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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찰의 시각 

 

율곡학(栗谷學)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그 내용과 성격 및 

특징이 대부분 밝혀졌다. 율곡학의 연구는 그만큼 많이 축적되었다. 율곡학을 

퇴계학(退溪學)과 비교한 연구도 적지 않게 행하여져, 16세기에는 퇴계(退溪, 

李滉 1501-1570)와 율곡(栗谷, 李珥 1536-1584) 두 학자가 ‘조선 성리학계에서 

쌍벽(雙璧)’을 이루었음과 그 뒤에는 율곡학파(栗谷學派)가 

퇴계학파(退溪學派)와 19세기까지 대립의 양상으로 흘러왔음도 상세히 밝혀졌다. 

하지만 율곡학에는 아직도 연구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학문의 

‘지형적 위상’같은 부분, 특히 율곡학을 동아의 유학사(東亞儒學史), 특히 

‘중국유학까지 포함한 범위의 위상’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중국유학을 아우른 

범위로 율곡학을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선한 가치를 지닌다. 

필자의 견해로 율곡학처럼 한국 성리학을 대표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학문은 당연히 퇴계 같은 국내 학자의 사상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중국유학사까지 동원한 비교의 시각으로도 파악되어야 한다. 이런 연구가 있어야 

그 학문의 독자적 특징과 비중 및 위상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필자의 이 고찰은 바로 이런 기대 섞인 예상에서 착수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2. 율곡학 속의 유학 개념 

 

율곡은 평생 성리학의 연구와 진흥에 종사하였음에도 그 학문의 명칭을 

다양하게 불렀다. 그의 대표적 저서 『성학집요(聖學輯要)』와 같이 성리학을 

‘성학(聖學)’이라고 일컬었다. 퇴계 또한 『성학십도(聖學十圖)』의 편술을 

통해 성리학을 성학이라 한 사례가 있다. 

성학이란 가장 이상적 인간인 ’성인(聖人)으로 되는 학문’이라는 의미이다. 

인간다운 인간되기에 최고의 가치를 둔 그였음이 그의 ‘성학 명칭의 이용’에서 

드러난다. 율곡의 학문은 성리학 명칭으로 일컬어지지만 내용으로는 ‘인간다운 

인간되기’, 곧 ‘참된 인간 지향’을 위한 도구의 성격을 띤 것이다. 

유학에 대한 율곡의 용어 사용은 성학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학을 곧 

실학(實學)’이라고도 일컬었다. 중국의 이천(伊川, 程頤 1033-1107)이 

『중용』의 내용을 가리켜 ‘모두가 실학이라’고 한 뒤로, 유학 자체를 

일상생활에 실용적이고 실제적 가치를 지닌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실학이라고 

일컬었다. 이런 관습을 율곡 같은 성리학자들도 따랐던 것이다. 그 풍조로 

당시의 유학자들에 있어 ‘실학은 곧 유학’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율곡의 학문이 뒷날 조선후기 또는 청대에 등장한 

‘탈성리학(脫性理學) 성격의 실학’과 혼동 되어서는 곤란하다. 비록 실학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초학자는 약간의 혼란을 느끼겠지만, 그 내용과 성격에서 

율곡 같은 성리학자의 실학은 탈설학의 실학과 변별되는 것이다. 이유는 

성리학의 주요 개념과 명제를 고스란히 긍정한 경우가 율곡인데 견주어, 청대나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성리학의 주요 개념과 명제들의 부정을 통해 성리학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율곡이 사용한 유학 개념에 성학과 실학 두 가지가 있었던 사실은 율곡학인  

한 가지 ‘학문을 두 가지 측면으로’ 살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율곡학 파악의 

방법에 두 가지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학(聖學)에 대한 성찰 곧 

‘넓은 의미의 인간학적 고찰’로, 인간의 독특한 특성인 ‘인성(人性)을 

중심’으로 한 성찰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실학에 대한 고찰, 곧 사회학에 



해당할 다양한 제도 같은 ‘환경의 조성 및 그 개선 개혁의 사유’에 대한 

성찰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이 두 가지를 율곡학에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삼는다. 

그 율곡의 인성론으로는 사단칠정설을 살피고, 사회개혁설로는 그의 개혁설을 

중심으로 살필 계획이다. 

