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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醇言』과 栗谷의 老子 이해

85)琴  章  泰*

1. 율곡의『노자』이해

율곡(栗谷 李珥, 1536-1584)은 조선 기를 표하는 성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학-주자학의 정통성에 한 확고한 신념을 지녔던 인물

이다. 그러나 그가 『노자』(老子: 道德經)를 주석하여 『순언』(醇 )

을 술하 다는 사실은 매우 복합 인 의미를 지닌다. 『순언』은 

재 알려진 조선시  유학자의 『노자』주석서 가운데 최 의 술로 

알려져 있다.

먼  율곡이 『노자』를 주석하 다는 사실은 도학의 정통성이 정립

된 16세기 조선사회의 도학자로서 『노자』에 한 이해태도가 어떠한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의미가 있

다. 도학 정통성에서 벗어나는 지식체계나 신념을 이단으로 엄격하게 

배척하는 상황에서, 『노자』를 이단으로 배척하지 않고 유교이념과 

긴 한 연 성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 던 것은 도학이 단순한 정통주

의에 폐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교이념의 보편  합리성의 원칙

아래 『노자』라는 이질  사상 통에 해서도 포용  태도의 가능성

*85)서울 학교 종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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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한다.

『순언』은 1611년 율곡의 『문집』이 처음 간행되고 그 후 『속

집』·『외집』·『별질』이 차례로 간행되었으나, 어디에도 수록되지 않

았으니, 『율곡집』을 편찬하던 율곡의 후학들에 의해서도 『율곡집』

에 수록하기를 허용할 수 없을 만큼 격  술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다. 사실상 율곡의 학맥에서도 『순언』에 해 아무도 논의하지 않아 

거의 외면당한 형편이었다.1)  이런 분 기에도 불구하고 도학자로서 

율곡이 『순언』을 술하 던 것은 율곡의 독자 인 『노자』이해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한 『순언』을 통해 율곡이 구체 으로 『노자』의 심개념을 어

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가 이단배척의 정통론  

입장에서 『노자』를 비 하 던 것이 아니라, 『노자』의 심개념을 

유교이념과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노자』해석의 독특한 시

야를 열어주고 있으며, 동시에 유교  사유구조로 『노자』를 구성하

여 재해석하고 있다는 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해명되어야 할 과제이

1) 『醇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淡窩 洪啓禧(1703-1771)에 의해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인다. 홍계희는 1750년( 조 26) 『醇 』의 끝에 붙인 ｢跋｣에서, 

그가 충청도 찰사로 連山(충남 논산군 연산면)을 지나다가 愼獨齋 金集의 

후손에게서 金集이 필사한 『순언』을 우연히 구해보고 소멸될까 염려하여 

몇 권을 활자로 인쇄하 다고 한다. 『醇 』 련 논문으로는 다음의 몇 가

지를 들 수 있다.

  *김길환, ｢율곡의 老子觀｣, 『한국학보』 5집, 1976겨울, 일지사.

  *송항룡, ｢율곡 이이의 노자연구와 도가철학｣, 『한국도가철학사』, 1987, 성  

동문화연구원.

  *김낙필, ｢율곡 이이의 『순언』에 나타난 儒·道교섭｣, 『원불교사상』 20집, 

19??.

  *김학목, ｢『순언』에 나타난 율곡 이이의 사상｣, 『동서철학연구』 23집, 한국

동서철학회, 2002.

  *김학목, ｢『순언』에 나타난 율곡의 경세사상--『新註道德經』  『訂 』와 

비교하면서｣, 『민족문화』 25집, 민족문화추진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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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율곡이 『순언』을 술할 당시, 친우 던 송익필(龜峯 宋翼弼)은 

“노자의 본래 취지가 아니요, 구차하게 일치시키는 의가 있다”고 하

여 술을 만류하 다고 한다2). 그 다면 율곡은 “구차하게 일치시키

는 의가 있다”는 친우의 비  지 에도 불구하고 왜 『순언』을 

술했던 것인지 설명이 되어야 한다. 이 게 『노자』를 유교사상과 

상응시켜 해석하는 것이 과연 『노자』의 본래 취지와 어떤 에서 어

나는 것인지, 그 지 않다면 유교사상과 상응시켜 해석함으로써 

『노자』에 한 해석에서 어떤 요한 을 드러내주는 것인지 음

미될 필요도 있다.

