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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와 栗谷의 工夫論 比較 硏究73)
- 聖學十圖와 聖學輯要를 중심으로 -

황 금 중(연세대 교수)

Ⅰ. 서론

동양의 교육사상과 문화의 전통으로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北宋代 이래 체계화된 이른바 新儒學의 ‘工夫論’이다. “인간 형성을 위한
工夫 및 學에 대한 체계적 논의”로서의 ‘工夫論’은 新儒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범주라
고 해도 좋다. 말하자면, 朱子學과 陸王學을 양대 축으로 하는 신유학은 공부론 혹은 학
문론을 중심으로 인간과 우주, 사회에 대한 사색과 실천을 펼쳐 왔으며, 주자학과 육왕학
이라는 신유학의 양대 분파의 형성은 근본적으로는 공부론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주자학과 육왕학 각각 내의 세부 조류들 역시 공부론의 차이에 따라서 형
성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주자학 계열에 한정해서 볼 때 주자 이후의 공부론의 융성은 중국에서보다는
조선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의 경우도 주자학의 공부론은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가기는
했지만, 양명학의 등장 이후에는 그것이 양명학의 그늘에 가리워진 감이 있다. 반면, 주
자학을 정통으로서 고수했던 조선의 경우는 주자학의 공부론이 동아시아의 어떠한 지역

* 이 논문은 2000년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0-037-CA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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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철저하고 섬세하게 다듬어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실은
退溪와 栗谷에 의해서 일단락 된다. 주자학 내지 성리학의 역사 일반에서 퇴계와 율곡은
주자학의 주요한 두 가지 흐름을 주도한 인물로 공인되고 있는 바, 공부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양자는 주자학의 공부론의 대표적인 두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퇴계와 율곡의 공부론 비교는 주자 이후의 주자학의 공부론의 전개 양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퇴계와 율곡의 공부론을 비교적으로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
는 퇴계와 율곡의 주저인 聖學十圖1)와 聖學輯要2)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효율
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양 저서는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의 참된 공부와 학문을 돕기
위해 작성된 工夫論著라는 것이 필자가 본 논문을 전개하면서 지니는 전제이며, 그 근거
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논문들에서 설명한 바 있다.3) 성학십도와 성학집요는 사람들
을 인격 완성에로 이끌 수 있는 정교한 공부론의 체계와 공부의 목적 및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이 두 저작은 퇴계와 율곡의 전 생애에 걸친 학
문적 고투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문적 완숙기의 대작으로서, 동아시
아의 지성사에서 이에 비견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朱子學의 工夫論書는 찾아보기 어
렵다. 양 저서에는 퇴계율곡의 우주와 인간, 정치에 대한 논의 등 학문적 결실이 집대
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공부의 문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엮어지면서 공부의 규모 및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대서사시가 펼쳐져 있다. 따라서 양 저서를 중심으로 공부
론을 비교하는 일은 단지 공부론에 국한되지 않고 주자학 발전의 양대 주류인 퇴계학과
율곡학의 전체적인 성격을 특징적이고 비교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聖學十圖와 聖學輯要에서 드러나는 퇴계율곡의 공부론의 성격은 주자 공부론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퇴계율곡은 주자의 충실한 계승자이다. 그러면서
도 퇴계와 율곡은 주자의 공부론을 각각 독특한 양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어
떤 부분에서는 주자 공부론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퇴계와 율
곡은 주자학의 工夫論 전개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하게 된다. 퇴계와 율곡은 모두

성학십도와 성학집요를 당대 임금에게 올리면서 이 저서의 내용이 자신의 말이 아
니라 선인들이 이미 밝혀 놓은 것이라는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그

1) 退溪全書, 卷7, [進聖學十圖箚] (이하에서는 출전 표기를 聖學十圖로 할 것임)
2) 栗谷全書, 卷19, [聖學輯要](이하에서는 출전표기를 聖學輯要로 할 것임)
23輯 2卷, 韓國敎育史學會, 2001(12), 328-330
3) 黃金重, “退溪의 工夫論과 聖學十圖”, 韓國敎育史學｝
쪽. / 拙稿, “栗谷의 工夫論과 聖學輯要”, 韓國敎育史學｝24輯 1卷, 韓國敎育史學會, 2002(8),
305-306쪽.

退溪와 栗谷의 工夫論 比較 硏究 205

들 나름의 ‘적극적 창조’의 면모가 스며있다. 성학십도와 성학집요는 주자의 공부론
을 새로운 각도에서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성과물이기에 손색이 없다.
본 연구는 퇴계와 율곡의 공부론이 주자 이후 주자학의 공부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
식하면서, 특히 주자 공부론과의 관련성 속에서 양자의 공부론의 특성과 의의, 그리고 상
호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聖學十圖와 聖學輯要를 집중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양 저서가 퇴계와 율곡의 학문적 정수를 담은 工夫論著라는 점에
서 분석과 비교의 타당성은 크리라고 본다. 이러한 작업은 퇴계학과 율곡학 자체의 특성
과 차이를 밝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聖學十圖와 聖學輯要에 제
시된 공부론의 특징을 대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적용 가능한 비교논거는 여러 가지로
설정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공부의 규모론과 공부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
고자 한다. 공부의 규모론은 공부의 범위, 목적, 지향하는 인간상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
고, 공부의 방법론에는 공부의 내용 및 방법의 문제가 포괄된다.

Ⅱ. 공부의 규모론 비교

퇴계와 율곡의 공부론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들이 朱子學者이며 儒學者라는
사실을 새삼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유학자로서의 그들은 공자나 맹자가 제기했던 바
의 仁義禮智의 가치를 존중, 지향하며 나아가 이를 인간의 본성과 연관짓는다. 그리고
인의예지의 가치를 개인의 삶에 뿌리내릴 뿐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구현하는
일까지 학문 및 교육, 정치의 과제로 삼는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인의예지의
가치실현을 위한 ‘修己’와 ‘治人’이야말로 학문 및 교육, 정치의 목표가 된다.4) 佛家나 道

4) 修己治人은 공자의 “修己以安人”(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人 曰如斯而已乎
14-45-1)의 관념을 이어서 주자 등의 신유학자
曰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 其猶病諸. 論語｝
들이 정착시킨 용어로서 유가에서의 학문의 규모를 포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修己’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간완성의 과정을 일컫는 것이라면, ‘治人’은 개인의 인간완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가
정․사회․국가 차원의 교화와 통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치인’은 비록 정치적 성격이 강하지만
굳이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지을 필요는 없이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치를 실천하고 타인을 교화
하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주자는, 스스로 대학의 삼강령 팔조목을 통해 학문
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대학장구의 서문에서 ‘修己治人’을 거론(學者修己治人之方,
則未必無小補云. <大學章句序>), ‘수기치인’이야말로 학문의 규모를 포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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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에서는 주로 (불가나 도가 나름의 성격을 지닌) 修己를 문제삼을 뿐 治人에 대한 학문
적․교육적 관심이 극미하다면, 세속적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 경영하고자 하는 유가 일
반에서는 修己는 물론이고, 治人의 문제도 이미 학문과 교육의 관심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유자로서의 퇴계와 율곡이 수기․치인의 전망을 가지고 학문과 교육을 논하는 것
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인간성은 수기와 치인의 역량이 동시
에 갖추어진 사람이고, 교육 및 학문은 이러한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이들에게
있어서 聖人이란 수기․치인의 역량을 온전히 갖춘 존재에 다름 아니며, 이 聖人이야말
로 곧 교육적 인간상이다.
그런데 퇴계와 율곡이 교육 혹은 학문의 목표로서의 ‘修己治人’, 그리고 수기치인의 역
량을 갖춘 聖人에 대해서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퇴계는 율곡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수기의 문제를 강조하고, 율곡은 퇴계에 비해서 보다 치인의 문제에 천
착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곧 이들의 성인관의 차이와도 연관된다. 즉, 퇴계가 묘사하는
성인은 무엇보다, 수기치인의 핵심으로서의 心法을 갖춘 사람이고5) 율곡이 그리는 성인
은, 수기뿐 아니라 치인 방면에서의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6) 퇴계와 율곡은 수
기가 근본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지만, 수기와 관련된 치인의 위상과 성격
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차이점은 곧 공부론의 차이
로 이어진다. 요컨대, 퇴계는 수기뿐 아니라 치인의 영역에 대해서도 공부론적인 관심을
가지지만, 치인의 본격적인 측면들(制度․文章)에 대한 공부보다는 다만 수기의 연장선
상에서 치인의 근본원리를 실천하는 공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결국 수기 위주
의 공부론을 펼치게 된다. 반면 율곡은 수기, 그리고 치인의 근본원리를 터득하는 공부
이외에 실질적인 치인의 역량을 닦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수기뿐아니라 본격

5) 퇴계는 <무진육조소>에서 舜이 禹에게 나라를 넘겨주면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한결같이 해서 진실되게 중용을 잡으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는
心法만을 전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면서 이에 대해 “이 어찌 學問과 成德으로써 정치의 대본을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精一執中’은 배움을 행하는(爲學) 대법(大法)입니다. 대법으로 대본(大本)을 세우
면 천하의 정치는 다 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옛 성인의 계획(聖謨)이 이러하므로 신과 같은 어리
석은 자로도 聖學이 至治의 근본이 됨을 알고 외람되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豈不以學問成德, 爲治
之大本也. 精一執中, 爲學之大法也. 以大法而立大本, 則天下之政治, 皆自此出乎. 惟古之聖謨若此, 故雖
以如臣之愚, 亦知聖學爲至治之本, 而僭有獻焉.(退溪全書, 卷6, <戊辰六條疏>)라고 한다.
6) 이는 율곡이 작성한 바의 ‘聖賢道統’을 보아도 잘 드러난다. 율곡은 “복희씨로부터 주자에 이르기까지
修己治人하는 실적을 드러내었으니 먼저 공효를 살피고 뒤에 실적으로 稽考하면, 쫓아갈 바에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始于伏羲, 終于朱子, 以著修己治人之實迹. 先觀功效, 後稽實迹, 則可以不昧於所從矣.
(聖學輯要, <聖賢道統>) 라고 하면서, 복희씨, 신농씨, 요, 순, 공자, 안연, 맹자, 자사, 주렴계, 정명
도, 정이천, 장횡거, 주자 등을 중심으로 성현의 도통을 기술하는데, 각각의 성현의 업적 내용은 수기
와 치인 두 영역에 모두 걸쳐 있는 것이 특징으로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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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치인의 공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루는 공부론을 제기했다. 퇴계와 율곡
의 성학십도와 성학집요의 공부론적 구조와 내용은 이 차이를 잘 반영한다. 똑같이
성인되는 공부(학문)의 문제를 논하는 저작이지만, 성학십도의 공부론의 전체 구조와
내용은 수기 위주로 짜여져 있는 반면에, 성학집요의 공부론의 전체 구조와 내용에는
수기 뿐 아니라 치인의 영역이 매우 비중있게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