 

 

3. 율곡의 성리학 이론과 그 위상 

 

(1) 율곡의 사단칠정설 

 

율곡의 학문은 잘 알려진 대로 정주계(程朱系) 특히 주자학(朱子學)에 

속한다. 정주의 리기(理氣) 개념과 성즉리(性卽理)를 비롯한 명제의 대부분을 

그가 계승 답습한다. 하지만 율곡이 회암(晦庵, 朱熹 1130-1200)의 이론을 

‘답습만 하고 있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리기(理氣) 개념과 그 상호 관계 등에 대한 회암설 답습과 아울러 이것들에 

대한 율곡 나름의 독창적 사유를 부가했다. 리기의 특성을 가리켜 

“리통기구(理通氣局)”이라 한 것이라던가, “리기의 묘함(理氣之妙)”를 

강조한 사실이 그 증례다. 리통기국이란 리는 보편적으로 어디에나 존재하는 

실재인데 견주어, 기는 유한하게 국한되어 있다는 의미다. 리기의 묘함이란 리와 

기가 개념상으로 분별되는 둘이지만, 현상 사물에서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곧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라(一而二 二而一)”는 관계의 표현이다. 

마음-심(心)에 대해 회암이 “리와 기의 합(理氣之合)”이라 한 명제 또한 

부정하지 않지만, 율곡은 심의 기능에 주목하여 “심은 곧 기(心是氣)”라는 

명제를 주로 사용했다. 성(性)에 대해서도 ‘기의 리(氣之理)’라고 했다. 이런 

사유들이 퇴계와 견줄 때 기를 더 중요시하는 이른바 ‘주기(主氣)의 

경향’이라는 평을 그가 듣게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리를 기작용의 질서(秩序) 조리(條理)로 간주하는 화담(花潭, 徐敬德 

1489-1546)의 기론(氣一元論)을 그는 적극 부정했다. 리를 실재시(通理)한 

사실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로 해서 그의 ‘주기’ 경향은 심성설의 해석에 

적용된 리기론을 퇴계의 리기론과 비교할 경우에나 합당하게 인정될 따름이다. 

이처럼 ‘약한 성격의 주기’라 해도, 그 경향은 원천적으로 ‘실사와 실용 등 



실제’를 중요시하는 그의 ‘무실(務實) 태도’에 근거했음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율곡의 성리학 이론을 대표하는 ‘사단칠정에 대한 리기해석론’의 

성찰 차례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사단 칠정은 어느 것이나 “모두 기가 발함에 

리가 탄 것일 뿐(氣發理乘 一途)”이라는 주장이 율곡의 이론이다. 퇴계가 

제시한 사단칠정설(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 및 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之)들을 모두 부정한 뒤, 우계(牛溪, 成渾)와 ‘5년여에 걸친 

논변’을 행한 사실로 해서 이것이 율곡의 성리학설을 대표하게 되었다. 

율곡의 이 해석은 발출의 작동을 하는 것(能發者)은 기일뿐 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 리는 그 작동의 근거(發之所以)라는 전제적 사유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다. 율곡은 태극(太極)의 리가 동한다는 점을 부정하면서, 사단의 리 역시 

실제로는 발할 수 없음을 역설했다. ‘성즉리’명제를 부정치 않는 율곡이지만, 

때로는 성(性) 자체를 ‘기 가운데 존재하는 리(在氣中之理者)’라 했다. 

사단칠정의 발현 또는 발출에 대한 해석을 그가 현상에 입각한 ‘기의 기능 

사실’을 위주로 하게 한 데에도 이런 사유와 관련이 있다. 

한편 퇴계의 해석은 사단과 칠정의 ‘발출 유래(所從來)’와 아울러 그 

발현에 담긴 ‘선악 분별의 의미(所指)’까지 대비한(對擧互言) 사유가 율곡의 

해석과의  차이점이다. 하지만 퇴계와 비교함 못지않게 중요하기로는 ‘중국 

유학 흐름’과의 연관관계와 ‘그 연관된 위상 파악’이다. 아래에 그것을 

밝히겠다. 

 

(2) 맹자와 순자 두 계통과의 연관 

 

사단칠정론에 대한 연원적 이해를 위해 잠시 퇴계의 해석론부터 더 성찰한다. 

