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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끄는 말

 
 여기서 사용할 용어부터 밝혀야겠다. 기호유학(畿湖儒學)이란 ‘경기도와 충청도의 
유학’을 일컫는다. 한국 유학의 지역적 가름에 따른 명칭이다. 경상도의 영남유학과 
전라도의 호남유학과 분별되는 개념이다. 
  문화 개념 또한 단순치 않지만,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지성적 학술세계(知性的 
學術世界)’, 곧 ‘학술적 문명(學術的 文明)’을 가리킨다. 물론 일반적 쓰임새로 문화
는 예술을 중심으로 일컫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와 전혀 다름을 분명히 하고 싶
다. 
  문화 개념에 발전을 상정함은 문화의 역사적 흐름을 전제한 것임도 말할 나위 없
다. 한국문화의 흐름에서 이룩한 기호유학의 업적을 살피려는 것이 이 주제의 내용
이다. 그 기호유학의 업적이란 사실상 ‘지난날 기호유학자들’이 한국문화 발전에 이
바지한 공헌이 아닐 수 없다. 

                           2. 방법론

  
 어떻게 살필 것인가? 유학의 흐름 전체는 고사하고, 조선시대만 해도 500년이나 
된다. 기호유학에 한정하더라도, 그것을 주어진 짧은 시간에 다 살필 수는 없다. 여
기서는 조선 초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약 200년 즉 ‘15세기에서 16세기’ 동안의 그
것에 한정해 살필 계획이다. 
  이 기간의 예상할 수 있는 고찰 내용은 우선 역성혁명을 통해 새로 세운 나라의 
기틀을 잡던 시기에 그 기틀을 잡는데 기호유학자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여
했는가를 알아내는 내용일 것이다. 그 다음 16세기라면, 조선 문화가 한 단계 오른 



시기일 것이므로, 그 수준을 높이는데 기호유학자들은 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시대구분을 하는 데는 필자 나름의 일정한 기준이 있다. 시대구분에 대한 
필자의 그 기준을 밝히겠다. 필자의 견해로 15세기 조선 ‘국가의 기틀 잡기’에 해당
하는 근거는 바로 ‘통치법전(經國典)의 구비’가 아닐까 한다. 다 아는 대로 그통치
법전은 이성계와 함께 혁명 주체로 활약한 정도전의 손에서  『조선경국전(朝鮮經
國典)』의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태조 말기의 『경제육전(經濟六典)』과 
태종 때의 『속육전』, 세조 6년에 착수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성종
16(1485)년에 완성되었다. 15세기가 거의 다 지날 무렵에 나라의 온갖 행정의 제
도화가 굳혀졌으니, 그것이 곧 나라의 기틀의 확립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16세기 말까지를 시대 가름의 한 획으로 잡은 근거는 무엇이겠나? 그 근거는 유
학에 있어 학문적 문화 형성의 주체는 ‘선비(士人)’였으므로, 그 선비들이  자신에 
대한 ‘주체의식을 확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데 있다. 자신의 소명의식 같은 임
무의식에 따라 그들의 학문적 문화 형성의 성격 또는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선 유학자들의 주체의식은 초기의 사육신 생육신의 출현에 의한 ‘절의(節義)의 
실천’에서 그 바탕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그것이 더 완숙으로 된 것은 (김일손 같
은) 사관의 왕조사(朝鮮實錄)에의 기록화(弔義帝文)로 인한 사화(戊午史禍)를 계기
로, 다시 말해 16세기 초기 조광조(趙光祖, 靜庵 1482-1519) 일파의 기묘사화(己
卯士禍)를 계기로 하여 이루어진 ‘선비(士人) 개념’에 대한 규정과 ‘사림정신(士林
精神)’의 형성이다.
  다 아는 대로 기호유학의 진정한 선발대인 조광조가 선비의 정체를 확립하는 데 
앞장섰다. 그에 따르면 “선비란 나라의 으뜸가는 기운=‘士者, 國之元氣也’이다”라는 
것이다. 이로 해서 선비무리, 곧 사림의 정신은 다름 아닌 ‘나라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의 역할이다’라는 의식으로 굳어졌다. 따라서 16세기는 조선의 ‘선비문화가 독특
하게 피어나던 시기’이다. 이에 필자는 16세기를 기호유학의 면모를 살피는 데서 
‘하나의 시대적 단락’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조선 초기 기호유학의 동태 
  