1. 修己 위주의 공부론 : 퇴계
퇴계는 성학십도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학문을 행하는 의미는 의리를 밝혀서 그 몸
을 닦고 그런 다음 미루어 타인에게 미치는 것이 아님이 없다.”7)이라는 주자의 인식을
수용하면서, 수기뿐 아니라 치인 역시 공부 및 학문의 영역임을 분명히 한다. 성학십도
가 수기와 치인의 양 영역을 포괄하는 工夫論著라는 근거는 무엇보다, 퇴계가 성학십
도에서 교육 및 공부의 핵심과정으로서 小學과 大學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
다.8) 주지하듯이 주자 이래로 大學의 여덟가지 조목(八條目), 즉 格物, 致知, 誠意, 正
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는 학문 및 교육의 규모를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여기에는 수기와 치인의 영역이 동시에 포괄되어 있기 때문이다. 퇴계는 수기․치인의
두 영역을 포괄하는 대학을, 소학과 더불어 교육의 기본과정으로 삼고서 성학십도의
전체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학십도의 공부론을 수기
위주의 공부론으로 볼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는 퇴계의 大學觀과 성학십도의 체제
구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해명할 수 있다.
퇴계는 대학이 수기와 치인, 그리고 體와 用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정한다.9) 그렇지만 그는 대학이 수기를 근본으로 삼고서 본원을 단아하고 맑게 가꾸
어 치인을 이끌어 내는 바탕을 세우고자 한 저작이지, 제도와 문물을 본격적으로 다룬
저작은 아니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10) 대학｝
팔조목을 근간으로 한 공부 혹은 교육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나 문장을 본격적으로 익히는 일이 아니라, 修己 나아가 治
人의 근본원리를 터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治國․平天下도 孝․悌․

7) 所以敎人爲學之意, 莫非講明義理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 (聖學十圖, <白鹿洞規圖>)
8) 이는 주자의 ‘소학-대학’ 교육단계론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黃金重, “性理學에서의 小學․大學 교육
17집, 韓國思想文化學會, 2002(9),
과정론 - 주자․퇴계․율곡의 견해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353-391쪽 참조.
9) 大學, 修己治人, 體用該載, 卽固然矣. (退溪全書, 卷19, <重答黃仲擧>)
10) 大學一書, 以修身爲本, 乃端本淸源, 以爲出治之地而已. (退溪全書, 卷37, <答李平叔>) / 大學一書, 爲
存心出治之本, 而未及乎制度文章者. (退溪全書, 卷19, <重答黃仲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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慈에 근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11) 결국, 퇴계는 성학십도에서 ‘소학-대학’을 핵심 교
육과정으로 한 공부론을 펼치면서도, 대부분을 修己 공부로서의 心學 및 心法에 대한 논
의로 일관한다. 다음은 성학십도｝전체의 교육적, 공부론적 구조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부분인데, 이를 통해서 소학과 대학을 중심으로 한 수기 위주의 퇴계 공부론의
성격을 드러내 보기로 한다.
대저 위의 두 그림(<太極圖>과 <西銘圖>-필자주)은 실마리를 구하고 (그것을)
확충해서 하늘을 체득하고 도를 다하는 극진한 곳으로서 소학과 대학의 표준이며
본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여섯 그림(<白鹿洞規圖>, <心統性情圖>, <仁說圖
>, <心學圖>, <敬齋箴圖>, <夙興夜寐箴圖>- 필자주)은 선을 밝히고(明善), 자신
을 참되게 하며(誠身), 덕을 드높이고(崇德), 학업 및 사업을 널리 이루어 내는(廣
業) 등 노력을 기울이는 지점으로 소학과 대학이 (실제로) 경작되는 곳이면서 일
이 이루어지는 곳(田地事功)입니다. 그런데 敬이란 위 아래에 다 통하는 공부로서
공부를 착수하는데서나 그 공부의 효과를 거두는 데서나 항상 실천하여 잃지 말
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자의 설이 저와 같으니, 이제 10도는 모두 경을 위
주로 했습니다.12)

퇴계는 우선 성학십도｝
전체를 3, 4도인 <小學圖>과 <大學圖>를 중심으로 삼분하고
있다. 3도의 <小學圖>와 4도의 <大學圖>가 교육 및 공부의 핵심과정으로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앞의 1도와 2도에는 <태극도>와 <서명도>가 소학-대학 과정의 본원이며 표
준으로써 설정되어 있다. 소학과 대학의 공부는 궁극적으로 太極 및 理, 혹은 仁의 가치
에 근원하고 또 이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태극도>와 <서명도>를 통해서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5도에서 10도까지는 소학과 대학 공부가 실제로 경작되는 곳이면서 일이
이루어지는 곳, 즉 소학과 대학 공부의 실질적 전개 및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즉
<白鹿洞規圖>(5도), <心統性情圖>(6도), <仁說圖>(7도), <心學圖>(8도), <敬齋箴圖>(9
도), <夙興夜寐箴圖>(10도)는 선을 밝히고(明善) 자신을 참되게 하고(誠身) 덕을 드높이
고(崇德) 학업 및 사업을 이루어내고(廣業) 힘써 실천하는(用力) 과정으로서, 이는 곧 소
학과 대학의 교육과정의 전개이며 효과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퇴계가 소학․대학 교육의 전개요 효과를 말하기 위해 설정한 도설들은, 대체로 마
음의 이해와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마음과 몸 공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본격적인

11) 治國本於孝悌慈, 以及於仁讓忠恕之屬, 平天下亦本於三者. (退溪全書, 卷37, <答李平叔>)
12) 蓋上二圖是求端擴充體天盡道極致之處, 爲小學大學之標準本源. 下六圖是明善誠身崇德廣業用力之處,
爲小學大學之田地事功. 而敬者又徹上徹下著工收效皆常從事而勿失者也. 故朱子之說如彼, 而今玆十圖,
皆以敬爲主焉. (聖學十圖, <大學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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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치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5도인 <백록동규도>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五倫으로 설정하되, 교육 및 공부의 방법을 크게 知와 行으로 구분해서,
전자는 博學審問愼思明辨 및 窮理로써, 후자는 篤行 및 修身處事接物로써 설명한다. 나
아가 修身處事接物의 내용에 도리에 맞는 마음가짐과 몸가짐, 인간관계, 일처리의 문제
를 포괄하고 있다. <백록동규도>는 <대학도>에서 제시된 지행병진의 공부방법을,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에서의 인간관
계 및 일처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치인의 영역과 연관되지만 본격적 차원의
치인의 문제는 아니다. 다음으로 6도의 <심통성정도>은 心․性․情의 구조와 성격, 양
상을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어서 7도의 <인설도>은 仁의 문제를 마음의 구조
및 성격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인이야말로 마음의 본질이며 마음의 性(理)를 포
괄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토대에서 8도의 <심학도>과 9도의 <경재잠도>와 10도의
<숙흥야매잠도>에서는 경, 그리고 경․지․행 공부의 일상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퇴계는 이 모두가 소학-대학 공부의 주요 내용이며 효과(明善, 誠身, 崇德, 廣業)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 종합해 볼 때, 퇴계에게서 ‘소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부는 결국 仁의
理, 혹은 仁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그리고 지행과 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
는 心學 및 心法에 관한 것으로서, 수기적인 성격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상의 설명 이외에도 성학십도의 10개의 도설이 敬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퇴계 스
스로의 주장에 의해서도, 성학십도가 수기 위주의 공부론을 제기했다는 견해는 정당화
된다. 다시 위의 인용문으로 돌아가서 보더라도, 퇴계는 경이 공부를 착수하는데 있어서
나 공부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어서(着工收效) 긴요한 방법이라고 한다. 퇴계는 비록 성
학십도의 핵심 교육과정이 ‘소학-대학’이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그가 이 점과 더불어 오
히려 더 강조하는 것은 이 핵심 교육과정의 바탕에는 경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퇴
계는 <소학도>와 <대학도>에서, 소학과 대학 자체에 대한 논의는 최대한 축약한 상태에
서, 주자의 말을 빌어서, 소학과 대학의 공부는 경의 토대에서만이 온전하게 시작되고 마
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을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13) 대학의 팔조목, 즉 修己治人
의 공부과정의 관건이 敬에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퇴계는 敬을 대학의
大旨라는 언급을 하기에 이른다.14) 대학의 팔조목의 공부의 근간에 경의 바탕이 있다

13) 퇴계는 <대학도>를 설명하되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 대한 방대한 주자의 논의를 제
쳐놓고 敬이 모든 대학 팔조목 과정의 근본(공부)이라고 설파하는 주자의 언설을 소개하는데 주안점
을 둔다.(聖學十圖, <大學圖> 참조.
14) 然則謂大學大旨在敬, 恐無不可. 若明明德, 雖爲大學之大綱領, 然謂之大綱領則可, 謂之大旨, 有所未穩.
(退溪全書, 卷29, <答金而精別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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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자의 견해를 잇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대학의 大旨가 敬이라고 한 것
인데 이는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퇴계는 <소학도>와 <대학도>를 포함
한 성학십도의 모든 도설에서 제기되는 이념 및 공부가, 한편으로는 경(공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이 기초가 되고 경으로 마무리 될 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성학십도의 핵심 교육과정은 ‘소학-대학’이라기보
다는 차라리 ‘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퇴계의 성학십도는 본래 임금에게 바친 저작이다. 임금의 인격수양뿐 아니라 정치가
로서의 치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런데도 정치에 대
한 본격적인 언급은 없다. 성학십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현실정치적 조
언을 위해서 쓰여진 <무진육조소>에서조차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
면,15)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퇴계의 주요한 사상적 단면임에 틀림없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 볼 때, 퇴계는 수기만 이루어지면 치인의 역량을 자연히 갖추어지는 것으
로 이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퇴계는 평생을 정치의 일선과 관련을 맺는 삶을 살는
동안 정치가 얼마나 복잡다단하며 어려운 일인가를 인식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소박하
고 낭만적인 사유에 머물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수기가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치인의 모
든 문제가 수기로부터 자연히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퇴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修己治人하는 성인됨의 공부로서의 聖學을 논함에 있어
서 修己의 문제에 천착한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라도 여전히 치인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의 관건은 修己라는 믿음, 修己가 조금이라도 불충분하면 필경 治人은 크게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퇴계에게 강하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수기가
치인의 완전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수기에 한치의 부족함이
있을 경우 치인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퇴계의 생각인 것이다.
퇴계에게서 修己의 내용은 敬 위주의 心學 및 心法, 즉 마음 공부의 문제이다. 퇴계가
주자학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心學 또는 心法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16) 그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마음(공부)의 힘과 역할을 중요시한다.
마음은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모든 현실의 창조적 원천이다. 마치 그 유전