퇴계의 첫 해석 “사단은 리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四端 理之發, 七情 

氣之發)” 자체가 ‘맹자의 본지(本旨)’를 고려한 것이었다. 맹자는 원래 

사단(四端)을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선한 본성(善性) 발로의 단서’라고 

주장했다. 

그 뒤 성리학의 발흥에 따라 (앞서 언급한) “성은 곧 리(性卽理)”라는 

새로운 명제가 등장했다. 인성을 리기론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사유방식이 

등장했던 것이다. ‘성이 곧 리’라면 ‘성의 발로(性之發)’는 자연히 ‘리의 



발로(理之發)’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저 ‘사단은 리의 발’이라는 퇴계의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리와 기가 서로 대비되듯이 사단은 또 칠정과 대비된다는 것이 퇴계의 

생각이다. 1  이때 퇴계는 그 본성인 리의 발현을 ‘의미(所指)’만 아니라 

‘발출 유래(所從來)’까지 고려하여 해석했음을 밝혔다. 맹자 이래 사단의 

의미가 지닌 선(善)하다는 ‘윤리적 가치’만 아니라, ‘유래(발출)하는 실제 

사실’까지 아울러 고려한 것이었다. 사단의 의미상의 ‘발현(發現)’과 함께 그 

실제 ‘발출(發出)’의 두 측면을 충족시키려다보니, 리기불가분리(理氣不可分離) 

리무위(理無爲) 등 전제조건에 걸려, 그는 ‘개정설’(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之)과 함께 “리기 호발의 이론(理氣 互有發用說)”까지 창안해야 

했다.2 

퇴계의 이론을 부정한 율곡의 태도는 결국 맹자이론에서 등을 돌렸다는 

의미를 지니는 셈이다. 이에서 율곡 이론이 자리하는 지형이 문제로 된다. 

이점을 추적하려면 칠정을 언급한 서적 『예기』 중의 『중용』의 이론을 

상기해야 한다. 

『중용』은 무엇보다도 그 수장(首章)에서 맹자의 이론을 계승했다. 

“하늘이 부여(命)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을 좇는 것을 도(道)라 

하고...”가 그것이다. 도덕(道)은 타고 난 본성을 (우러남대로) 좇을 때 

이루어진다는 이 명제는 도덕이 인의예지 같은 ‘선한 성(본성)’의 자연 발출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덕성윤리설(德性倫理說)의 요지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참으로 『중용』의 그 이름에 걸 맞는 이론은 

‘중용설(中庸說)’이다. 그에 따라면 선(善)이란 규범인 ‘절도(節度)에 맞춘 

것’ 이른바 ‘중절(中節)한 것’이다. 이때의 인성은 선도 악도 아닌 자연한 

것이다. 그것이 규범인 절도를 벗어나게 방치하면, 혼란 무질서 쟁투에 빠질 

경향을 지녔고, 그 점에서 순자(荀子)가 말한 성설과 별로 다르지 않다.3 

이런 사실을 떠올린다면, 퇴계의 ‘리의 발(理之發)’을 부정한 율곡 이론의 

                                           

1 “사단을 리의 발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비되는 칠정은 기의 발(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고 해석하

게 되었다는 것이 퇴계의 해명이다. 

2 번잡을 피해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다. 그 자세한 해명이 필요한 독자는 『퇴계학보』에 게재된 본인의 

「사단칠정설의 윤리적 성격」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일찍이 순자 역시 인성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방치하면 악의 경향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성악

(性惡)이라 했을 따름이다. 



지형은 ‘순자에게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와도 무근하다고만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율곡의 사단칠정설이 덕성윤리 아닌 의무윤리설(義務倫理說)에 기운 

‘사상적 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율곡의 사단칠정설이 완전히 의무윤리에 해당하는 순자류의 이론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매우 유의해야 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찍이 율곡은 

“리통기국(理通氣局)”을 전제했을 뿐 아니라, 사단과 칠정에 두루 

편재(通)하는 리의 모습을 ‘인간의 승마(乘馬)’에 견주어 ‘기를 탄 

리(乘氣之理)’로 나타내면서, 그 ‘리를 기의 주재자(氣之主宰者)’라고 했다. 