                   
                   (1) 첫 주자 정도전의 업적

 조선 초기 기호유학을 이끈 주자라면 필자의 견해로 정도전(鄭道傳, 三峯 
1342-1398)을 꼽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북 단양 출신으로 활약하다가 경기 평
택에 묻힌 그는 조선이라는 새 왕조를 일으킨 이성계에게 역성혁명 자체를 충동인 
인물이다. 그 혁명이 성공하자, 누구보다도 먼저 조선의 통치 설계도인 『조선경국



전』을 구상해냈고, 수도를 한양(漢陽)으로 설정하여 천도케 했으며, 
고려시대 국교에 해당하던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로 조선의 이념적 통치원리로 삼는
데 앞장선 인물이 바로 그였다. 불교 배척만 해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다양한 이론을 동원한 것이었다. 그의 『심기리편(心氣理篇)』 『불씨잡
변(佛氏雜辨)』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유교문화의 
터 닦기마저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다. 이런 업적이 조선 초기 기호유학의 첫 주
자라 할 근거이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 

      
                     (2) 권근의 유학 연구 

  정도전과 같은 시기의 충북 양촌 출신인 권근(權近 陽村 1352- 1409) 또한 눈
여겨 살펴야 할 인물이다. 고려 말기부터 성균시(成均試)를 통과해 예의판서(禮儀
判書) 등 관리 생활을 하던 그는 1390(공양왕2)년 윤승순(尹承順)의 부사(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오던 중 가져온 ‘예랑(禮郎)의 자문(咨文)’이 화인이 되어 오랜 기간 
유배 생활을 해야 했다. 
  조선이 개국 되자 곧 대사성(大司成) 중추원사(中樞院事) 등으로 중용되어 이성
계의 왕권 확립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관리로서의 업적은 볼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그 방면 보다는 당시의 문화 형성에 학문으로 이바지한 공헌이 대
단하다. 널리 알려진 대로 『사서오경구결(四書五經口訣)』 『오경천견록(五經淺見
錄)』 『입학도설(入學圖說)』이 그의 주저들이다.
  오경에 체용의 범주를 적용하여 이해한 사상도 중요하지만, 유학사에 남긴 그의 
남다른 업적은 성리학에 입문하는 초학자에게 성리학을 도식화하여 상세히 안내한 
저술, 『입학도설』이 그것이다. 이(理)와 기(氣), 심(心)과 성(性) 정(情) 등의 기
초 개념과 천즉리(天卽理) 성즉리(性卽理) 등 기본 명제, 그리고 천과 인(天人)의 
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설은 그 뒤 성리학들의 좋은 학문적 길잡이가 되었다. 조
선 초기 그의 이 같은 저술이 나옴으로써 16세기 조선 성리학 대가들의 조선 특유
의 특수한 이론 창출이 가능했음을 고려한다면, 그의 조선 문화 형성에 기여한 공
헌의 크기가 절로 짐작된다. 

               
                     (3) 황희가 보인 관료상  
 
 조선 초기의 관리로는 황희(黃喜, 厖村 1363-1452)를 꼽는데 누구도 이의가 없
을 것이다. 그만큼 명재상으로 알려진 인물이 황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분별
없이 벼슬살이를 탐하던 저열한 속인이 아니었다. 고려 말에 이미 미관이나마 관직
에 몸 담갔던 터라, 고려가 망하자 그는 일단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했다. 태조가 