15) 退溪全書, 卷6, <戊辰六條疏> 참조.
16) 且帝王之學, 其規矩禁防之具, 雖與凡學者有不能盡同者. 然本之彛倫而窮理力行而求得夫心法切要處未
嘗不同也. (聖學十圖, <白鹿洞規圖>) / 所謂精一執中之聖學存體應用之心法皆可不待外求而得之於此
矣. (聖學十圖, <心統性情圖>) / 右林隱程氏掇取聖賢論心學名言, 爲是圖分類對置多而不厭以見聖學
心法亦非一端皆不可不用功力云爾. (聖學十圖, <心學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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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보면 어떠한 성격의 생물이 생장할 것인가를 알 수 있듯이, 마음의 싹은 그것에서
비롯될 크고 작은 현실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마음의 바탕이 잘 가
꾸어지면 그로부터 치인의 전망은 밝을 수 있지만, 마음의 뿌리에 조금의 오류만 있어도
그러한 마음이 투영된 치인은 종국에는 거대한 실패를 낳게 된다. 퇴계가 성학십도의
<경재잠>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 마음의 바탕에 “털끝만큼의 오차가 있으면, 하늘과 땅
이 바뀌게 되니, 三綱(윤리)가 침몰하고 九法(제도문물)도 썩어버리게 된다.”17)
퇴계는 모든 현실의 창조의 원천으로서의 마음의 중요성을, 당대의 일상적 삶과 정치
를 체험하면서 절감했다. 당시의 잦은 사화를 비롯한 정치적 갈등, 민생의 어려움은 비단
정책 및 전략의 부재 이전에, 정치인 및 지식인들의 마음이 크고 작은 어긋남의 싹을 지
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표면적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떤 정치적 행
위 속에는, 그 행위자 자신도 크게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크고 작은 행위자의 사욕이
개입되어 있기 쉽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사욕이라도 그것이 내재해 있는 한 그것은 결
국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정치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원천이 됨을 퇴계는 잘 관찰하고 있
었다. 한 국가를 이끄는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의 마음은, 일반인들의 마음과는 달리, 보
다 큰 범위의 현실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
신의 삶만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단위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
든다. 따라서 정치적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이 마음을 순수화, 가치화, 理化시
킬 필요가 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단단하고 순수한
리의 마음 바탕을 가꿀 필요가 있다. 성학십도의 <경재잠>에서 강조하듯이, 그야말로
한 순간도 끊임이 없이 조심조심(戰戰兢兢/ 洞洞屬屬)하며, 리의 순수세계를 간직하면서
사물을 이해하고 사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수기의 핵심 내용이다. 만일
수기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삶의 상황에서 기의 불순함에 쉽게 물들어 버리게
된다. 퇴계는 ‘理氣互發’論을 제기, 리와 기의 세계를 이원화하면서, 불순함을 지닐 수밖
에 없는 현실의 세계(氣)와는 차원이 다른 한치의 티끌이 없는 순수 세계(理)의 지평을
인간의 마음 속에 확보하고자 한다. 성학십도의 <심통성정도>에서 해명하고자 한 것
이 바로 이 문제이다.18) 퇴계에게 있어 수기의 목표는 기의 상황이나 작용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리를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을 갖추는 일이다. 온전한 수기를 통해 마음이 리의 지
평에서 굳건하게 발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가정, 사회, 국가에서의 역할은 결코 정
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퇴계의 생각이다. 리의 빛으로 빛나는 사회, 정치,

17) 毫釐有差, 天壤易處, 三綱旣淪, 九法亦斁. (聖學十圖, <敬齋箴圖>)
18) 黃金重, “退溪의 工夫論과 聖學十圖”, 340-3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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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육의 현실은, 이미 퇴계의 주요한 관심사 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구성원 개개인의 마음과 일상이 리의 빛으로 물들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2. 修己․治人 병행의 공부론 : 율곡
율곡의 경우는, 수기를 근본으로 인식한다는 점, 그래서 修己의 완성을 근간으로 治人
의 역량을 확충해 가야 한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 퇴계와 일치를 보인다. 수기는 치인의
바탕이 되고 치인은 수기의 확장이 된다는 생각은 퇴계나 율곡이나 공통적으로 지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율곡은 퇴계에 비해서 수기와 치인과
의 거리를 좀더 넓혀 놓고 있다. 즉 율곡은 퇴계와는 달리 수기로부터의 치인의 상대적
독립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율곡은 성인됨의 공부를 논하는 성
학집요에서,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서 치인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룬다. 공부의 문제가 수
인과 치인의 영역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으며,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율곡은 성
학집요에서 다음과 같이 상기시킨다.
성현의 배움(學)은 修己와 治人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중용과 대학의
첫 장의 설을 모아 엮게 되니 실제로 서로 表가 되기도 하고 裏가 되기도 하여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가 갖추어 다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생각건대
天命의 性은 明德의 갖춘 바요, 率性의 道는 明德의 행한 바이며, 修道의 敎는 親
民의 법도입니다. 戒懼라는 것은 靜存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는 류이고 愼獨이라
는 것은 動察하여 뜻을 진실하게 하는 류이며 中和를 이룩하여 位育한다는 것은
明德․親民이 지극히 선한 데에 그쳐 明德을 천하에 밝히는 것을 말함입니다.19)

율곡은 대학의 三綱領 八條目 뿐 아니라 중용｝
수장의 性․道․敎 논의를20) 통해
서도 修己와 治人을 포괄하는 학문 및 공부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율곡은

대학｝
수장과 중용｝
수장은 상통하며, 모두 수기치인의 교육 혹은 학문의 규모를 제시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학과 중용의 수장에서는, 공
부의 목적 및 방향이 인간의 본성을 실현함에 있다는 점에 대해 수기적 차원(明明德-

대학/ 率性之謂道-중용)과 치인적 차원(新民-대학/修道之謂敎-중용)으로 나누
19) 聖賢之學, 不過修己治人而已. 今輯中庸大學首章之說, 實相表裏而修己治人之道, 無不該盡. 蓋天命之性,
明德之所具也. 率性之道, 明德之所行也. 修道之敎, 新民之法度也. 戒懼者, 靜存而正心之屬也. 愼獨者,
動察而誠意之屬也. 致中和而位育者, 明德新民, 止於至善, 而明明德於天下之謂也.(聖學輯要, <統說>)
20) 大學의 三綱領은 明明德․親民․止於至善이고 八條目은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
國․平天下이며, 中庸의 性․道․敎 논의는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修道之謂敎로부터 天地位萬
物育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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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부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해서도 수기적 차
원(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대학/戒懼愼獨․致中和-중용)과 치인적 차원(齊家治國平
天下-대학/致中和-중용)으로 나누어 제기한다고 파악한다.

성학집요의 공부론, 즉 수기와 치인이라는 양 영역을 포괄하는 공부론을 전개해 가
는데 율곡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대학의 팔조목 체제였다. 율곡은 聖學輯要의
전체 체계를 철저하게 대학의 팔조목을 골격으로 해서 구성한다. 퇴계와 마찬가지로
율곡도 주자의 ‘소학-대학 단계론’을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수용한다. 그런데 퇴계는 성
팔조목을 결국 하나의 도설(<대학도설>)에서 간략히 언급, 그것도
학십도에서는 대학｝
경을 주로 해서 논하는데 그쳤다면, 율곡은 성학십도의 전체 내용을 대학｝팔조목의
틀에 맞추어 전개한다. 즉 율곡은 성학집요에서 대학의 격물․치지․성의․정심․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골간으로 하되, 그 앞․뒤와 사이사이에 필요한 논의를 첨
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공부론을 드러낸다. 그는 대학이 성인 단계에서 공부해야 할
모든 교육과정의 규모를 제시한다는 주자의 견해를 오히려 주자 이상으로 강화해서 활용
한 셈이다. 율곡은 무엇보다 수기와 치인의 문제를 동시에 담아내는 공부론을 제기하기
를 원했고, 이 목적을 수행하는데 대학｝팔조목의 틀은 더 없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
다. 이렇게 해서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의 조목을 중심으로 한 修己 영역과, 제
가․치국․평천하의 조목을 중심으로 한 治人 영역은 모두 공부 문제의 영역으로 수렴
된다. 특히 팔조목의 제가․치국․평천하 조목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진 치인 영역에
대한 방대하면서도 본격적인 논의는,21) 퇴계의 성학십도와는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주자학에서 工夫 혹은 學은 무엇보다 우선 ‘修己’의 영역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임은
틀림없다. 율곡 역시, 성학은 수기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점, 근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支末이 다스려지지 않으므로 성학은 수기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22)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율곡은 공부의 영역에 ‘治人’의 문제를 본격적으
로 끌어들인다.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21) 성학집요에서는 統說 다음으로 修己의 문제를 논하고, 이어서 正家와 爲政의 문제를 논하는데 正家
팔조목 중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 부분
와 爲政이 곧 治人의 영역이다. 修己의 문제는 대학｝
과 관련해 논의된 것이며, 治人의 문제는 팔조목 중 齊家․治國․平天下의 부분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율곡은 특히 治人의 문제를 正家와 爲政의 영역으로 나누어 논하되, 正家에 관련해서는 正
家總論, 孝敬, 刑內, 敎子, 親親, 謹嚴, 節儉, 正家功效의 내용을, 그리고 爲政에 관련해서는 爲政總論,
用賢, 取善, 識時務, 法先王, 謹天戒, 立紀綱, 安民, 明敎, 爲政功效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의
폭과 양은 매우 방대하다. 聖學輯要, <目錄圖> 참조.
22) 大學曰, 自天子以至於庶人, 一是皆以修身爲本. 其本亂而末治者, 否矣. 是故, 帝王之學, 莫先於修己.
(聖學輯要, <修己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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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은 수기가 근본이며, 수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치인 역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
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치인은 수기와는 다른 그 나름의 독특한 전개논리가 있다는 점
에 주목하고 있다. 치인은 분명 마음과 몸을 단속하고, 궁리하며, 일상적 인간관계 및 일
처리를 이치에 맞게 하는 등의 수기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치인은, 어디까
지나 개인의 마음과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영역으로서의 수기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복
잡한 사회구성원이나 집단 간의 존재양식 및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고유의 실천 양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인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지 수기 공부에만 치중
해서는 안되고, 수기 공부와는 일정정도 구분되는 ‘특별한’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게 된다.
율곡은 퇴계에 비해서 현실주의적 눈을 지니고 있다. 율곡의 눈에는 복잡다단한 정치, 경
제 현실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비추어진다. 마치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정
치․사회․경제적 문제의 이해와 해결의 안목이 밝은 것이 아닌 것처럼, 수기가 이루어
졌다고 해서 치인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율곡이 바라보는 역사는 치인이 좌절되어온 역사였다. 요순시대 이후 치인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시대가 없었다는 점을 율곡은 안타깝게 인식한다. 그런데 율곡은 치인이 좌절
된 역사적 전개의 원인을 전적으로 수기의 부재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율곡은
수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치인이 성공하지 못한 역사적 사례들에 주목한다. 수기
와 치인의 어긋남의 역사, 이것이 율곡의 눈에 비친 역사의 한 단면이었다. 치인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수기가 근본이 되어야 하지만, 수기가 근본이 된다고 해도 치인이 성공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한다. 퇴계와 비교한다면 율
곡은 치인과 관련한 수기의 힘에 대한 믿음이 덜하다. 그렇다면 수기와 치인에서 모두
성공하기 위한 해법은 자명해 진다. 수기는 수기 나름대로 이루어가되, 필요한 치인의 역
량을 갖추는 공부를 행하는 것이다. 치인의 역량을 갖추는 일에는, 치인의 근본 원리를
관철하는 힘과 지혜를 구비하는 일에서부터, 각종 제도와 문물을 이해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을 쌓는 일까지 포괄되어 있다. 율곡이, 퇴계의 <무진육조소>에 비견되
는, <癸未六條啓>23)에서 행정, 재정, 국방, 인사, 교육 등의 사회․정치․경제적인 문제
를 총망라하면서 임금에게 정치적 조언을 한 것은, 임금이 제도문물에 대한 식견과 실질
적인 이해와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해와 해결은 리에 맞
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문물의 올바른 자
리매김의 길(理)에 대한 격물궁리와 그것을 실현해 내는 실천의 공부가 필요하다. 율곡에
게서 격물궁리의 지 공부는 단지 수기적인 방법론일 뿐 아니라 치인의 방법론이다. 마음
23) 栗谷全書, 卷8, <癸未六條啓>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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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몸을 단속하는 행 공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와 행이 병행되는 수기의 공부방법이
수기 뿐 아니라 치인에 적극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역시 수기는 치인의 근본이다.
수기의 영역에서도 그러하지만 더욱이 치인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른바 ‘理’를 추구하
는데 혼란을 겪기 쉽다. 가령,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할 때, 과연 리에 합당한 정책
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혹은 행정가로 등용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
이 보다 리에 맞는 행정을 펼칠 사람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나아가 과거와
현재의 관행 및 인식의 차이에 따른 정책 선택의 혼란을 겪을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치와 경제의 현실은 선택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한 당
장의 해법을 요구한다. 율곡은 이러한 치인적 상황에서의 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
며, 그 만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융통성있는 접근 양식이 필요함도 알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유자로서의 율곡은 결코 가치상대적 혹은 가치중립의 입장에 선 현실주의적
선택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철저하게 리에 합당하며 리가 관철되는 치인을 지
향한다. 현실적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리를 지향하는 치인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율곡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리에 합당하면서도, 당장의 미묘한 상황을 반영한 융통
성있고 적절한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율곡이 보편적인
진리(道)에 대한 감각과 더불어 강조하는 것이, ‘權’의 감각이다. 그 때마다의 상황을 고
려한 융통성 있는, 그러나 리의 지평을 벗어나지 않는 치인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단지 덕성이 갖추어진 사람일 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도 실질적
으로 탁월한 식견과 실천역량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율곡이 꿈꾸는 수기치인
의 교육적 인간상인 것이다.