율곡이 『순언』을 술한 것은 『노자』를 유교의 사유체계로 끌어

들여 『노자』를 이단에서 해방시켜 정당화 하려고 의도한 것이라 보기

는 어렵다. 그 다고 『순언』을 통해 『노자』를 억지로 유교사상에 

일치시켜 왜곡해 놓았다고 하기도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 게 해야 

할 필요성이 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율곡은 열린 마음으로 

『노자』를 읽음으로써, 『노자』에서 유교사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 기 때문에 『노자』에 깊은 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그는 『노자』의 심개념이나 언 들 가운데 유교사상과 충돌되

는 부분은 제외하고 유교사상의 체계 안에서 『노자』와 화하 던 것

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율곡의 학문자세는 정통주의에 폐쇄되어 

이질  사유체계에 해 획일  비 으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

할 부분과 수용할 부분을 양면으로 볼 수 있는 사유의 폭을 드러내 주

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순언』에서는 유교사상의 빛으로 조명된 

『노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醇 』, ‘跋’(洪啓禧), “龜峯宋先生止之曰, 非老子之本旨, 有苟同之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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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老子이해의 입장과『醇 』의 편성구조

1)‘이단’에 대한 인식과『노자』이해의 입장

⑴ ‘이단’에 한 인식:

율곡은 당시 도학자의 공통된 태도로서 이단배척론을 엄격하게 주장

했던 인물이다. 그는 선비의 기개(士氣)를 진작하기 한 방법으로서 

“이단의 교설과 세상을 미혹시키는 술법에 이르러서는 일체 지하여 

끊어야 한다.”3)고 하여, 이단의 지를 요구하 다. 한 그는 불교를 

이교(異敎) 내지 사교(邪敎)로 규정하여, “양종(敎宗과 禪宗)과 선과(禪

科)는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균평하게 하는 데는 정치에 결함이 되

며, 임 의 성스럽고 밝음에는 덕에 허물이 된다.”4)고 언 함으로써, 

불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정치와 군왕의 덕에 해독이 되는 것으로 배

척할 것을 요구하 다. 나아가 그는 독서에서는 “성인의 이 아니면 

읽지 말아야 한다.”5)고 경계할 만큼 이단에 해 엄격한 배척태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율곡 자신이 19세 때 강산에 입산하여 불법(佛法)을 닦았던 

일이 있었으며, 강산에서 승려와 문답하면서, “마음이 곧 부처이다”

(心卽佛)라는 불교의 교설에 해, “맹자가 성품이 선함을 말하면서 말

할 때마다 반드시 요·순을 일컫는 것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과 무엇

이 다르겠는가.”라 하고, “색도 아니요, 공도 아니다”(非色非空)라는 불

3)『율곡 서』, 권3, 13, ‘諫院陳時事疏丙寅’, “至於異端之敎, 惑世之術, 一切禁斷, 

始于京邑, 達于四方, 則豪傑之士, 必有甚焉 , 而凡民亦有作 矣.”

4)『율곡 서』, 권8, 3-4, ‘請革兩宗禪科啓’, “兩宗禪科, 爲治平疵政, 聖明累德.”

5)『율곡 서』, 권15, 35, ‘學校模範’, “非聖之書勿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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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교설에 해 『시경』의 구 을 끌어들여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못에서 뛴다.’고 하 으니, 이것은 색인가 공인가”라고 반문하

여 유교와 불교의 교설이 근원에서 소통할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다.6)

나아가 그는 “기(氣)에는 홀로 양(陽)만 있고 음(陰)이 없을 수 없으

며, 학문에는 홀로 정(正)만 있고 사(邪)가 없을 수 없으니, 이치와 형

세가 그러한 것이다.”7)라고 하여, 실에서는 음·양이나 선·악이 언제

나 병행하듯이 정학(正學)과 사학(邪學) 내지 정통과 이단도 병존하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여 다. 그만큼 그는 이단의 문제를 외면

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 다만 정통을 밝  이단을 억제하는 것이 실 해야 할 과제로 인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율곡은 이단의 양상을 역사 으로 검토하여, ①상고(上古)시 에도 

사흉(四凶) 등의 이단이 세상을 어지럽혔으나 성왕이 물리쳤고, 주(周)

나라 말기에 노자( 子)·장자(莊子)와 양주(楊朱)·묵 (墨翟)의 이단이 

일어나자 맹자가 배척하여 그 사특함을 드러내었지만 그치게 하지는 

못하 음을 지 한다. ② 고(中古)시 인 한(漢)나라 이후의 이단으로

서 불교와 선학은 이욕(利欲)을 떨쳐 벗어나 사특하면서도 바른 것 같

으니 명한 자도 미혹되기 시작하 다고 한다. 이에 정자와 주자가 

일어나서 불교와 선학의 이단을 꺾고 깨끗이 쓸어내니 선학과 불교가 

6)『율곡 서』, 권1, 21, ‘楓嶽贈 菴老僧’, “孟子道性善, 必稱堯舜, 何異於卽心

卽佛,···鳶飛戾天, 魚躍于淵, 此則色耶, 空耶.” 이때 그는 승려의 요구로, “물고

기 뛰고 솔개 날아도 상하가 같은 이치라/ 이것은 색도 아니요 공도 아니로

다/ 무심하게 한 번 웃고 신세를 돌아보니/ 석양의 숲 속에 홀로 서 있네”

(魚躍鳶飛上下同, 這般非色亦非空, 等閒一笑看身世, 獨立斜陽萬木中) 七 絶句 

시 한편을 지어주었다.