이 주재자로 보편적으로 실재하는 리는 ‘선한 본성(善性)’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맹자 성선설의 편린이 여기에 잔존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율곡학의 

본령이었을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사실 율곡이 마음에 둔 칠정은 고봉(高峯 奇大升)과 같이 ‘사단을 포함한 

정(喜怒哀樂)’이지 사단을 제외한 정감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경우에도 

칠정은 ‘의미상으로는 사단을 포함한 인정 전체’이다. 사단을 포함한 점에서 

그의 칠정은 “주재자(리)를 태운 기-乘理之氣”인 셈이다. 그 또한 맹자의 

학통을 벗어나기는커녕 계승했다는 점이 이로써 증명된다. 그 또한 덕성윤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는 근거가 이에 있다. 필자가 지난날 

덕성윤리와 의무윤리의 통합이라 한 표현은 이런 사실을 지칭한 것이었다.4 

여기서 율곡의 사단칠정설의 위상이 맹자 순자에 구애되지 않는 ‘독자의 

것’임도 절로 밝혀진다. 맹자와 순자류의 사상을 자신이 통합하여 마련한 

독자적 특징, 이 특징의 자리가 율곡 성리학 이론이 차지한 위상이다. 

 

 

4. 율곡의 실학 이론과 그 위상 

 

(1) 무실의 시각 적용 

 

이미 지적한 대로 율곡은 자신의 학문을 성학(聖學) 외에 

실학(實學)이라고도 불렀다. 성리학자들은 대체로 예와 도덕 등을 삶에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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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로 간주하면서 그런 것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학을 실학이라 했다. 

그러나 율곡의 경우는 다른 성리학자들보다 이를 더 넓은 의미로 독특하게 

사용했다. 특히 ‘무실(務實)의 시각’으로 실학을 구상한 데서 그 점이 

밝혀진다. 여기의 ‘무실(務實)의 시각’은 그가 유학에 ‘실(實) 개념’을 

적용한 방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실 개념부터 밝혀두어야 하겠다. 

원래 실(實)은 허(虛) 또는 무(無)와 대칭된다. 용례상의 그 ‘실’ 자체가 

실질, 실용, 실증, 사실, 실제 등으로 쓰인다. 따라서 실학은 이런 의미들을 

포괄한 다의적인 개념이다. 다의적 개념임에도 한마디로 나타낼 경우에는 

“허학(虛學)의 반대가 실학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실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이다. 일반적 이해인 만큼 불투명하고 막연한 해명이다. 

율곡의 경우는 이렇게 막연하지 않다. “아침이 다 지나도록 밥상만 

구경하고 배 한번 불러볼 수 없듯이, 빈말(空言)뿐이고 실속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하겠나?”라고 하듯이, 그의 실 개념은 주로 실효(實效) 실공(實功)이라는 

‘실속’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대체로 실속을 지향한 유학이 그의 실학이다. 

율곡이 실속 있도록 구상한 ‘유학의 실학화’는 『대학』의 

8조목(八條目)을 본뜬 ‘열 조목(十條目)’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 

실학 지향의 조건으로 꼽은 열 가지는 다음의 “격치(格致),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효친(孝親), 치가(治家), 용현(用賢), 거간(去姦), 

보민(保民), 교화(敎化)”이다. 이 열 조목을 모두 실속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실학화의 조건이다. 이것이 무실의 시각으로 구상하던 유학에 대한 율곡의 

실학화 사유의 틀이다. 

이로써 무실 시각으로 율곡이 지향한 ‘실학화의 방법론’이야말로 매우 

구체적이었음이 한 눈에 드러난다. 유학 전체의 범위와 내용을 빠짐없이, 아니 

오히려 『대학』에서 보다도 더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담아내려 한 것이 그의 

실학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유학에 대한 (공자의) 분류형식인 

‘수기(修己)’와 ‘안인(安人)’의 범주를 율곡의 실학에 적용하여 살필 것이다. 

 

(2) 무실적 수기론 

 

율곡에 있어 “수기의 공부는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와 역행(力行)의 셋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회암과 퇴계 같은 성리학자들과 거의 공통된 



수기설이다. 그러나 율곡의 이론다운 색채는 수기의 핵심적 요체를 경보다 

‘성(誠)’이라 한 데서부터 저들의 이론과 달라진다. 