Ⅲ. 공부의 방법론 비교

퇴계와 율곡이 제시하는 수기의 공부방법론은 기본 구조에 있어서 주자의 그것을 그
대로 계승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들은 주자가 설정한 ‘小學-大學’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
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知行竝進’ 혹은 ‘居敬窮理’, ‘敬․知․行’의 공부방법론을 수
용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퇴계와 율곡은 주자를 계승하면서도 각각 독특한 양상으
로 자신의 공부방법론을 재창출해 낸다. 특히 후자의 경우 양자의 공부방법론적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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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므로, 본 절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비교해 볼 것이다.

1. ‘敬 - 知․行’의 공부방법 : 퇴계
퇴계는 자신의 공부방법론에서 敬의 위상을 최고의 정점에까지 끌어 올린다. 그가 치
인의 과제를 수기의 영역에서 해소해 내고자 했다면, 수기의 문제는 敬을 중심으로 풀어
내고자 했다. 그렇지만 퇴계에게서 수기가 모두 경으로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주자학자로서 知行竝進의 공부를 전제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가 敬을 근본으로서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知 혹은 行 공부의 존재를 중시하고 있다. 퇴계의 聖學 혹
은 心學은 敬과 知와 行이 역동적으로 어울려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퇴계는 ‘居
敬窮理’를 말하기도 하고, ‘敬兼知行’을 말하기도 하는데,24) 아마도 퇴계의 공부방법론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표현은 ‘敬兼知行’의 의미를 담은 ‘敬-知行’이 아닐까한다. 퇴계
는, 여타의 주자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이 행에 결국 포괄된다는 인정하면서도, 경을 단
지 행의 일부분이 아니라 근본으로서 차별화 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다. 퇴계에게서 경
은 지행 공부의 시작과 귀결을 이끌어 내는 근거이며 근본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지․행’의 공부방법은 경이 근본을 이룬, 즉 경이 관통하고 있는 가운데 지행 공부가 이
루어지는 방법이다. 퇴계에게서 경은 지행 공부의 출발점이 될 뿐더러 지행 공부의 완결
을 이끌어 내는 태도이며 공부이다.
퇴계의 성학십도의 모든 도설의 이념 및 공부에는 敬이 관철되어 있다. 이 토대 위
에서 지행 공부가 논의된다. 성학십도에서 경지행의 공부방법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드
러내는 부분은 <대학도>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소학도>와 더불어 <대학도>에서는,
‘소학-대학’이라는 핵심적인 교육과정을 제기하고 있다. 이 중에서 팔조목으로 대표되는

대학의 교육과정은 크게 知와 行의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퇴계는 권근의 ‘대학도’를
일부만 수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기에서 격물․치지를 知로, 성의․정심․
수신을 行으로, 제가․치국․평천하는 推行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격물치지가 知로, 성
의 이하는 行으로 구분된 셈이다. 이렇게 해서 팔조목의 수기치인 공부를 모두 지행의
공부 내용 및 방법의 체계로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치인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行 공
부에 포함시키고 있음도 주목되는데, 이는 앞에서 논한 바의, 치인이 수기의 영역의 연장
선 상에 있는 공부라는 점을 知行論 상에서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소한 <
대학도>에서는 지행병진의 공부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자세한 설명은 가하지 않는다. 이

24) 以居敬窮理對言, 則如此說, 以敬兼知行, 貫動靜言, 則如公說. (退溪全書, 卷32, <答禹景善問目>)

退溪와 栗谷의 工夫論 比較 硏究 217

는 격물․치지의 지 공부, 그리고 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위시한 행
공부에 대해서 상세한 논의를 시도한 주자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지나치게 소략한 느낌마
저 준다. 대신에 퇴계는 대학의 지행 공부에 경이 관철되어 있음을, 주자의 말을 인용
해서 장황하게 설명한다. 퇴계는 지행 공부 자체보다도 敬의 근본성을 보다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퇴계가 팔조목 상의 지행 공부를 소홀히 여겼다고 보는 것을
옳지 않을 것이다. 팔조목 상의 지행 공부에 관한 한 주자의 견해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
를 하는 가운데, 특히 경의 근본성을 부각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 퇴계의 공부방법론으로서의 ‘경-지행’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
는데, 먼저 핵심이자 근본으로서의 경 공부의 성격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행 공부
의 성격에 대해 약술해 보기로 한다.
퇴계는 경 공부의 방법적 성격에 대해서 주자가 정리한 바의 정자, 사상채, 윤화정 등
의 설, 즉 ‘主一無適’, ‘整齊嚴肅’, ‘常惺惺’, ‘心收斂不容一物’의 방법을 기본적으로 따른
다.25) 그런데 퇴계는 단지 이 방법들을 평면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해서 ‘퇴계식’의 경 공부 이해를 제출한다. 그리고 이 면모는 퇴계가 성학
십도에서 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끌어들인 <경재잠도>와 <숙흥야매잠도
>을 통해서 잘 들여다 볼 수 있다. <경재잠도>와 <숙흥야매잠도>은 퇴계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주자와 진백이 지은 것이지만, 퇴계가 이 두 가지 도를 선정한 것에
는 철저하게 퇴계 자신의 경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이 두 도설을 통해
서 퇴계가 드러내고자 하는 경 공부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경 공부, 動靜과 表
裏의 일체를 지향하는 경 공부, 일상의 평이하고 명백한 근거에 입각한 경 공부, 그리고
편안하고 유유자적한 경 공부의 특성을 지닌다.
퇴계는 <경재잠>이 다양한 공간적 상황에서의 경 공부을, 그리고 <숙흥야매잠>이 다
양한 시간적 상황에서의 경 공부를 설명하고 있다고 정리하면서,26) 다음과 같이 종합한다.
무릇 道의 流行은 일상 생활 가운데서 이르지 않은 곳이 없어서 한 지점이라도
리가 없는 곳이 없으니 어느 곳에서 공부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잠깐 사이라
도 멈추는 일이 없으므로 한 순간도 리가 없을 때가 없으니, 어느 때인들 공부를
그만두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사 선생이 이르기를 “도는 잠시도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지 않는 데서도 마음을 삼
가고 듣지 않는 데서도 마음을 두려워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숨은 곳에서
25) 聖學十圖의 <小學圖>와 <心學圖> 참조.
26) 蓋敬齋箴有許多用工地頭, 故隨其地頭而排列爲圖. 此箴(夙興夜寐箴-필자주)有許多用工時分, 故隨其時
分, 而排列爲圖. (聖學十圖, <夙興夜寐箴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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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잘 보이는 곳이 없으며 은미한 곳에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아는 마음의 기미를 삼간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
로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장소와 때를 막론하고 존양하고 성찰하여 그 공부를 힘
쓰게 하는 법입니다. 과연 이와 같을 수 있다면 어느 영역에서나 털끝만큼의 과
오마저 없게될 것이며, 어느 때나 순간의 끊임마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는 병진되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는 요체,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27)