7)『율곡 서』, 권13, 32, ‘學 通辨跋’, “氣不能獨陽而無陰, 學不能獨正而無邪, 

理勢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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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 다 한다. ③근고(近古)시 로 정자·주자가 죽은 뒤에 겉으로 

유학을 하면서 속으로 선학을 하는 자가 꺼진 불씨에서 다시 불길을 

살려내어 세상에 성행하고 있음을 주목하 다. 이것은 육상산과 왕양

명의 학풍을 가리키는 것이다.

율곡은 이처럼 어느 시 에나 이단이 새롭게 등장하는 역사  사실

을 돌아보면서, “심하구나. 이단을 소멸시키기 어려움이 이와 같구나

!”8)라고 탄식하고 있다. 그만큼 정통의 확립은 이단을 어떻게 통제하고 

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안고 있음을 말

해 다. 따라서 그는 “이단의 말이란 어  반드시 불교와 노자와 선학

과 육학(陸學)만이 그러한 것이겠는가. 세상에서 선왕의 도를 그르다 

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은 이단이 아님이 없다. 만약 통속  습

을 옳게 여겨 부지런히 이욕을 추구하면서 육상산의 학문을 비난하고 

비웃는 것은 어  사흉을 숭상하면서 양주·묵 을 꾸짖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9)라고 하여, 선왕의 도에 상반하여 이기  욕심을 따르는 

것을 이단의 조건으로 규정하 다. 여기서 그는 이단의 조건을 분명하

게 제시함으로써, 이단으로 지 되고 있는 교설 가운데서도 선왕의 도

에 상반하지 않고 이기  욕심을 벗어난 측면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

어주고 있으며, 이와 반 로 정통으로 내세우는 입장 가운데서도 선왕

의 도를 소홀히 하고 이기  욕심에 매몰되어 있는 사실도 가능함에 

주의하여 살펴야할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곧 율곡은 ‘이단’을 유교정

통과 다른 사상체계에 한 명칭으로 보는 ‘교  이단’의 과 달

8) 같은 곳, “甚矣, 異端之難息有如是夫.”

9)『율곡 서』, 권13, 33-34, ‘學 通辨跋’, “異端之 , 豈必佛老禪陸爲然乎, 世之

非先王之道, 循一已之欲 , 莫非異端也, 若以俗習爲是, 孜孜求利, 而非笑陸學, 

則何異於 尙四凶, 而譏刺楊墨乎.”



『醇言』과 栗谷의 老子 이해 _ 琴章泰 _ 177

리, 정통의 가치기 에 따라 단하는 ‘가치 에 따른 이단’을 제시하

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⑵ 『노자』이해의 입장:

율곡은 노자와 불교를 이단으로 인정하 지만 『노자』에 해 독특

한 평가를 하고 있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그는 『성학집요』(聖學輯

要)에서 이단의 해독을 논하면서, 노자에 해서는 “노자를 배우는 자

는 유학을 배척하고 유학도 노자를 배척한다. 도가 같지 않으니 서로 

상의할 수 없다.(學老子 , 則絀儒學, 儒學, 亦絀老子, 道不同, 不相爲

.)”는 『사기』(史記)의 언 을 들어, 노자의 학과 유학이 서로 립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다.

한 그는 『노자』의 내용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진덕수(眞德

秀)의 말을 인용하 다. 곧 ①무 (無爲)와 무욕(無欲)은 이치에 가까운 

말이라 군자도 취한다. ②양생(養生)의 말은 방사(方士)들이 숭상하며, 

여기에서 신선(神仙)과 방약(方藥)이 나온다. ③빼앗으려면 반드시 먼  

다는 것은, 몰래 계략을 꾸미는 말로써 병가(兵家)가 숭상하며, 신불

해(申不害)·상앙(商鞅)·한비(韓非)가 이에 근거한다. ④사물을 조잡한 자

취로 삼고 공허(空虛)를 오묘한 작용으로 삼는 것은 청담가(淸談家)가 

본받으며, 그 재앙은 왕필(王弼)과 하안(何晏)에 이르러 극심하 다고 

구분한다.