새로 나라를 열고서 부름에 마지못해 나온 그는 성균관학관(成均館學官)으로 세자
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하는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학식의 뛰어남과 인품의 원만 
관후로 상하 인간관계가 원활하기로 칭송받던 행정의 달인이었다.
  하지만 소관 업무의 당부당에 대한 변별역은 물론이고, 왕통을 잇는 대의수호(大
義守護)에 대한 소신의 굳음 또한 누구 못지않았다. 그 좋은 증례가 태종이 장자인 
양령대군(讓寜大君)을 제치고 삼자인 충령대군(忠寜大君)을 세자로 책봉함에 결연
히 반대한 것이다. 그렇게 임금의 뜻을 거스른 까닭에 황희는 교하(交河)로 유배되
더니 이듬해엔 남원으로 이배되었다가, 공교롭게도 세종4년 세종에 의해 풀려났다. 
자신의 세자 책봉을 반대한 황희를 우의정으로 영전시켰다가 영의정 자리까지 맡겨
준 세종 또한 명군임이 이로도 분명해진다. 
  관리로서 황희가 이룬 업적 또한 적지 않다. ’농사법(農事法)의 개량’ ‘예법(禮法)
의 보완’, ‘천첩 소생의 천역 면제(賤役免除)’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농사법의 개
량은 민생 돈후에 직결되는 점에서 중요하고, 예법의 보완은 유교국가의 이념적 실
현이라는 가치를 지닌 조치이며, 천첩 소생의 천역 면제는 인권신장의 의의를 지닌 
업적이다.

                     (4) 맹사성의 청백리상 

조선 초기 황희와 더불어 정승의 대명사엔 맹사성(孟思誠, 古佛 1360-1438)이  
든다. 충남 온양 출신으로, 권근에게서 학업을 익혔다. 온순한 성격에 효행이 뛰어
나 나라에서 ‘효정문(孝旌門)’을 세워주었다. 10 여세 소년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
자 7일 동안이나 굶다시피 하고, 3년 동안 죽만 먹으면서 묘막(墓幕)살이를 행한 
그다. 효정문으로 알 수 있듯 유교 윤리의 실천에 모범을 보인 점이 우선 남과 달
랐다.   
  사리에 밝았던 그는 관리로서 ‘공과 사(公私)의 분별’에 투철했고, ‘공무(公務)의 
실행’에서는 ‘엄정함’이 그지없었다. 한 사례로 그는 임금(太宗)의 사위인 조대림(趙
大臨)의 비리마저 국문하길 서슴지 않았다. 그 일로 인해 태종의 노여움을 산 나머
지, 한주(韓州)로 유배되었다가 오랜 뒤에 관리들의 변호로 풀려났다. 이조 호조 공
조 판서를 거쳐 정승(우의정 좌의정) 자리에까지 이른 것은 역시 세종에 의한 우대
였다. 
  저서로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를 찬진했고, 향악(鄕樂)을 정리한 것이 대표
적인 업적이다. 보다 더 큰 업적은 초라한 외양을 마다하지 않아 큰 벼슬아치가 아
니라고 오인할 정도로 ‘검소’하고 지극히 ‘청렴결백’하여, 마침내 조선 초기 ‘청백리
(淸白吏)’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것이다. 소신이 뚜렷하고  업무에서는 공
정 청렴을 다하는 ‘청백리의 그 신선한 점’이 당시 국민들과 함께 세종의 눈에 든 
이유였고, 당시만 아니라 역사에 길이 남은 그의 업적이다. 



        
                 

                     (5) 이천의 과학기술 진흥   

 경기 광주의 이천(李蕆 佛谷, 1376-1451)도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다. 군부판서
(軍簿判書)를 지낸 분 이송(李竦)을 아버지로 둔 그 또한 무인(武人) 출신이지만, 
다재다능하여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태조 때 별장(別將) 보직을 받은 그는 태종 
때 무과(武科)에 합격 동지총제(同知摠制)를 거쳐 충청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세종의 눈에 띄어(1420년)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서 왕명에 따라 개량 활자, 경
자자(庚子字)를 만든 뒤 갑인자(甲寅字)도 만들어 인쇄술의 발달에 기여했다. 1437
년엔 병조참판으로 평안도 절제사가 되어, 파저강(波猪江) 야인(野人)을 정벌, 사군
(四郡)을 설치케 했다. 명실상부한 ‘무인의 공적’을 세운 것이다.
  한때 호조판서를 받고서는 오랜 연구 끝에 천문학 기구들을 제작했다. 대간의(大
簡儀) 소간의(小簡儀), 혼의(渾儀), 앙부일귀(仰俯日귀) 자격루(自擊漏)가 그것이
다. 여기서 우리는 장영실(蔣英實)의 작품과 겹치는 사실에 의아하게 된다. 그의 간
의대(簡儀臺) 설치에 장영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음을 보면 서로의 협력을 
짐작하게 된다. 하지만 무인으로서 소망했을 특수한 ‘화포(火砲)’를 제작한 것은 그 
자신의 발명품이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건 이천은 조선 초기 ‘국방의 건전’과 아울
러 ‘과학기술 발달’에 크게 기여한 기호유학자임에 틀림 없다.