퇴계에 의하면 일상의 어떤 부분도 공부의 시간과 공간이 아닌 것이 없다. 일체의 시
간적 공간적 상황은 공부의 계기가 되며, 역으로 공부는 일상의 모든 시간적, 공간적 상
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퇴계가 일상을 공부의 장으로 귀속시키는 유력한 근거는 일
상이 곧 도의 유행의 장이라는데 있다. 도는 일상 어느 시간과 공간에도 존재하므로 도
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부 역시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
져야 한다. 아무리 은미하고 사적인 시공간이라고 해도, 아니 은미하고 사적인 시공간적
상황에서야말로 더욱 도와 일치하는 노력(공부)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퇴계는 경 공부가 마음의 動(움직임)과 靜(고요함)을 넘나드는 공부
라는 점을 매우 중시한다. 즉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한 가운데, 장소에 따라 그리고
때에 따라 존양성찰”하는 공부가 경 공부이다. 퇴계가 성학십도에서 ‘경재잠’과 ‘숙흥야
매잠’을 중시하면서 강조하는 바 중의 하나도, 敬이 마음의 動과 靜을 넘나드는 공부라
는 점이다.28) 그런데 퇴계는 마음의 동과 정 중에서 정을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파악, 정
공부를 중시한다. 靜, 즉 未發29) 상태에 이르는 공부를 통해서 마음은 리의 지평, 존재의
지평을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체감하면서 스스로의 본질을 드러내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된다. 마음은 스스로의 본질을 직감하는 정의 기반에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야, 동의
상태에서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리를 드러내고 비출 수 있게 된다. 이렇듯 퇴계는 정을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중시하면서도 자칫 정에만 치우치면 불교적인, 선학적인 병폐에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굳이 靜이 아닌 敬이라는 말을 쓴 것은 靜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動의 전망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이며,30) 이것이야말로 불교와는 다른 주자학
의 마음 공부방법의 특징이다.
27) 夫道之流行, 於日用之間, 無所適而不在, 故無一席無理之地, 何地而可輟工夫. 無頃刻之或停, 故無一息無
理之時, 何時而不用工夫. … 此一靜一動, 隨處隨時存養省察, 交致其功之法也. 果能如是則不遺地頭而無
毫釐之差, 不失時分而無須臾之間. 二者竝進作, 聖之要其在斯乎.(聖學十圖, <夙興夜寐箴圖>)
28) <경재잠>의 “動靜不違”이나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足容必重, 手容必恭, 擇地而蹈, 折旋蟻蜂”
의 표현, 그리고 <숙흥야매잠>의 “動靜循環, 惟心是監, 靜存動察, 勿貳勿參.”의 표현은 모두 동과 정
을 겸하는 경 공부를 논하는 것이다.
29) 주자학에서 마음의 靜과 動은, 각각 未發과 已發에 상응한다.
30) 退溪全書, 卷28 / 卷37 <答李平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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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계는 경 공부가 마음의 안(내면)과 밖(외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다. 퇴계는 <경재잠>과 <숙흥야매잠>을 통해서, 마음 안의 경 공부와 마음 밖의 경 공
부가 있으며 양자는 상호 보완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강조한다.31) 특히 퇴계는 밖(외면)의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안(내면)만을 단속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안배나 조장의 병폐
를 지닌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비판한다. 퇴계의 경 공부는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안(내면)
을 바로잡는 일과 연관된다. 그런데 안(내면)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밖(외면)을
단속하는 공부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퇴계의 생각이다.32) 퇴계는, 경 공부가 동과
정을 포괄한다고 보면서도 정을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 파악하는 것처럼, 경 공부가 안
(내면)과 밖(외면)을 겸하는 공부로 보되, 밖(외면)의 공부가 더 선차적인 것으로 파악하
는 양상을 지닌다. ‘형체와 그림자 없는 심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형체와 그림자가 있는
것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33) 그리고 이러한 사유는 자연히 정자와 사상
채, 윤화정의 설 중에서 ‘整齊嚴肅’을 우선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제엄숙’이 반드시
밖과 연관된 것만은 아니지만 외적인 규율의 공부의 성격이 짙다. 마음이 혼란할 경우
먼저 마음으로 마음을 잡으려 하지말고 몸가짐을 엄숙하게 하면 마음은 그 조급함과 긴
장, 무심의 상태를 떨치고 ‘常惺惺’과 ‘主一無適’의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
다.34)
이상의 동과 정, 안(내면)과 밖(외면)을 관통하는 경 공부는 철저하게 일상의 평이하고
명백한 근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퇴계는 강조한다. 즉 경 공부는 단지 마음속

31) <경재잠>의 "表裏交正"이나 "出門如賓, 承事如祭, 戰戰兢兢, 罔敢或易. 守口如甁, 防意如城, 洞洞屬屬,
罔敢或輕."의 표현, 그리고 <숙흥야매잠>의 "本旣立矣, 昧爽乃興, 盥櫛衣冠, 端坐斂形. 提掇此心, 皦如
出日, 嚴肅整齊, 虛明靜一"이나 "日暮人倦, 昏氣易乘, 齋莊整齊, 振拔精明. 夜久斯寢, 齊手斂足, 不作思
惟, 心身歸宿."등의 표현은 모두 안과 밖이 겸비된 공부를 묘사하고 있다.
32) “다만 배우는 자들이 간혹 ‘깨어있는’(惺惺) 공부를 하려 하고 간혹 ‘외물을 마음에 용납하지 않으려
는’(不容一物) 공부를 하려한다. 그러나 미리부터 무엇을 찾아내려는 마음을 갖거나 인위적으로 助長
하여 按排하려고 한다면 ‘싺을 미리 뽑는’(揠苗) 병에 걸리지 않는 자가 거의 없을 것이며, 반대로 조
장하지 않으려고 조금도 마음을 쓰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씨앗뿌린 경작지(田地)를 그냥 내버
려 두고서 김을 매지 않는 자가 되지 않을 사람도 드물 것이다. 처음 배우는 자를 위하여 계책을 말한
다면 마음과 몸을 가다듬어 엄숙한 자세로 공부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 무엇을 꼭 (억지로) 찾아내려
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안배하려 하지말고 오로지 규율과 법도에 바탕을 두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그윽
하고 은미한 상황에서 삼가고 경계하여 자기 본래의 이 마음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는 저절로 마음이 늘 깨어 있고 저절로 外物의 간여를 용납하지 않
게 되니, 조금도 잊어버리거나 조장하는 병통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退溪全書, 言行錄, 卷1. 李
德弘 記錄)
33) 退溪全書, 卷29, <答金而精>
34) “우선 정제엄숙에 몸담아 공부를 하고 억지로 찾고 구하거나 이리저리 안배함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깊이 의리 속에 잠기기를 오래하면 자연히 경계함 속에 깨닫게 되고 하나의 물도 허용하지 않게 될
것이니 勿忘勿助하지 못하는 병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退溪全書, 言行錄, 卷5, 李德弘 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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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혹은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접하는 매우 평범하고 분명한 일상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경재잠>이나 <숙흥야매잠>
에서 표현되듯이, 크게는 움직이고 고요한 상황, 작게는 옷입고,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일상사나 손모양, 발모양 등의 몸가짐, 독서 등의 계기를 공부의 주요한 맥락으로 삼는다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곧 공부의 일상적 근거이다. 근거가 있어야 공부는 안배와 조
장으로 흐르지 않고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평이하고
명백한 일상적 근거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의 강조는 곧 '정제엄숙'의 공부에 대한 강
조와 긴밀하게 연관된다.35)
마지막으로 퇴계가 강조하는 바의 경 공부방법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유있
고 자연스러운 경 공부이다. 즉 때로는 긴장을 풀고서 마음을 느슨하게 누그러뜨리고 유
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간단없이 지속적으로 경의 세계로 젖어 들어가는 것이
다.36) 퇴계는 <숙흥야매잠>의 “독서를 하다가 쉬는 여가에 틈내어 노닐며, 정신을 편안
하게 피어오르게 하고, 성정을 휴양할 지어라.”37)하는 구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선호
한다.
퇴계의 경 공부는 구도적이고 경건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다. 그리고 퇴계의
경 공부는 일상에 뿌리를 박고 있다. 언어나 용모 등의 일상의 삶에서 늘 마주하는 문제
들을 근거로 해서 경 공부는 이루어진다. 퇴계의 경 공부는 일상의 일들을 매개로 간단
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리와 조우하는 마음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퇴계에게서 경은 궁
극적으로는 경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리를 맞아들이는 태도인 동시에 공부이다. 리는 언
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경의 태도만 확고하다면 리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따라 흘러
나온다. 리와 함께 하는 마음, 리와 하나된 마음은 편안하면서도 장엄하다. 그 속에서 이

35) “주자가 일찍이 하숙경에게 답한 편지에서 ‘경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
동하는 것 등 용모와 말과 사기에 나아가 공부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의 마음은 형체가 없고 드나드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법도와 표준을 세워 그것을 지키고 안정하여야만 안팎이 잘 들어 맞습니다.
진실로 능히 장중하고 엄숙하게 한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하는 것 등이 용납될 곳이
없다는 것을 단연코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의 공부가 핵심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기
서 증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애초부터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이른바 장중하고 엄숙하다는
것, 바로 그것으로서 이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생각건대 저는 네 선생이 경을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서 정자의 ‘정제엄숙'이라는 한 대목에서 주자의 이 편지의 뜻이 유래되었으므로, 처음 배우는 사람으
로서 먼저 배워야할 바로서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退溪全書, 卷35, <答李宏仲>)
36) “다만 일상의 명백한 곳에 눈을 두고 마음을 여유있게 가지고서 이 속에서 유영하면서 한가롭고 편안
하게 하면서 주자의 <조식잠>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길러야 합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공을 쌓으
면 다만 마음의 병만이 치료될 뿐 아니라, (마음의) 收斂과 操存의 효과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退溪全書, 自省錄, <答鄭子中>)
37) 讀書之餘, 間以遊泳, 發舒精神, 休養情性. (聖學十圖, <夙興夜寐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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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지혜와 힘이 샘솟는다. 그러나, <경재잠>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경의 태도가 잠시라도 끊어짐이 있거나 조금의 오차만 있어도 사욕이 일
어나 내면을 들끓게 하거나 어름장 같이 만들어 놓는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적 삶을 불
행과 고통으로 몰아 넣는다. 여기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장엄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행여나 길을 잃을까 조심조심(戰戰兢兢/ 洞洞屬
屬)하면서 리와 함께 하는 태도를 가다듬어야 한다. 퇴계는 이를 위한 가장 일상적이면
서 자연스러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퇴계는 ‘理發說’을 제창했다. 퇴
계에게서 리는 존재론적으로 밀려드는 하나의 거대한 힘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단지 무
력한 원리가 아니었다. 리의 세계는 그 자체가 생명력을 발산하는 순수의 세계이다. 특히
자연주의적이고 문학적이고 종교적인 소양이 풍부했던 퇴계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으로부터 솟아오르는 혹은 마음으로 밀려드는 찬란한 리의 역동성을 경험했으며, 그에
따르는 마음의 힘과 지혜를 체험했다. 퇴계에게서 경은 그 리의 찬란한 밀려듦을 온전하
게 느끼고 간직하고 발산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의 현실을 창조해 내는 태도이며
공부이다.
이제는 경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행 공부의 성격에 대해서 논할 차례다. 두
가지 특징을 추출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일상적 차원에서의 下學에 해당하는 지행
공부를 강조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특히 지 공부의 특징을 볼 때 ‘관조적’이고 ‘수렴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위에서 고찰한 바의 퇴계의 경 공부의
성격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퇴계가 성학십도서 지행 공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하는 부분은, <대학도>와 <백
록동규도>이다. 그런데 <대학도>에서는 대학의 팔조목을 지와 행으로 나눌 뿐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 반면에 <백록동규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행 공부의 문제에 접근하
고 있다. 여기에서 지 공부는 博學審問愼思明辨 및 窮理로, 행 공부는 篤行 및 修身處
事接物로 나누어 제시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修身處事接物의 내용으로는 도리에 맞는
마음가짐과 몸가짐, 인간관계, 일처리의 문제가 포괄되어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백록동
규도>에서 제기되는 지행 공부의 실제는 매우 일상적인 차원, 그리고 ‘下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퇴계는 격물치지의 성격에 대해서 “(이치를) 궁구함은 그윽이 깊고 은밀히
궁벽한 곳을 향해 구해서는 안되며, 크게는 군신, 부자의 도리와 작게는 일용의 사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탄하고 명백하고 일상적인 곳에 나아가 그 옳은 점과 마땅한 곳을 구
하여 정미한 깊은 곳을 구명해 내고, 또 유추해 나가 널리 통하면, 그 所以然의 오묘함은
단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38)라고 한다. 퇴계는 철저히 ‘下學而上達’의 원칙이 관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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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39), 철저히 평범한 일상을 거점으로 해서 이루어진 지행 공부를 지향한 것이다. 퇴계가
굳이 <대학도> 바로 다음에 <백록동규도>를 싣는 것은 일상적 실천의 성격이 강한 지
행 공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역시 일상성을 핵
심 요소로 하는 퇴계의 경 공부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나아가 퇴계의 지 공부가, 경 공부의 성격이 반영되면서, 관조적이고 수렴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퇴계에게서 지는 일상의 일을 매개로 리에 다가가는
일인 동시에 리가 다가오는 일이기도 하다. 퇴계는 物格을 해석함에 있어서 “物理之極處
(厓是)無不到也.”40)라고 한다. ‘물리지극처’의 조사로써 厓와 是, 즉 ‘에’와 ‘이’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물리의 지극한 곳’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주격으로 삼기도 한다. 이는
그의 理發說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퇴계에게 있어 격물의 지 공부는 가장 명백하고 평이
한 일상의 사물을 매개로, 리에 다가서는 동시에 리를 맞아들이는 일이다. 즉 퇴계의 격
물궁리 혹은 지 공부는 ‘관조적’이며 ‘수렴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는 경 공부와 긴밀한 상
통성을 지닌다. 마치 시인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밀려드는 존재의 힘을 느끼면서 노래하
듯이, 퇴계의 격물은 문학적, 내향적, 그리고 ‘敬’적인 성격을 띤다. 여기서 우리는 퇴계가
어떻게 대학의 大旨가 경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퇴계는 격물
치지의 효과를 경 공부의 효과와 상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2. ‘誠 - 知․行(敬)’의 공부방법 : 율곡
퇴계의 공부방법론을 ‘敬-知․行’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면, 율곡의 공부방법론은 ‘誠知․行(敬)’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고 본다. 퇴계의 경우는, 모든 지와 행의 공부가 결국
경으로 기초지어지고 경으로써 완결되는 구조를 지닌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비해 율곡은 敬을 力行과 더불어 行의 일부분으로 편입, 知에 상응하도록 배치하되, 더
불어 知와 行 공부를 행하는 근본 마음으로써 誠을 제시한다. 그럼 성학집요에 나타나
는 율곡의 ‘誠-知․行(敬)’의 공부방법론의 성격을 가늠해 보자.