여기서 율곡은 “그 이치에 가까운 것으로 말하면 진실로 취할 바가 

있으나, 모두 우리 성인이 소유한 것이요, 그 아래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왜곡된 학문은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 모두 임

을 미혹시켜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해친다. 비록 노자·장자의 학문이 처

음에는 이에 이르지 않았겠지만, 근본에서 털끝만큼 어 남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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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폐는 반드시 심하다. 이로써 말한다면 어  요·순·주공·공자의 도에 

말미암아 폐단이 없는 것만 하겠는가!”10)라고 한 진덕수의 언 을 인

용하고 있는 것은 『노자』에서 취할 만한 부분과 취할 수 없는 폐단

의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 자신이 『노자』를 정 하게 읽고 독자 인 체제로 재편하여 주석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노자』에서 이치에 가까운 말이라 취할 

만한 부분이 있음을 제로 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율곡은 『순언』의 끝에 붙인 결론  언 에서, “무릇 이 책(『노

자』)은 ‘무 (無爲)’를 종지로 삼으며, 그 활용은 ‘무불 (無不爲)’이니, 

한 허무에 빠진 것은 아니다. 단지 이 말은 묘함이 많고, 걸핏하면 

성인을 칭하며, 상달처(上達處)를 논한 것이 많고 ‘하학처(下學處)’를 논

함이 어, 마땅히 근기가 높은 선비가 할 것이요, 등 이하의 인물

은 착수하기 어렵다.”11)고 하여, 『노자』의 종지를 아무런 행함이 없

다는 ‘무 ’로 제시하면서도, ‘무 ’를 본체로 하여 그 활용에서는 행하

지 않음이 없다는 ‘무불 ’로 확인함으로써, 『노자』의 ‘무 ’가 허무

에 빠진 것이 아님을 극 으로 해명하고 있다. 한 『노자』의 언

설이 월 이고 묘한 도리의 ‘상달처’를 주로 논하고 비근한 실에

서 익히는 ‘하학처’를 논함이 어서 보통사람이 착수하기는 어렵지만 

식견이 높은 선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노자』가 형이상

10)『율곡 서』 권20, 63, ‘聖學輯要: 窮理章·辨異端之害’, “自其近理 之, 固在

所可取, 然皆吾聖人之所有也, 下乎此, 則一偏一曲之學, 其弊有不勝 ,···皆以

惑亂世主, 斲喪生民, 雖 莊之學, 初未至此, 然本原一差, 其流必有甚焉, 以是

之, 曷若由堯舜周孔之道爲無弊哉.”

11)『醇 』, “大抵此書, 以無爲爲宗, 而其用無不爲, 則亦非溺於虛無也, 只是 多

超詣, 動稱聖人, 論上達處多, 論下學處 , 宜接上根之士, 而中人以下, 則難於下

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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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높은 차원의 도리를 논의하는 데 치 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다.

여기서 그는 『노자』의 교설을 구체 으로 평가하여, “다만 자신을 

극복하고 인욕을 막음이나, 고요하고 신 함으로 자신을 지킴이나, 겸

허함으로 자신을 기르는 것이나, 자애롭고 간략함으로 백성을 다스림

의 의리는 모두 친 하고 맛이 있어서 배우는 자에게 유익하니, 성인

의 이 아니라 하여 살펴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12)고 언 하 다. 이

처럼 그는 『노자』의 교설에서 수양과 치도에 친 하고 유익한 이 

있음을 극 으로 강조하고, 성인의 이 아니지만 읽어야할 요한 

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율곡의 『노자』에 한 은 그 가

르침에 유익한 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열린 자세를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2) 편성구조와 체계

율곡이 『노자』를 주석한 『醇 』은 우선 그 편성체계에서 매우 특

징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다. 곧 『순언』의 편성체계가 지닌 특성은 

첫째, 『노자』를 본문에 따라 주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자』에 

한 독자  이해체계에 따라 본문을 철 히 재구성하 다는 을 들 

수 있고, 둘째, 자신의 심에 따라 『노자』의 본문에서 필요한 장

을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을 들 수 있다. 『순언』에서 보여주는 

『노자』 본문의 재구성은 율곡이 『노자』를 이해하는 시각을 보여주

는 것이요, 『노자』 본문의 취사선택은 율곡이 『노자』를 읽는 심

12)『순언』, “但其 克己窒慾·靜重自守·謙虛自牧·慈簡臨民之義, 皆親切有味, 有益

於學 , 不可以爲非聖人之書, 而莫之省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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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율곡은 『노자』 본문의 5,000여 자에서 2,098자를 선택하여 40장으