                    4. 조선 중기 기호유학 

                  (1) 기호유학의 주봉 : 이이

 16세기로 한정할 경우 기호유학의 최고봉은 아무래도 이이(李珥 栗谷, 
1536-1584)라 할 수 있다.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는 이이의 자애로운 모친이
자 어린 날 스승이었다. 그런 신씨를 여의고 삼년상을 마친 이이는 인생의 무상을 
느낀 끝에 불가(佛家)를 찾아 금강산으로 발길을 돌렸다. 일년 여의 불교 탐구에서 
배운 것은 공적(空寂)이 불교의 요체이지만, 그것으로는 삶을 이끌 실용성이 미약
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마침내 하산을 서둘렀다. 「자경문(自警文)」’을 통한 ‘성인
(聖人) 지향의 유학’에로 복귀했다.   
  한때 도가(道家)의 노자 사상(道德經)에도 눈길을 돌렸지만, 그것은 유학을 위한 
노자 사상 참조로, 유학화를 위한 노자사상의 재해석에 지나지 않았다.  ‘학문의 개
방성(開放性)’과 그 개방에 의한 ‘학문적 실익(實益) 추구’에 해당하는 것이었을 따
름이다. 



  그에 있어 유학은 성인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성학(聖學)’이었지만, 그 실질 내용
은 그 나름의 ‘실학(實學)’ 곧 ‘성리학적 실학’이었다. 그는 유학을 과감하게 ‘실학으
로 재구성’한 학자였다. 방법론에서부터 유학의 팔조목 전체를 실학화한 발상이 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유학의 ‘수기(修己)’는 실심(實心)으로서의 ‘성(誠)’의 마음가짐을 
요체로 한다. 다른 한편 ‘안인(安人, 治人)’은 시무육조(時務六條)를 비롯한 수많은 
상소문에 담긴 ‘경장설(更張說)’이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예를 들면, 국방 역을 전
제조건으로 한 서얼의 과거 응시 자격 부여와 노비 양민화(良民化)이고, 언로의 학
장과 언론의 자유를 전제한 공론정치(公論政治)의 이론이다. 전자는 인권신장이라
는 의의를 지니고, 후자는 군주체제를 벗어나 ‘민주의 공화정’에 근접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두 의의는 결국 그 시대를 넘어 그 시대를 앞으로 이끈 발
상이라는 가치를 지닌다. 
  임진왜란을 당하고야 이이의 양병설을 회상하면서 영의정 유성룡(柳成龍)이 이이
를 일컬어 참된 선비(眞儒)라 한 것은 한낱 빈말이 아니었다. 이상의 업적만으로도 
이이는 학식과 그 실천을 겸비한 기호유학의 주봉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2) 주봉의 도우 : 성혼

 이이를 언급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다. 파주의 명현(名賢)이자 이이의 
도우(道友)인 성혼(成渾 牛溪, 1535-1598)이 그다. 17세에 감시(監試)의 초시에 
합격한 그는 복시에 응시하지 않음은 물론 이내 과거를 포기해야 했다. 건강이 나
빠서였다. 추천에 의해 몇 차례 벼슬 받았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나자(1592년) 세자의 부름을 받고서야 우참찬 좌참찬으로 벼슬 길을 
밟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영의정 유성룡과 함께 일본과의 화의를 논급한 탓
에 선조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성혼의 진가는 학문 탐구에서 빛을 보았다. 당시 성리학계를 뒤흔들던 이황(李
滉)과 기대승(奇大升)이 열띤 논변으로 진행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 이은 ‘이
이의 이론’에 대해 약 오년 여에 걸친 반론 때문이다. 그와 이이 사이에서 나눈 논
의 또한 이황과 기대승 사이의 논변 못지않게 진지하고도 끈질긴 논변이었다.      
 