수기하는 마음가짐의 핵심을 율곡은 ‘성실의 성’으로 파악했다. 그는 

마음을 알차게 하는 것 알찬 마음-실심(實心)으로 되게 하는 것이 성이라 

주장했다. 비교하자면 퇴계가 ‘경(敬, 居敬)을 놓는 자리’에 율곡은 ‘성(誠, 

誠實)을 놓는 사유’가 그의 수기론의 독특함이다. 

경과 성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일찍이 정주 이래 경(敬)은 

주일무적(主一無適)이라고 하여, 정신을 집중하여 흐트러짐이 없게 하는 

‘진지한 마음가짐’을 가리킨다. 경에 대해 회암 등이 ‘마음의 

주재자(心之主宰者)라 한 점에서 이해하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마음 기능의 

바탕‘ 곧 ‘자율의 근거’라 번역할 수 있다. 이점은 율곡이 ‘공력을 기울이는 

요건(用功之要)을 경’이라 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일찍이 『중용』에서는 “성 자체는 하늘의 길이고 성하려함은 사람의 

길(誠者天之道, 誠之者人之道)”이라 했다. 정주가 성(誠)을 진실하여 거짓됨이 

없음(眞實無妄)이라 한데 견주어, 율곡은 ‘공효를 거두는 바탕(收功之地)이 곧 

성’이라”했다. 이로 판단하면 마음 씀에서 자율의 기능이 ‘진실을 지향’하고 

있음이 곧 성(誠)이라 할 수 있다. 퇴계가 “경하면 성하게 된다”고 한 해설도 

경이 마음을 추수리는 태세인데 견주어, 성은 그 태세로 해서 참다워지게 된 

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과 성의 이와 같은 차이, 그리고 그 중 어느 하나를 

더 중요시 했던 사실은 결국 율곡과 퇴계 수기론의 차이이다. 

이처럼 율곡은 성을 매우 중요시 한 나머지 ‘성실을 알찬마음, 곧 

실심(實心)’이라 하여, 마침내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수기의 실학화’를 

꾀했다. 성실을 ‘실심이라면서 중요시’ 한 이 자체가 율곡의 무실적 수기론의  

특징을 대표한다. 

수기론에서부터 독자의 노선을 강구한 율곡의 이 같은 태도 역시 경의 

태도에 철저히 치중하던 ‘정주의 노선에서 벗어나던’ 그의 사상의 ‘독자적 

위상’이다. 무실 지향의 방법론을 수기에 구사한 시도 자체가 이미 기존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실에만 충실하고자한 실학적 발상이다. 그의 수기설이 

점하는 위상은 이처럼 정주나 퇴계가 지녔던 기존의 이론을 떠나 무실의 

시각에서 ‘성실을 실심으로 실학화’한 데서 찾아진다. 

 



(3) 무실적 안인론 

 

㉠ 강군화 중심의 경장설 

 

미리 밝히면 율곡의 안인론(安人論)은 거의 다 경장설(更張說) 명칭의 

‘개혁설’로 채워졌다. 그 개혁설 자체가 그의 무실 태도에서 나온 성과이다. 

율곡에 따르면 나라 다스림은 ‘네 가지 업무’로 집약된다. ㉠ 어진 이의 

등용(用賢), ㉡ 간사한 인물의 제거(去姦), ㉢국방에 의한 국민보호(保民), ㉣ 

향약 등에 의한 국민교화(敎民)이다. 이를 실천함에 가장 앞서 해야 할 요건은 

시의(時宜) 파악이다. ‘때를 맞추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 

그 시의에 맞추어 시행하는 조치가 개혁으로 귀결된다. 

율곡은 당시 16세기를 조선이 200년 즘 지난 ‘중쇠기(中衰期)’라고 

판단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누적된 폐단’ 곧 ‘적폐(積弊)’에 있다. 적폐 

척결이 곧 경장의 내용에 다름 아니다. 창업(創業)으로 시작된 국가(조선)는 

수성(守成)을 지나 경장(更張)을 해야 함이 역사 진전의 법칙인데, 16세기 

당시가 바로 경장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경장해야 할 때 

구법(舊法)의 준수를 일삼는다면, 이는 어린애가 병을 앓으면서 약 먹기를 

싫어하며 누어 죽음을 기다림”이라는 율곡이다. 그만큼 당시 경장은 절실하다는 

것이 그가 파악한 시의에 해당한다. 