로 나 고  구(句)를 나 어 장구(章句)체제로 『순언』을 편찬하

다. 『노자』의 본문을 취한 것은 구(句)에 따라 구결(口訣: 懸吐)을 붙

이고 주석을 달았다. 따라서 『순언』의 본문 첫머리에는 제목 아래에 

율곡이 록하여 해석하고 구결을 붙인 사실(栗谷先生鈔解口訣)을 밝히

고 있다. 『순언』은 『노자』의 본문에서 2/5를 선택하고 3/5을 제외

시킨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원칙은 이치에 가까워 취할만한 것은 선

택하고, 이치에 어 남이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은 제외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게 『노자』의 본문 체를 주석한 것이 아니라 취할 것

과 버릴 것을 가려서 골랐다는 사실에 해 홍계희는 “한유(韓愈)가 순

자(荀子)는 크게 순수하지만 조  허물이 있다고 여겨, 그 합당하지 않

은 것을 제거하고 성인의 에 붙여서 ‘ 한 공자의 뜻이로다.’라고 

말하 다. ··· 경 에 상반되고 이치에 어 나는 것은 다섯 가운데 셋

이요, 그 취한 것은 참으로 해롭지 않으니 ‘순수하다’(醇)고 하 다.”13)

고 언 하며, 율곡이 『노자』의 본문에서 순수한 것을 취하여 『순

언』이라 제목을 붙인 뜻을 이해하 다. 율곡이 『순자』에서 유교의 

성인에 합치하는 순수함과 『노자』에서 성인의 말 에 합치하는 순수

함을 같은 수 으로 보고 있다고 단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노

자』에서 성인의 말 에 어 나지 않은 순수함을 찾으려고 하 던 것

인 『순언』을 편찬한 의도라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순언』의 40장 체제는 『노자』를 도경(道經)과 덕경(德經)의 2편

13)『순언』, ‘跋’(홍계희), “昔韓愈以荀氏爲大醇而 疵, 欲削其不合 , 附於聖人之

籍曰, 亦孔子之志歟, 先生編書命名之意, 或取於此耶.···盖去其反經悖理 , 五之

三 , 其取 誠不害乎 之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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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  체제나 81장으로 나  하상공본(河上公本)의 체제를 면

으로 재편한 것이다.14)  율곡은 『순언』 40장의 구성체계를 두 곳에

서 제시하 는데, 하나는 책 끝에 < 체의 편차>(篇次)를 설명한 것이

고, 다른 하나는 각 장의 끝에 <각장의 요지>(章旨)를 설명한 것이다. 

『순언』 40장의 이 두 가지 편찬체계에 한 설명을 비교하여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章 < 체의편차> <각장의 요지>

01 道體 天道造化發生人物之義

02 ＂ 道德有無 之

03 ＂ 道之本體無爲而妙用無不爲. *是一篇之大旨.

04 心體 此章以後 始 行道之功,而以虛心爲先務,

05 摠論-治己治人之始終 始之以初學遏人欲之功,終之以參贊天地之盛,

*自此以後, 諸章所論皆不出此章之義.

06 損·嗇-治己治人之要旨 承上章以起下章之義.

07 ＂ 入道成德,以嗇爲功,是損之之 .

08 推廣其義 *8-12:申 7章之意

09 ＂ *8-12: 守道克己,不自矜伐,常知止足之義,

10 ＂ *8-12:皆推演嗇字之義.

11 ＂

12 ＂

14)『史記』(老子韓非列傳)에서는 子가 “上下篇을 著書하여 道德의 뜻 5천여언

을 말하 다(著書上下篇, 道德之意五千餘 )”고 하여, 상·하 2편으로 이루어

져 있음을 밝혔으며, 『노자』의 기 필사본인 郭店草簡本이나 帛書本은 모

두 ‘德經’(38-81장) 부분이 ‘道經’(1-37장) 부분의 앞에 놓여 후기 본과는 상·

하편이 뒤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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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 < 체의편차> <각장의 요지>

13 因嗇字-演出三寶之說 三寶爲修己長物之要道,

*14-19:推廣13章三寶之義,盖因嗇字之義而伸長之

14 申 其義 因上章戰勝之說, 而推明慈柔勝剛暴之義,

15 ＂ 之義.

16 ＂ 不敢先之義.

17 ＂ ＂

18 ＂ 極 慈柔謙下之德,可以配天.

19 ＂ 推明謙虛之德,合乎道體之本然.