  이이는 사단 칠정의 분별을 할 것 없이, 발할 수 있는 것(能發者)은 오직 기(氣)
이고 발하도록 하는 겻(所發)은 이(理)임을 내세워, ‘기의 발함에 이가 타는 이 한 
가지 임(氣發理乘一途)’을 주장했다. 하지만 성혼이 볼 때 사단(四端)과 칠정(七情)
은 이황의 말대로 각기 ‘선한 정’이거나 ‘무선무악한 정’으로 구분되는 데다가, 주희
(朱熹) 이래 사단 칠정과 같은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에 대해서는 각각 “형기에
서 생기고(或生於形氣之私), 성명의 바름에 근원(或原於性命之正)한다”고 했으니, 



이황의 해석처럼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다(四端理之發 七情氣之
發)”고 함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 성혼의 주장이었다. 성혼의 주장 역시 타당시 될 
근거가 충분했다. 이에 이이의 문인 가운데 조헌(趙憲) 이귀(李貴) 한교(韓嶠) 등
이 성혼의 문으로 오기까지 했다.

        
               (3) 재사이자 예학자 : 송익필 

양반 귀족 시대이던 당시 양반 자체 안에서도 신분 차별이 대단했다. 한 집안에서
조차 장자 차자(長子次子)를 차별하였으니, 적서(嫡庶)의 차별은 더 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서출에게는 과거부터 차단, 벼슬길을 아예 막았다. 고양(高陽)이 낳은 
재사(才士) 송익필(宋翼弼 귀봉(龜峯, 1534-1599)이 바로 서출이었다.
  벼슬을 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를 타고났다. 그런 데다 
신분은 양반이었던지라, 이이(李珥) 성혼(成渾) 등과 교류, 그들의 아낌만을 받았
다. 글씨와 시(詩)에 특출했고, 문장력은 당대의 이산해(李山海) 등과 어깨를 겨눈 
‘문장팔대가(文章八大家)의 하나’로 꼽혔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음은 물론이고, 특
히 예학(禮學)에서는 이이 성혼 등의 수준조차 넘어서던 실력이었다.
  그러한 그가 심혈을 기울여 한 일은 고양의 귀봉산 기슭에서 후진을 강학하던 것
이었다. 그 문하에서 김장생(金長生)과 김집(金集) 그리고 정엽(鄭曄) 서사(徐사) 
정홍명(鄭弘溟) 김락(金樂) 등이 나왔다. 김장생과 김집 부자는 호서유학자 중 예
학의 대가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송익필의 생애에서 거둔 최대 최고의 
결실이 이 부자를 통해 ‘그의 예학을 빛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양반들이 목숨 다음으로 탐하던 벼슬, 그것이 송익필에게는 숨을 거둔 뒤 ‘지평
(持平, 정5품)’에 추증되었다. 그나마 매우 보기 드문 사례였다. 

          
         
            (4) 별난 학자이자 뛰어난 행정가 : 이지함

서울 마포에서 토담집을 짓고 살았던 학자는 호를 토정이라 한 이지함(李之菡 土亭 
1517-1578)이었다. 그는 일찍 아버지(현령 穉)를 여의고 형(李之蕃)에게서 초학
을 배웠다. 그 뒤에는 개성의 서경덕(徐敬德) 선생 문하에서 공부했다. 일찍이 유학
의 전 과목이라 할 ‘경사자전(經史自傳)’에 통달했다. 특히 수학(數學)에 능통했고 
제가 잡술에도 능했다. 『토정비결(土亭秘訣)』의 저자로 알려졌는데, 확실한 증거
는 찾을 수 없다. 
  어려서부터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남달랐다. 한 예로, 결혼하던 날밤 산책
하던 중 길에서 떨고 있는 헐벗은 사람에게 그는 신랑의 새 옷을 선뜻 벗어주고 온 



기인이기도 했다. 그의 기행은 꽤나 많이 전해진다. 하지만 그는  정상인이었음에 
틀림없다. 1573(선조6)년 학행으로 추천받아 6품 벼슬에 올라, 포천(抱川) 현감을 
거쳐 아산(牙山) 현감을 지냈다. 
  평소 이이의 경장설에 크게 동조하던 그는 아산 현감 시절 걸인청(乞人廳)을 만
들어, 걸인과 노약자 및 기민들의 구호에 성의를 다 했다. 특히 걸인과 기민들에게 
집신짜기 등 공예품의 제작으로 자급자족의 길을 터주는 노력을 기우린 것으로 유
명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이로써 ‘애민(愛民)의 행정
(行政)에 뛰어난 달인’이 실은 이지함의 정체였음을 알게 된다.   