율곡의 경장설은 한 마디로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인한 폐단들의 

시정책이다. 그 시정을 수많은 상소문, 곧 소(疏) 계(啓) 봉사(封事) 책(策)의 

형식으로 담아냈다. 예시하면 「육조계」  「만언봉사」 「의진시폐소」 

「진시사소」 및 『동호문답』 등이 그것이다. 

주목할 것에는 ‘경장의 기준 또는 목적’이 든다. 경장의 요의(要義)는 

‘국민을 편안하게 함(安民)‘에 있고 ’국민을 이롭게 함(利民)‘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민(爲民)‘이 경장의 목적이었다. 당시 민중의 상태를 “이미 

우물에 빠진지 오래된 상태”라고 한 진단으로 보아 그의 위민은 

실상 ’구민(救民)‘임을 짐작케 된다. 

그의 한 봉사에서는 ‘안민(安民)을 벼리(綱)’로 하여 다섯 조목을 

제시했다.  첫째 임금은 성심을 다 해 모든 신하의 충정(衷情)을 얻을 것, 둘째 

공안(貢案)을 개정하여 폭염(暴斂)의 폐해를 없앨 것, 셋째 절약과 검소를 중히 



여겨 사치의 풍조를 일소할 것, 넷째 선상제(選上制)를 변경하여 공노비의 

고통을 구제할 것. 다섯째 군정의 개혁을 통하여 내외의 방비를 굳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개혁안을 대표하는 표본 같은 내용이다. 

뒷날까지 칭송 받은 개혁설은 특히 군정개혁으로 알려진 ‘십만양병설’이다. 

그것은 그의 별세 9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세간의 인구에 

회자 되었다. 십만양병설의 증거가 확실치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양민을 지극히 

괴롭히던 군정의 시정과 군병의 정예화를 통한 ‘강군화를 누구보다도 적극  

꾀한 사실’만은 분명한 그의 업적이다. 

 

㉡ 시대를 앞지른 사상들 

 

율곡의 개혁설 가운데는 ‘그 시대를 초월한 예지’가 번득인다. 우리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사상들이 발견된다. 그 하나가 ‘노비의 

양민화(良民化)’이고, 또 하나가 ‘언로(言路)의 개방 및, 공론(公論)’에 기반 

한 언론설과 정치설이다. 

율곡은 서얼(庶孽)과 공사 노비(賤人)들 가운데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기간의 방위역(防衛役) 종사로써5, 서얼에는 과거의 문호를 

열어 벼슬길을 터주고, 노비에겐 양민으로 해주는 조치를 시행토록 제안했다. 

비록 조건을 지닌 제안이었지만, ‘적서(嫡庶)의 엄격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비해방’에 의한 인간 평등의 조치와 인권존중의 시책을 촉구한 그였다. 

이것들이 당시에 즉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조선 

양반중심 사회의 근간에 변화를 일으켜 시대를 진전시킨 진보적 사유였다. 

율곡은 또 언로의 확충이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사유에서 그 개방을 

촉구했다. 고대에는 언관이 따로 없었고 ‘국인 모두가 언관(言官)’이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언론의 자유’를 역설했다. 특히 인심의 동의하는 

바(所同然者)가 곧 공론(公論)임을 밝히면서,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나라가 

다스려지지만, 여항(閭巷)에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상하에 다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단언했다. ‘공론의 소재가 국시(國是)임’을 지적하기까지 

했다. 국민 전체에 의한 ‘공치(共治)’를 그린 율곡이다. 개혁을 앞세운 그의 

                                           

5 북도에는 일년, 남도에는 20개월임. 



사상이 이처럼 민본(民本)을 넘어 ‘민주공화(民主共和)의 정치에 근접하고 

있었음을 본다. 

이상의 두 가지는 전근대를 넘어 근대를 지향한 사상임에 틀림없다. 시대를 

초월하여 미래를 내다 본 그의 혜안을 발견하게 된다. 문제는 유학사에서 그의 

사상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가늠해야 하는 일이다. 