20 輕躁之失 君子主乎靜重,而不動於外物,亦嗇之義.

21 淸靜之正 因上章躁靜之義,而 淸靜之正,恐人之偏於靜.

22 推 用功之要 淸靜自修之功,而因 其效. *23-24:推說其效

23 申 其全天之效 申 全德之效.

24 ＂ ＂*7章所 嗇以事天 ,其義止此.

25 軆道之效 以聖人軆道之大爲修己之極,而起下章治人之說.

26 治人之道, 及其功效 始 治人之道,而推本於修身.

27 ＂ *27-32:申26章之義.

28 ＂ 聖人有善行善 善計,故能化不善之人.

29 ＂ ＂

30 ＂ 以無事爲天下也.

31 ＂ 無爲之化也.

32 ＂ 申上章無爲之義,而結之,夫以無爲治人.

33 ＂ 兵亦有國之勢不能去 ,故 用兵之道.

34 ＂ ＂

35 ＂ 王道之效,至於人神各得其所.

*7章所 嗇以治人 ,其義止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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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 < 체의편차> <각장의 요지>

36 愼始慮終 愼始善終之意,以盡修己治人之道.

37 天道 天道福善禍淫之理,以爲戒. *下章同此.

38 ＂ 上章皆 天道,而天道虧盈益兼而已.

39 歎人之莫能行道以終之 敎人之莫知,而悼道之難行. *終篇惓惓爲人之意

40 ＂
人之不能知不能行 ,由不知率性之道,而妄求捷

徑故

< 체의 편차>와 <각장의 요지>는 구성체계에 한 설명에 약간의 

차이를 보여 다. 먼  < 체의 편차>를 보면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

분해볼 수 있다. 곧 ①1-3장은 ‘도체’(道體), ②4장은 ‘심체’(心體), ③

5-35장은 ‘수기·치인’(修己治人)[5-12장: 수기·치인/ 13-24장: 수기/ 

25-35장: 치인], ④36장은 수기·치인의 결론  과제로서 ‘시종’(始終), ⑤

37-38장은 ‘천도’(天道), ⑥39-40장은 ‘행도’(行道)로 나 어진다. 여기서

는 첫머리(1-4장)에서 체의 통설로서 ‘도체’와 ‘심체’를 들고, 끝(37-40

장)에서 체의 총결(總結)로서 ‘천도’와 ‘행도’를 들었지만, 심의 

부분(5-36장)은 ‘수기·치인’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만큼 

『순언』의 체  구조를 『 학』의 ‘수기·치인’(明明德·親民)구조로 

편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각장의 요지>에서는 좀 더 구체 이고 복합 인 구성체

계를 보여주고 있다. ①1장은 ‘천도’의 조화(造化), 2장은 ‘도’와 ‘덕’의 

존귀함, 3장은 ‘도’의 체용, 4장은 ‘행도’(行道)의 공부를 말한 것으로 

제시하면서, 특히 3장 ‘도’의 체용으로써 ‘함이 없음과 하지 않음이 없

음’(無爲而無不爲)을 체의 근본취지(大旨)로 확인하고 있다. ②5장은 

‘시종’(始:初學遏人欲之功/ 終:參贊天地之盛)으로, 다음에 오는 부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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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하고, 6장은 5장을 이어 다음의 7장

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라 제시한다. ③7장은 ‘도에 들어가 덕을 이룸’

(入道成德)을 말하며, ‘수렴함’(嗇)을 공부로 삼고 그 방법을 덜어내는 

것(損之)이라 하 다. ④8-12장은 7장의 뜻을 펼친 것이며, ‘도를 지키

고 극기하는 것’(守道克己)으로 ‘수렴함’의 뜻을 미루어간 것이라 한다. 

13장은 수기(修己)의 핵심  방법으로 ‘삼보’(三寶: 慈· ·不敢先)를 제

시하고, 14-19장은 13장의 뜻을 확장시킨 것이라 한다. 20장은 고요함

과 신 함(靜重)을 말하고, 21장은 맑음과 고요함(淸靜)을 말하고, 22장

은 청정자수(淸靜自修)의 공부와 효용(功效)을 말한 것이요, 23-24장은 

덕을 온 하게 하는 효용을 펼쳐 말한 것이라 한다. 여기서 8-24장은 

모두 ‘수렴함’(嗇)으로 ‘사천’(事天)함을 말한 것이라 제시한다. ⑤25장은 

‘도’의 성 함과 ‘수기’의 극치를 체득하여 다음 장의 ‘치인’에 한 교

설을 일으키는 것이라 한다. 26장은 ‘치인’의 도를 말하면서 ‘수신’에 

근본함을 미루어간 것이다. 27-32장은 26장의 의미를 펼친 것으로써, 

무 (無爲)로 ‘치인’함을 드러낸 것이요, 33-34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없을 수 없는 ‘용병’(用兵)의 도를 말한 것이며, 35장은 왕도(王道)의 효