성학집요는 철저하게 대학의 팔조목 체제를 반영해서 구성되어 있다. 율곡 역시
38) 其窮格不可向幽深隱僻處求, 大而君臣父子, 細而日用事物, 皆就坦然明白平實處, 求其是處當然處, 究得
精微之蘊, 又類推旁通, 則其所以然之妙, 只於此中得之.(非別有得妙之工夫也.) (退溪全書, 卷38, <答
趙起伯大學問目>
39) 儒者之學, 若升高必自下, 若涉遐必自邇. 夫自下自邇, 固若迂遠, 然舍此又何自而爲高且遐哉. 著力漸進之
餘, 所謂高且遐者, 不離於卑且邇者而得之. (退溪全書, 卷19, <答黃仲擧論白鹿洞規集解>)
40) 物格(物乙格乎麻是 ; 물을 격함이-필자주)註, 欲其極處(厓 ; 에-필자주)無不到也. 物格(物厓格爲隱 ;
물에 격함은-필자주)註, 物理之極處(厓是 ; 에이-필자주)無不到也. 格字有窮而至之義. (退溪全書, 卷
26, <答鄭子中別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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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와 마찬가지로 주자가 제기한 ‘소학-대학’ 교육과정론을 받아들인다. 율곡이 성학집
팔조목을 기본틀로 해서 구성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퇴계
요를 굳이 대학｝
의 경우는 단지 성학십도의 10개 도설 중 한 부분으로 <대학도설>로 할애하면서 기본
전체의 내용을 대학｝
팔조목의 순
교육과정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면, 율곡은 성학집요｝
서에 따라서 구성한다. 율곡은, 대학이 학문의 규모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주자의 언명
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한 것이다.

성학집요에서 드러나는 율곡의 공부방법론에 대해서는 먼저 기왕의 필자의 연구 성
과를

41)

골격으로 하되, 보완적 내용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율곡은 성

학집요에서 공부방법론으로서 知行竝進, 居敬窮理力行을 제시하되, 이를 대학｝팔조
목과 연계해서 설명해 가는 과정에서, 결국 敬을 行 속으로 편입해서 知=窮理와 行=居
敬․力行의 구도로 양분한다. 즉 율곡은 대학｝팔조목 중에서 格物致知를 知의 일로,
그리고 誠意 이하를 行의 일로 나누는 전제에서, 敬은 팔조목 상의 誠意․正心에 해당
하는 부분으로 귀결, 철저하게 行에 포함시키게 된다.42) 이러한 사유는 경을, 격물․치지
의 지와 성의․정심 이하의 행의 근저에서 작용하는 근본으로 인식하는 퇴계의 사유와
는 단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율곡은 경을 성의․정심의 행 공부로 귀속시킴으로써 경
과 지와 행 사이에 존재하는 포함 관계의 애매성을 극복할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경이 지니는 ‘근본’으로서의 위상은 약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율곡 역시 경이
성학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공부라는 관념, 궁리를 비롯한 여타 공부의 바탕으로 작용
한다는 관념, 그런 의미에서 경이 ‘근본 공부’라는 관념을 지니고 있다.43) 그러나 율곡에
게 있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知와 상대되는 차원에서의 行 공부의 성격이 강해서, ‘근본
공부’의 성격은 남아 있다 해도 퇴계의 경이 지니는 ‘근본 공부’로서의 위상에 비해서는
약화된 양상을 지닌다. 더욱이 율곡의 경은 ‘근본 공부’로서의 성격은 지니고 있어도 모
든 공부의 근저에서 작용하는 ‘근본 마음’의 의미는 탈각하게 된다. 율곡은 성학집요에
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공부의 근본으로서의 경의 위상에 대해 거론하지 않으며, 이는 퇴
계와 단적으로 구분되는 점이다. 대신에 율곡은 혹은 ‘근본 마음’으로서 誠을 부각한다.44)
41) 黃金重, “栗谷의 工夫論과 聖學輯要”, 韓國敎育史學｝
24輯 1卷, 韓國敎育史學會, 2002(8), 303-356
第26號, 韓國東西哲學會, 2002(12),
쪽과 “栗谷의 敬과 誠의 工夫論的 性格 및 關係”, 東西哲學硏究｝
41-66쪽 참조.
42) 朱子曰, 敬乃聖門第一義, 徹頭徹尾, 不可間斷. 故此章(第八章正心-필자주)大要, 以敬爲主焉. 第三章收
斂敬之始也, 此章(第八章正心-필자주)敬之終也. (聖學輯要, <修己中>, ‘正心’.) / 窮理乃格物致知也,
居敬力行乃誠意正心修身也. (栗谷全書, 卷5, <萬言封事>)
43) 敬者聖學之始終也. 故朱子曰持敬是窮理之本, 未知者, 非敬而無以知. 程子曰, 入道莫如敬, 未有能致知而
不在敬者. 此言敬爲學之始也. 朱子曰, 已知者, 非敬無以守. 程子曰, 敬義立而德不孤, 至于聖人, 亦止如
是. 此言敬爲學之終也. (聖學輯要, <修己上>, ‘收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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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에게서 誠은 이치 혹은 리와 일체를 이룬 본심의 개념이며 이것이야말로 수기치인,
그리고 지행공부를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근본 마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학의 역사에서 誠은, 여러 다른 덕목들과 더불어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
誠意 조목
없다.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주자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대학｝
을 매개로 해서 誠의 문제는 공부론적으로도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자학사에서 율곡만큼 誠의 공부론적 위상을 드높이면서 강조한 예를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율곡은 왜 경 이외에 성의 개념을 특별히 부각하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율곡이 말하는 誠은 한 마디로 ‘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이 마치 우주 만물
의 생명의 창생 작용을 끊임없이 이루어내는 리 혹은 리의 마음을 지니고 있듯이, 사람
에게도 간단없이 자신의 생명력있는 삶의 창조를 가능케 하는 ‘리의 마음’이 있으니 이것
이 사람의 誠이다.45)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誠은 한치의 사사로움이나 거짓이 없이 리
를 발산하는 마음, 금방 터져 나올 듯이 리로 충만한 마음이다. 이렇듯 誠이 ‘리의 마음’
이라면 그것은 자연히 공부의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율곡은 분명 성의 제기를 통해
서 다시금 공부가 지향할 목표가 ‘리의 마음’의 구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율곡이 誠을 특별히 부각한 것은 단지 공부의 목표로서의 리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공부의 실천 상의 필요성 때문이다. 즉 율곡은 삶과 공부에 있어서, 우주와
인간의 진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 실현을 향한 강인한 의지와 추동력, 리와 대면하여
한치의 어긋남과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성과 성실성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이 공부의 근본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율곡이 보기에는, 이러한 마음의
특성을 경의 관념은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그 해결의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을 찾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誠이다. 율곡은 성학십도｝이외에도 擊蒙要
등의 공부론적 저작들에서 立志의 문제, 氣質變化의 문제를 강조한다. 이는 율곡 공
訣｝
부론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데, 이 특징은 율곡의 誠에 대한 강조와 연관이 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46)