          (5) 한국유학의 연구수준 높인 학자 : 정지운  

 이제까지 학계에서 크게 평가받지 못한 고양 출신 학자로 정지운(鄭之雲 秋巒 
1509-1561)을 필자는 주목한다. 마음이 곧고 조용히 지내길 즐기는 성품이라 당
시에도 남과 별로 어울리지 않았다.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천생 학구파라 할 
인물이다.
  마침 김정국(金正國, 思齋 1485-1541)이 기묘사화 때 관찰사로 지방에 있어 목
숨은 부지했지만, 삭직 당하여 그 고장에 주저앉아 팔여거사(八餘居士)라 하면서 
강학을 하고 있어, 정지운은 그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특히 성리학에 조예를 
깊이 했다. 
  속인들이 하는 벼슬길에 대한 한 눈은 전혀 팔지 않고, 초속한 학자의 생애로 일
관했다. 다만 성리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녀들과 후학을 위한다는 뜻에서 그는 연
구물을 남겼을 따름이다. 그의 「천명도(天命圖)」와 『천명도해(天命圖解)』가 그
것이다.
  그의 해명으로 「천명도」는 『중용(中庸)』과 송대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
(太極圖)」를 참조했다고 하지만, 천명 용어나 『중용』에서 취하였을 뿐 내용은 
이것들과 아무 상관 없다. 특히 「태극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내용이다. 「태극
도」가 우주 생성을 논한 것임에 견주어 이는 천명으로 주어진 ‘본성(仁義禮智)의 
발휘’를 통하여 선행을 하도록 가르치는 ‘윤리서’에 해당한다. 중국이나 일본 등 다
른 유교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저작이다. 
 그리고 그의 이 「천명도」에 써넣은 사단칠정의 이기해석, 곧 “사단은 이에서 발
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가 뒷날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
칠정논변을 일으킨 단초였다. 사단칠정논변은 이이와 성혼에게서도 이어졌음은 바
로 앞에서 지적한 대로다, 그 논변들이 미국학자들도 번역하여 연구하고 있듯이, 한
국 유학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세계적 자랑거리임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런 만큼 정
지운의 천명 연구와 그에 따른 사단칠정에 대한 이기해석은 한국유학의 연구수준을 
한층 높인 세계적 연구물이라 할 만하다. 그의 순수한 학자로서 바친 진지한 업적
은 이렇게 역사를 누비면서 빛나고 있음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5. 맺음말 

 조선 초기 기호유학은 나라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관리들의 봉
공적 태도를 특히 청백리의 모습으로까지 보여, 뒷날 후임들의 귀감이 되었다. 관리
이자 학자로서 과학기술의 진흥에도 한 몫을 다 했다. 이런 정도의 공적은 같은 시
기 다른 지역의 유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도 기호유학자들은 자기 몫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개혁을 통한 역사 발전에 이바지했고, 성리학의 형이상학 못지않게 성리학적 실학
(實學)을 추구하면서, 예학과 윤리학의 연구로도 이 나라의 도덕적 질서를 잡는데 
학자의 역할을 해냈다. 
 이런 과정 중에 한가지 짚고 가야 할 사실은, 당시가 왕조였던 만큼, 학자들을 적
재적소에 배치하여 활기를 넣어준 세종대왕 같은 임금의 역할 또한 국가와 문화발
전에 절대적으로 컸다는 점이다. 학자들의 활동이 조연으로서의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당시 임금의 활동은 주연급 비중에 해당하던 시대가 아니었나? 아무튼 
일정한 무대의 활동은 주연과 조연이 한 데 잘 어우러져 소임들을 다 할 수 있을 
때라야 최고조로 빛난다는 것을 필자는 지적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