용을 말한 것이다. 26-35장은 7장은 모두 ‘수렴함’으로 ‘치인’함을 말한 

것이라 제시한다. ⑥36장은 ‘시종’(愼始善終)을 말한 것으로 ‘수기·치인’

의 도를 극진하게 한 것이라 한다. ⑦37-38장은 ‘천도’를 말한 것이라 

한다. ⑧39-40장은 ‘도’를 행하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라 한다.

<각장의 요지>에서 < 체의 편차>보다 구체 으로 해명하면서 새롭

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는, 우선 3장에서 말한 ‘무 ’와 ‘무불 ’(道의 

體·用)를 체의 근본취지로 확인하고 있다는 이다. 한 5장과 36장

을 ‘시종’으로 제시하며, ‘시종’을 ‘알인욕(遏人欲)과 참찬천지(參贊天地)’ 

내지 ‘수기와 치인’의 구조로 그 사이의 여러 장을 포 하고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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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7장의 ‘색’(嗇)으로 실천하는 ‘사천’(8-24장)과 ‘치인’(26-32장)의 

구성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알인욕’과 ‘사천’을 ‘수신’(修身·修己)

의 과제로 악하여 ‘치인’과 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 학』의 체계

와 『 용』  『맹자』의 개념을 결합시켜 『노자』를 악하고 있

는 이라 할 수 있다.

『순언』 40장의 분장체계를 『노자』 하상공본 81장의 분장체계와 

비교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①·② 등의 번호는 『순언』에서 제

시된 구(句)를 가리킴. #표는 『노자』 81장의 각장 가운데 부분만 채

택한 장을 가리킴)

[01] ①42#/②-③5#/④42# [02] ①51# 

[03] ①37# [04]  ①-④11

[05] ①-④12/⑤-⑨10# [06] ①48#

[07] ①-③59# [08] ①22#/②24/③-④22#/⑤24

[09] ①-⑥33 [10] ①-④44

[11] ①-③47 [12] ①-③46

[13] ①-⑥67# [14] ①-③76/④-⑥78

[15] ①-②9 [16] ①39#

[17] ①8#/②66# [18] ①-⑤68

[19] ①-③41#/④-⑥45⑦45/81#⑧41# [20] ①-③26/④23#

[21] ①45 [22] ①-④56

[23] ①-②55# [24] ①50#

[25] ①-②34#/③63# [26] ①-②54#

[27] ①-②81# [28] ①-③27#

[29] ①-②49# [30] ①-③29

[31] ①-③57/④-⑥58# [32] ①43#

[33] ①-④30 [34] ①-④31#

[35] ①60# [36] ①64#/②-④63#/⑤64#

[37] ①-⑤73/⑥72# [38] ①77#/②79#

[39] ①-⑤70 [40] ①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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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보여주듯이 율곡은 『노자』 81장을 거의 완 히 풀어서 

자신이 『순언』에서 세운 구성체계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끌어 쓰고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면  취사선택과 재구성은 『노

자』의 본문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있지만 이미 『노자』의 서술체계에

서 상당히 멀리 벗어나 『순언』으로서의 독자  구성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자』 상편(道經)의 제1장과 하편(德經)의 

첫 장인 제38장처럼 통 으로 『노자』의 핵심정신이라 인정되었던 

부분까지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바로 『순언』의 구성체계가 

『노자』를 주석하기 한 것이 아니라, 율곡자신의 의도에 따라 『노

자』를 해체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15)

3. ‘도’의 체용과 실

1) ‘도’개념의 이해와 체용구조

『노자』는 『도덕경』으로 일컬어지는 만큼 ‘도’와 ‘덕’을 심개념으

로 그 입장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순언』 체 40장 가운데 첫머

리의 제1-3장에 해 ‘도체’(道體)를 말 한 것이라 하고, 제4장은 심체

(心體)로써 ‘행도’(行道)의 공부를 말 한 것이라 하며, 끝의 제37-38장에 

해 ‘천도’(天道)를 말 한 것이라 하고, 제39-40장은 ‘행도’의 어려움을 

15) 『노자』 81장 가운데 『순언』에서  취하지 않은 장은 29개장 (1-4, 6, 

7, 13-21, 25, 28, 32, 35, 36. 38, 52, 61, 62, 65, 71, 74, 75, 80)이 있고, 한 장

의 체를 순서 로 한꺼번에 취한 경우는 17개장(9, 11, 12, 26, 29, 30, 33, 

44, 46, 47, 49, 54, 56, 68, 70, 73, 76)이며, 나머지 35개장은 부분만 취하거나 

句로 쪼개어 다른 장에 배치하거나, 다른 구를 끼워 넣거나, 순서를 바꾸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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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 것이라 하 다. 그만큼 『순언』의 구성체계는 ‘도’에서 시작하

