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곡 사상 입문을 위한 6권의 단행본 2

#6. 조남국과 이동인의 저술 비교2-저작 의도
조남국의 『율곡의 사회사상』과 이동인의 『율곡의 사회개혁사상』 2 :
저자들은 왜 이 책을 썼는가?

1) 조남국의 『율곡의 사회사상』

저자는 본인이 율곡의 문장 『인심도심도설』(제1장)과 『진시폐소』(제2장), 그리고 『만언봉
사』(제3장)을 먼저 번역하여 독자들에게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인심도심도설이 심성론(心性論 : 마음과 본성에 관한 논의)에 관한 율곡 철학의 진수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면, 진시폐소와 만언봉사는 당시 사회 전반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요체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고 분석된다.”(서문 ⅰ)

인심도심도설은 철학적인 내용이고, 진시폐소와 만언봉사는 당시 사회현실에 대한 내용이
다. 이 두 종류의 글을 읽어보면 율곡의 사회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
게 말한다.

“이 세 편의 상소문은 서로 별개의 내용으로 하여 독립된 의미로 보려는 것이 아니고, 인
심도심도설의 인성론적 핵심 내용을 사회 현실에 확충·심화하려는 의도에서 진시폐소와 만
언봉사의 저술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즉 인심도심도설과 진시폐소·만언봉사의 상호 연계
는 연역적 구조 속에서 그 진의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분석에서 율곡 
사상이 가지는 사회사상의 의의, 나아가 사회철학적 의미의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서문 
ⅰ)

말하자면 율곡의 사회사상은 진시폐소·만언봉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상은 
결국 인심도심도설의 인성론적 핵심 내용을 사회 현실에 확충·심화시킨 것이라는 말이다. 
율곡의 철학과 율곡의 사회사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율곡은 사회 전반의 제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사회 일반의 
제도와 인습, 그리고 구성원의 자질,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자질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에서 결국 율곡은 “선조로 하여금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
질과 인격을 함양하게 하여 불안정했던 당시 사회를 안정의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하겠다
는 충정에서 그렇게 많은 상소문을 썼던 것이다.”(서문 ⅱ)라고 하였다.

저자 조남국은 인간의 본성은 시대가 흘러도 기본적으로는 동질적이기 때문에 율곡의 사회
관과 역사관이 오늘날 우리 현실 문제를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율곡의 문장 3편을 번역하고 본인의 논문 2편을 부록으로 올려 이러한 책을 출판한 것이
다.

2) 이동인의 『율곡의 사회개혁사상』

저자 이동인은 이 책이 학자이자 정치가이며 철학자였던 율곡의 사상을 사회학자의 시각에
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머리글.)
그리고 율곡 사상을 오늘날 다시 음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대답하였다.(머리글)

첫째, 우리는 율곡을 연구함으로써 조선시대의 유학이 절대로 공리공론을 지향한 것이 아
니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조선의 선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
고, 무엇을 염려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였다. 즉 우리는 율곡을 통해서 조선의 시대와 사
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율곡이 조선시대에 고심했던 문제는 그 시대에 종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곡을 연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일례로 율곡은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등
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오늘날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진취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책이 발간되었는데, 이 책은 저자의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이이의 사회개혁사상 연구』를 보완, 개편한 것이라고 하였다. 저자는 아울러 이 책이 시
대를 걱정하고 나라를 염려한 율곡의 사상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머리글에 소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