율곡 안인설의 핵심이 보인 선구적 사상들에 주목하는 한, 이 만큼 시대를 

진전시키려던 사상을 당시 조선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민주에 근접한 그의 

사상은 18세기 ‘탈성리학적 실학자’인 다산(茶山, 丁若鏞 1762-1836)의 

‘탕론(蕩論)’에서나 찾아지고, 19세기 개화기(開化期)에 이르러야 몇 선각들이 

인지하게 될 따름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명대(明代)를 넘어 청대 말(淸代 末), 

변법유신론(變法維新論) 제기로 유명한 강유위(姜有爲 1858-1927) 같은 학자에 

이르러서야 이런 사상에 익숙해졌다. 따라서 율곡의 안인설은 동아에서 적어도 

다른 유학자들이 깨우친 시대보다 약 2세기 정도 앞섰다. 이런 사실들을 앞에 

하면, 다른 학자들보다 2세기 앞서 간 거기가 바로 그의 안인설의 유학사적 

위상이 자리하는 데라는 판단이 나온다. 

 

 

5. 위상 중심 고찰의 정리 

 

이상 필자의 고찰은 율곡학이 지닌 수준과 유학사에서의 위치를 아울러 

파악하는 이른바 위상 중심의 성찰이었다. 율곡 성리학의 핵심인 

‘사단칠정론’은 무엇보다도 ‘도덕의 근거에 대한 윤리적 탐색’인 점에서 

매우 유의할 만 한 이론이었다. 그것은 개인윤리 사회윤리를 막론하고 오늘에도 

면밀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유학 전체를 일관할지라도 윤리 도덕을 논할 경우 사단칠정을 제외하면 논의 

대상으로는 그 이상의 뚜렷한 무엇이 없다. 한국의 성리학자들이 사단칠정을 

깊이 탐구한 데에는 암암리에 이런 점에 대한 인지가 작용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제기한 사단칠정론은 앞으로 더욱 면밀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율곡이 수많은 개혁설(更張說)을 통해 민중이 당하던 고통의 제거에 힘쓴 

것도 조선후기 탈성리학적 실학의 정신과 먼 거리에 있지 않다. 전반적인 



개혁설의 강도는 반계(磻溪, 柳馨遠 1622-1673) 다산(茶山)에 이르러 율곡보다도 

더 적극화 되었지만, 그들 역시 율곡의 무실정신만은 높이 샀던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무실정신으로 인해 시대를 앞서 가며 이룬 ‘율곡학 

위상의 높이와 내실’을 가늠케 하는 증례들이다. 

하지만 필자는 끝맺음 하는 이 자리를 빌려 율곡 이론 가운데서 필자가 

느끼는 ‘의문의 흠결’을 지적코자 한다. 그것은 사단칠정론에 얽힌 율곡의 

리기설이 지닌 ‘정합성 결여(整合性 缺如)’로 읽히는 문제이다. 이미 밝혔듯이 

율곡은 사단에 대한 퇴계의 리발설을 ‘리 무작위(理, 無作爲)’에 기대어 극구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단칠정설에서 기의 작위만으로는 ‘선(善)이 

보장되지 않음’을 깨달아서였던지, ‘인승마(人乘馬)’에 견준 

‘리승기(理乘氣)’의 ‘리는 기를 주재(理, 主宰)’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리의 

주재 주장은 ‘리의 유작위(有作爲)’가 아닌가? 유작위라면 퇴계의 리의 발 

해석을 비판 부정한 것 또한 무효로 되지 않나? 그의 이런 이론은 ‘논리의 

부정합’에 해당되지 않나? 

필자로는 율곡의 이 문제점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율곡이 논리의 

‘정합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원스런 해결 또한 보지 

못하는 처지에 필자는 갇혀 있는 중이다. 이 부분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김은 

물론, 학자들의 이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이만 성찰을 마친다.6 

 

                                           

6 필자의 견해로 이 부정합의 원인은 율곡이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려던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성선

설의 입장이라야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다운 인간’ 곧 최고의 이상적 인간인 ‘성인(聖人) 되기’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이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리의 주재성은 곧 ‘선(善)의 우세’로 

통함과 아울러, 율곡이 20 무렵 「자경문(自警文)」 저술 이래 성인(聖人)되기, 곧 인간다운 인간되기를 

어떤 이론보다도 높은 실로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