44) 誠意爲修己治人之根本. 今雖別爲一章, 陳其大槩, 而誠之之意, 實貫上下諸章. 如志無誠則不立, 理無誠則
不格. 氣質無誠則不能變化也. (聖學輯要, <修己中>, ‘誠實’) / 一心不實, 萬事皆假, 何往而可行. 一心
苟實, 萬事皆眞, 何爲而不成. 故周子曰, 誠者聖人之本. (聖學輯要, <修己中>, ‘誠實’) / 窮理旣明, 可
以躬行, 而必有實心, 然後乃下實功, 故誠實爲躬行之本. (聖學輯要, <修己中>, ‘誠實’)
45) 天有實理, 故氣化流行而不息. 人有實心, 故工夫緝熙而無間. 人無實心, 則悖乎天理矣. (聖學輯要, <修
己中>, ‘誠實’) / 天以實理, 而有化育之功. 人以實心, 而治感通之效. 所謂實理實心者, 不過曰誠而已矣.
… 夫先儒之論誠不一. 而徐氏所謂無妄者, 指其理而言之. 李氏所謂不欺者, 指其心而言也. 眞實無妄者,
理之本然. 而所以至於無妄者, 亦以不欺之心, 充之耳. 其所以致中和, 位天地育萬物者, 雖有莫測之用, 莫
大之效, 而用功之始, 則必本於謹篤. (栗谷全書, 拾遺 卷6, <雜著3>, ‘誠策’)
46) 율곡은 성학집요에서 修己의 문제를 논하는 첫머리에서 ‘立志’의 장을 따로 설정하면서, 진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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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학에서 敬은 ‘리의 마음’을 지향하지만 경 자체가 ‘리의 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그것은 오히려 방법 혹은 태도의 성격이 강하다. 율곡의 경에 대한 불만족은 바로 여
기에 있었던 것 같다. 그 불만족의 실체를 해명하기 위해 먼저 율곡이 이해하는 경 공부
의 성격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율곡은, 성학집요에서 敬을 설명하되, 靜과 動, 未發과 已發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涵養과 省察 공부로써 논하는데, 이는 주자의 敬 공부방법이 정립되는 맥락을 반영한 가
장 일반적인 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곡은 주자학에서의 경의 공부방법으로 흔히
거론되는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심수렴불용일물’이 미발과 이발을 관통하는 방
법이라는 점을 부각한다.47) 율곡의 이와 같은 경 공부에 대한 정리된 견해는 <만언봉사
>에서 “居敬은 (마음의) 고요함과 움직임을 통관하는 것이다. 고요히 있을 때(靜時)에는
잡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채로 맑고 텅비어 적연하되 깨어서 어둡지 않고, 움직일 때
(動時) 일에 임해서 한가지만 전심하고 두 갈래 세 갈래로 분산시키지 않아서, 조금도 잘
못이 없어야 한다. 몸가짐은 반드시 정제하고 엄숙해야 하고 마음가짐은 반드시 경계하
고 삼가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居敬의 요체이다.”48)라고 표현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은 그 자체가 ‘리의 마음’이기보다는, ‘리의 마음’에 다가가고 이를 유
지하려는 태도 및 방법이다. 율곡은, 경 혹은 경 공부에는 분명 리를 지향하는 진실성과
성실성의 요소가 담겨져 있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경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내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 회의하는 것이다. ‘理의 마음’을 구현하고자
하는 삶과 공부의 실제에서, 리를 향한 진실하고 성실하고 강직한 마음이 긴요하다는 사
실은 공부를 진지하게 실천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자학의 공부론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간과되어온 감이 있으며, 율곡
의 아쉬움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율곡은 선유들의 경 논의를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도 동시에 誠을 주자학의 공부방법론적 개념으로 우뚝 세우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서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율곡에게서 誠이 공부실천의 개념이기보다
는 공부를 통해서 도달한 완성태로서의 ‘리의 마음’, 곧 마음의 본체의 개념이라는 사실

한 不信과 不勇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곧 공부의 출발점으로서의 誠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
에 다름 아니다. 또한 율곡은 ‘矯氣質’ 장을 설정, 기질변화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기질변화의 토
대 역시 誠의 마음이라고 인식한다. (學莫先於立志. 未有志不立而能成功者. 故修己條目以立志爲先.
(聖學輯要, <修己上>, ‘立志’)/ 旣誠於爲學, 則必須矯治氣質之偏, 以復本然之性. 故張子曰, 爲學大益,
在變化氣質. 此所以矯氣質, 此於誠實也. (聖學輯要, <修己中>, ‘矯氣質’))
47) 聖學輯要, <修己中>, ‘正心’-‘通論涵養省察’ 참조.
48) 居敬通乎動靜, 靜時不起雜念, 湛然虛寂, 而惺惺不昧, 動時臨事專一, 不二不三, 而無少過差, 持身必整齊
嚴肅, 秉心必戒愼恐懼, 此是居敬之要也. (栗谷全書, 卷5, <萬言封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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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다.49) 마음의 본체로서, 수기치인의 공부나 지행 공부의 근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완벽한 ‘리의 마음’,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
한가? 완벽한 ‘리의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을 토대로 어떠한 공부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는가? 공부 자체가 필요 없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완벽한 ‘리의 마음’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늘의
권능이며 영역일 뿐이다. 그렇다면 誠의 마음이 수기치인, 그리고 지행 공부의 근본이 되
어야 한다고 할 때, 이 성은 다만 완벽한 성의 마음을 지향하는 마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치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자 하며 성실하고자 하는 마음, 선의지로 충천하
고자 하는 마음, 그리하여 결코 완결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리의 마음’과 가까운 마음,
이것이 공부의 실제에서 ‘근본 마음’으로서의 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부의 실제적 차원에서의 誠은, 곧 하늘 차원의 誠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誠之’의 의미
를 지닌 誠이다.50) 율곡의 誠에는 본체적 의미의 誠과 공부실천적 의미의 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율곡의 공부방법론을 ‘誠-知行(敬)’으로 정리할 때의 誠은 공부실천적 의미를
지닌 성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誠과 敬의 접점을 발견하게 된다. 율곡에게서 誠으로
나아가는 ‘誠之’의 공부는 결국 敬 공부에 포괄되기 때문이다. 율곡이 ‘誠의 마음’에 이르
는 ‘誠之’의 공부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만 이 모두는 敬 공부에 다름 아니다.51)
율곡은 표면적으로는 ‘근본 마음’과 ‘근본 공부’가 각각 誠과 敬으로 나누고 있지만, 실질
적으로는 양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공부의 실제에서 성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경
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율곡은 성과 경을 둘러싸고 단
지 개념적 논리적 유희를 즐긴 것에 불과한가? 성은 단지 상징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인
가?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성은 결코 상징적인 의미에 머물지 않고 경과 더불어
실질적인 공부방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율곡은, 성의 개념을 부각함으로써, 근본 공
49)問 : 誠無爲之誠, 指其性之本體, 而不誠無物之誠, 有著力底意思也. 曰 : 誠者, 實理也. 無實理則無是物.
所謂誠豈有異哉. (栗谷全書, 卷31, <語錄上>) / 誠者天之實理, 心之本體. 人不能復其本心者, 由有私
邪爲之蔽也. 以敬爲主, 盡去私邪, 則本體乃全. 敬是用功之要, 誠是收功之地, 由敬而至於誠矣. (聖學輯
要, <修己中>, ‘誠實’)
50) 中庸에서는 하늘의 道와 인간의 道를 각각 誠과 誠之로 구분, 하늘의 道로서의 誠의 완전성에 이르
는 인간의 노력과 공부의 과정을 誠之로 설명하고 있다.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
20-18.)
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中庸｝
51) 율곡은 誠 혹은 誠에 이르는 이르는 공부방법으로, 四書에 근원을 둔, 主忠信, 言忠信․行篤敬, 爲己․
爲人의 學, 毋自欺, 誠者物之終始․無誠無物, 誠者天之道․思誠者人之道, 戒愼恐懼, 謹獨, 誠其意, 忠
信, 反身而誠, 誠之者 擇善而固執, 自明誠 등의 논의를 대거 끌어 들이는데, 이는 결국 涵養․省察의
敬 공부에 다름 아니다( 聖學輯要, <修己中>, ‘誠實’)/ 栗谷全書, 拾遺 卷6, <雜著3>, ‘誠策’/ 栗谷
全書, 拾遺 卷6, <雜著3>, ‘四者言誠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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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혹은 근본 마음의 성격에 성실성과 진실성 충만한 의지의 요소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다시 말하면 근본 공부 혹은 근본 마음은 다만 단정하고 엄숙
하고 집중하고 깨어있는(정제엄숙, 주일무적, 상성성, 심수렴불용일물) 특성을 지닐 뿐 아
니라, 진리를 향한 강력한 의지와 성실성 및 정직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부각
해 낸 것이다. 나아가 성의 제기를 통해 율곡은 경이 이미 가치중립적인 태도이며 방법
이 아닌, 유가적 가치를 지향하는 근본 공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율곡의 공부
론에서는, 경은 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성은 경의 기초로 작용한다.52) 양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공부실제 상의 근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율곡의 공부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誠과 敬의 토대에서 혹은 병행해
서 이루어지는 知 공부, 즉 격물궁리의 성격에 대해서, 퇴계의 그것과 비교해서 간략히
논급할 필요가 있겠다. 율곡의 격물궁리의 이해는 대체로 주자의 견해를 따른다. 율곡은

성학집요에서 궁리의 범위 및 내용과 관련해서, 독서, 인물론, 사물의 응접처리, 우주
론, 인간론, 이단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를 제시한다.53) 그야말로 만사만물은 리가 있
으며, 궁리는 만사만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율곡은
우선 가깝고 중요한 문제들, 가령 인간의 마음의 문제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밖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기 관련 내용에서부터 치인 관련
내용까지 포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율곡에게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행정 등의 주제는 모두 주요한 궁리의 주제 범주에 들어와 있다. 퇴계의 경우도 치인의
문제가 궁리의 주제가 아닐 수는 없었겠지만 치인을 수기의 연장선 상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퇴계의 의식 속에 치인은 수기의 행 공부에 이어서 진행되는 행 공부, 다시 말하면
推行의 성격이 짙다. 반면에 율곡의 경우는 치인은 수기와 마찬가지로 행 공부 뿐 아니
라 지 공부가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영역이다. 율곡은 주자가 제시했던 바의
만사만물에 대한 궁리방법을, 사회․정치․경제적인 실제적인 차원에서 적용해 보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다. 퇴계의 지 공부가 ‘수렴적’이며 ‘관조적’인 성격이 짙다면, 율곡의 지
공부는 ‘확산적’이며 ‘탐구적’이다. 율곡의 성과 경은 확산적이며 탐구적 궁리를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궁리의 결과를 통해 개인과 사회 국가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
으켜내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52) 誠者 敬之原也. 敬者, 反乎誠之功也. (栗谷全書, 拾遺 卷6, <雜著3>, ‘四子立言不同疑二首’)
53) 聖學輯要, <修己上>, ‘窮理’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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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퇴계와 율곡은 주자 이후의 주자학의 공부론사에서 가장 정교하면서도 특징적인 공부
론의 두 흐름을 창출했으며, 그 전형을 성학십도와 성학집요에서 잘 드러냈다. 양자
에 대한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주자학의 공부론적 전개 양상과 가능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보다 풍부한 인식을 가능토록 해 주었다. 결론에 즈음해서, 이상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퇴계와 율곡 공부론적 견해의 특징과 그것이 지니는 주자학사적 의미와 한
계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주자학에서 공부 혹은 배움의 문제는 곧 ‘수기’의 영역에 국한된다고 생각
하기 쉽다. 그러나 유가의 본질, 그리고 유가로서의 주자학 자체의 성격을 조금만 깊이
숙고해 본다면, 이는 매우 섣부른 생각임을 깨닫게 된다. 즉 유가로서의 주자학에서 지향
하는 인간상은 자신의 덕성과 지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타인을 진
리의 길로 인도하며 제반의 사회 문제를 이치에 맞게 이해하고 해결해 가는 사람이다.
따라서 주자학에서 공부 및 배움의 현상은 자연히 비단 ‘수기’뿐 아니라 ‘치인’과도 연관
되지 않을 수 없다. 치인의 영역 역시 가르치며 통치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동시에 끊임
없이 배우면서 스스로를 세워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부의 영역인 것이다. 성학십도
와 성학집요를 중심으로 퇴계와 율곡의 공부론을 비교적으로 고찰한 결과 두 가지 사
실을 확인된다. 하나는 수기와 치인은 공히 공부(학문)의 영역에 귀속되며, 주자학의 주
요한 공부론적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기치인’이라는 문제는 특히 공부의 규모,
목적, 혹은 교육적 인간상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다른 하나는 수기와 치인에 대한
강조의 양상을 둘러싸고 주자학의 공부론의 성격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퇴계
는 치인에 대한 전망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수기 위주의 공부론을 전개했고,
율곡은 수기가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공부이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치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포괄하는 공부론을 전개했다. 퇴계의 경우는 수기 위주의 공부론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 국가 단위에 걸친 모든 삶의 양식을 창조하는 원천으로서의 마음,
그리고 구도적인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부각했다.54) 더욱이 퇴계는 마음으로부

54) 삶의 바탕으로서 마음의 문제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불교가 유가를 능가한다. 불교에서는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한 마음의 소산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퇴계는 불교적 사유와 매우 근접
한 지점에서 사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분명 유사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퇴계의 마음 강조는 다
름 두 가지 측면에서 불교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하나는 불교의 마음의 궁극은 空의 성격을 지니며

退溪와 栗谷의 工夫論 比較 硏究 229

터 인의 본질을 드러내서 활짝 꽃피우는 공부, 그리하여 개인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단
위에서 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부를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시대를 초월한 인간학적 울
림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율곡의 경우는 수기 뿐 아니라 치인의 영역에도 강조점을 두면
서, 치인과 관련한 실질적인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공부론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복잡
다단한 사회정치경제 현실을 이해하고 처리해 가는 역량은 단지 ‘좋은’ 마음으로부터 자
연스럽게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수기에 대한 치인의 상대적 독립성을 긍정하
고 본격적인 치인 공부의 필요성을 제기한 율곡의 주장은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율곡 공부론의 강점은 곧 퇴계의 수기 위주의 공부론이 갖추지 못한 약점이
다. 그렇다고 해서 율곡의, 수기치인을 둘러싼 공부론적 견해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성학집요에서 보이듯이 율곡이 제기한 치인 공부의 내용에는 시대적 제
약성을 띠는 내용들이 많다. 사회․정치․경제적 제도와 문물, 가치와 연관되는 치인의
영역은 아무래도, 개인의 인성 실현의 문제와 연관된 수기의 영역에 비해서 시대제약적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퇴계의 수기 위주의 공부론은 율곡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시대초월의 보편적 요소를 많이 지니는 강점을 지닌다. 성학십도에서 강조된
바의, 퇴계의 수기 공부로서의 마음 공부가 지향하는 가치, 즉 마음의 본질 및 우주의 본
질과 연관된 가치로서의 仁은, 우리시대의 ‘사랑’과 교감하고 있는 가치로서 여전히 현대
적이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敬, 誠, 知, 行의 개념을 둘러싼 퇴계와 율곡의 공부방법론적 논
의를 비교적으로 고찰했다. 퇴계와 율곡은 기본적으로는 知行竝進, 居敬窮理, 敬貫知行
등으로 표현된 주자의 공부방법론을 충실히 계승하고자 했다. 주지하듯이, 주자학의 공부
방법론은 ‘尊德性’과 ‘道問學’, 知와 行(및 敬)의 양 측면의 요소가 상호 병행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로 ‘尊德性’과 行의 요소에 강조점을 두면서 ‘道問學’
과 知를 ‘尊德性’과 行으로 수렴시키는 陸王學의 공부방법론과 단적으로 구분되는 점이
다. 퇴계와 율곡은 이 공부방법론적 전제를 충실히 받아들이면서, 당시 중국에서 유행한
양명식 공부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런데 퇴계와 율곡은 이와 같은 주자학
의 공부방법론의 대 전제를 공유하는 가운데에서도 각자 강조점을 달리하는 공부방법론
을 제출한다. 본고에서는 퇴계와 율곡의 공부방법론을 각각 ‘敬-知行’과 ‘誠-知行(敬)’으
따라서 가치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양상을 지닌 반면에, 퇴계가 말하는 바의, 수기를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마음은 철저히 理(仁)을 그 본질로 하고 있으며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다른 하
나는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현실의 창조 원천이라고 보면서도, 정치 경제 제도 등 세속적 현실 창조
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약한 반면에, 퇴계의 마음 공부는 개인과 사회, 국가적 현실 창조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퇴계가 비록 본격적인 차원에서 치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는 언제나 치인을 염두하면서 수기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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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식화했다. 도식화의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도식을 통해서, 퇴계의 경우는
주자학사에서 공부의 근본으로서의 경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착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율
곡의 경우는 공부의 실제에 있어서의 경의 근본성에 대한 인식을 계승하면서도 여기에
더해 성의 관념을 보완해서, 공부의 실제에서의 근본 마음 및 근본 공부의 관념을 풍부
하게 가꾸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 경 중심의 공부방법론을 통해서 퇴계는 주자
학의 공부론에서 ‘존덕성’의 위상을 새롭게 부각했으며, 동시에 주자학의 공부의 핵심이
무엇보다 ‘마음 공부’(심학)의 문제임을 점을 재확인했다.55) 특히 퇴계는 자신의 공부 체
험 속에서 우러나온, 일상적이면서 자연스럽고 여유있게 이루어지는 경 공부방법론을 제
시, 경 공부가 교육의 실제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더불어 퇴계의
이와 같은 경 공부에 대한 이해는, 지 공부의 성격을 ‘관조적’이고 ‘수렴적’ 성격으로 파악
하는 것과 연결되었으며, 이 역시 주자학의 공부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바로 이 점, 즉 퇴계의 지 공부가 ‘관조적’이고 ‘수렴적’이라는 사실은 자칫, 만사만물의
이치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주자학적 ‘도문학’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
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율곡은 주자나 퇴계에 의해서 강조되어 온 근본 공부로서의 경 공부의 의미를 인
정하면서도, 그것이 공부의 실제에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진리에 대한 믿음, 의지, 성실성
및 진실성 등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을 회의하면서, 보완적으로 誠 관념
을 부각했다. 율곡이 誠을 부각함으로써, 주자학의 공부론의 역사에서 ‘강력한’ 공부 실천
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방법론적 관념이 강화될 수 있었다. 나아가 敬이 기본적으로
誠을 지향하는 공부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마음 공부로서의 경 공부의 성격을 보다 儒
家化(유가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식으로)하는 역할을 했다. 기실 퇴계의 경우에
서 보듯이 주자 이래로 주자학의 경은 인간의 본성을 이끌어내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만, 그 자체는 마음의 집중과 안정 등의 의미를 지닌, 가치중립적 성격이 강한 근본 공부
이며 태도이다. 그런데 율곡은 율곡은 성의 관념 제기를 통해서 경의 개념에 가치지향성
을 분명하게 심어주었다. 한편, 율곡은 이상의 성과 경의 관념에 바탕해서, 주자가 제기
한 바의 지 공부, ‘도문학’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 ‘확산적’이고 ‘탐구적’인 성격의 지
공부방법을 제기함으로써, 지와 행을 겸비한 주자학적 인간형성의 방법론의 특장을 견지
했다. 이와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율곡 공부방법론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공부의 근본이 성과 경, 두 가지 개념으로 분화됨으로써, 그리고 또한 경에 가치지향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공부의 실제에서 개념의 충돌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55) 黃金重, “退溪의 工夫論과 聖學十圖”, 352-3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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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학의 공부론사에서 늘 우려되어온 바처럼) 안배나 조장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 섬세함이 반드시 실제적 효용성을 담보해 내는 것은 아닌 것이다.
덧붙여서, 본고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했지만, 퇴계와 율곡의 공부론이 주자의
소학-대학 교육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자학의 공부론사에서 중요한 의미
로 보아야 한다.56) 주자학이 지배한 조선 교육의 실제에서 주자의 소학-대학교육단계론
은 교육이론적 근거가 되어 왔으며, 그 초석은 퇴계와 율곡에 의해서 다져졌다고 할 수
있다.
‘수기치인'을 둘러싼 퇴계와 율곡의 공부의 범위 및 목적론의 차이, 그리고 경, 성, 지,
행의 개념을 둘러싼 공부방법론적 차이는, 퇴계와 율곡 이후의 조선 성리학의 다양한 전
개 양상을 설명해 주는 틀이 될 수 있다. 조선의 성리학은 수기 중심으로 흘러간 분파도
있고 수기와 치인을 아우르는, 혹은 치인 중심으로 흐른 분파도 있다. 가령 이른바 조선
후기 실학의 경우는 후자와 관련이 깊다고 보여진다. 또한 퇴계와 율곡 이후에는 공부방
법론의 담론에서 경의 개념만을 강조하는 분파와, 경과 더불어 성을 강조하는 분파를 발
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한다면, 본고에서 도출한 비교의 성과는 조선 성리학 및
그 공부론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내는 준거로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주자학의 공부론을 연구하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현대의 인간교육을 위한 교수
및 학습의 이념과 방법론을 풍부하게 가꾸어 가는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그것의 보편적인 성격을 드러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미시적 차원에서 주자학
의 공부론 내의 다양한 지류들을 검토하면서, 정교한 공부실천논리를 점검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 지류의 가장 큰 흐름을 살펴본 셈이다. 주자학의 공부론사에
서 퇴계와 율곡은 공부론의 다양한 지류의 전개가 가능한 원천이었다. 앞으로 퇴계와 율
곡 이후에 전개되는, 특히 퇴계와 율곡의 영향 하에 나타나는 새로운 지류들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의 근저에는 현대의 올바른 인간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
리하고 있다면 좋을 것이다.

5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性理學에서의 小學․大學 교육과정론 - 주자․퇴계․율곡의 견해를 중심
17집, 韓國思想文化學會, 2002(9), 353-391쪽 참조.
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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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Theory of
Kung-fu of T'oegye and Yulgok

Hwang, Keum-Joong

This study aims to compare between the theory of kung-fu(工夫) of T'oegye(退溪)
and that of Yulgok(栗谷), focusing on T'oegye's <<Sunghaksipdo>>(聖學十圖, The
learning to become a sage with ten drawings) and Yulgok's <<Sunghakzipyo>>(聖學輯
要, The intensive collection of doctrines for learning to become a sage) which are both's
representative writings for kung-fu.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n the discussion of
the object and scope of kung-fu, Yi Hwang proposed the theory of Kung-fu centered on
the aspect of hsiu-chi(修己, self-cultivation), while Yulgok raising the theory of Kung-fu
emphasizing the aspect of chih-jen(治人, educational and political influence upon others)
as well as hsiu-chi. Then, in the discussion of the method of kung-fu, while both
T'oegye and that of Yulgok succeeding to the methodology of kung-fu of Chu Hsi(朱熹),
T'oegye emphasized the ching(敬) as the fundamental attitude or fundamental kung-fu,
and Yulgok raised the concept of cheng(誠) as the fundamental factor of kung-fu in
addition to ching. From the theory of kung-fu of T'oegye and that of Yulgok, the
important and diverse streams of the theory of kung-fu emerged since then in Cho-sun
(朝鮮) period.
Key words : Yi Hwang(李滉), Yi Yi(李珥), hsiu-chi․chih-jen(修己․治人), ching(敬),

cheng(誠), chih(知), hsing(行), the theory of kung-fu(工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