여 ‘도’로써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도’의 본체와 실 의 문제

를 『순언』을 통해 『노자』 체의 통설(統說)로 제시하고 있으며, 

『노자』 이해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율곡은 ‘도’의 본체를 언 한 것으로 제시한 『순언』 제1-3장에서, 

먼  『순언』 제1장의 요지를 ‘천도가 조화하여 인물을 발생하는 의

리’(天道造化發生人物之義)를 말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16)  제1구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

는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라는 구 이다. 율곡은 『순

언』을 술하면서 남송 때 동사정(董思靖)이 『노자』를 주석한 『도

덕진경집해(道德眞經集解)』를 기본자료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동사정이 인용한 주자의 언 을 그 로 받아들여 이 구 에 한 해석

을 신하고 있다. 곧 “‘도’는 『주역』의 ‘태극’이요, ‘하나’(一)는 양

(陽)의 홀수요, ‘둘’(二)은 음(陰)의 짝수요, ‘셋’(三)은 홀수와 짝수를 

한 것이다. ‘둘이 셋을 낳는다’고 말한 것은 둘과 하나가 셋이 된다

고 말하는 것과 같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고 말한 것은 홀수와 짝수

가 결합하여 만물을 낳는다는 것이다.”17)라는 설명이다. 그것은 ‘태극

→음양→만물’로 개되는 생성의 질서를 제시한 것으로, 『주역』(繫

辭上)에서 ‘태극→양의(兩 )→사상(四象)→팔괘(八卦)’로 개되고, 주렴

계의 ｢태극도설｣에서 ‘태극→음양→오행→남녀→만물’로 개되는 생성

과정에 상응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노

16)『순언』 제1장은 『노자』 42장의 두 구 을 뽑아 1·4句로 삼고, 그 사이에 

『노자』 5장의 한 구 을 2·3句로 삼아 끼워 넣은 형태로써, 4句를 구성하 다.

17)『순언』, 제1장, “朱子曰, 道卽易之太極, 一乃陽之奇, 二乃陰之耦, 三乃奇耦之

積, 其曰二生三, 猶所 二 一爲三也, 其曰三生萬物, 卽奇耦合而萬物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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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는 ‘오행’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 ｢태극도설｣과의 차이 이다.

율곡이 주자의 견해를 따라 『노자』에서 말한 ‘도’를 태극으로 해석

하고, ‘도’를 생성론  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에 특징이 있다. 그

는 『순언』 제2장에서 “도는 낳는다”(道生之)를 해석하면서도, “도는 

곧 천도이니, 만물을 생성하는 원인이다”18)라고 하여, 『노자』에서 말

한 ‘도’를 인간과 만물을 생성하는 근거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에서 그는 『노자』에서 ‘도’를 가리켜 ‘ ’(玄·玄牝), 

‘박’(樸), ‘자연’으로 형용하는 구 들은 『순언』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노자』의 ‘도’개념을 생성의 근원으로써 태극

과 일치시킴으로써, 『노자』 이해의 토 를 유교  사유체계 에 구

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순언』 제1장의 제2구인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나 피리와 같구

나.(天地之間, 其猶槖籥乎)”에 해, 동사정의 주석을 그 로 받아들여, 

“풀무와 피리는 기(氣)를 받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니, 하늘과 

땅 사이에 음과 양이 오고 가며 굽 지고 펼쳐지는 것은 마치 풀무와 

피리가 무심하여도 비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응하지만 간직하지 않

는 것과 같다.”19)고 하 다. 한 제3구인 “비어 있으나 고갈됨이 없

고, 활동할수록 더욱 내 놓는다.(虛而不屈, 動而愈出)”에 해, 율곡은 

“형체를 볼 수 없지만 한 가지 사물도 여기에서 형체를 받지 않음이 

없으며, 활동하여 낳고 낳아가니 내놓을수록 더욱 무궁하다.”20)고 해석

하 다. 여기서 율곡은 ‘하늘과 땅 사이(天地之間)’를 ‘도’가 만물을 생

18)『순언』, 제2장, “道卽天道, 所以生物 也.”

19)『순언』, 제1장, “董氏曰, 橐鞴也, 籥管也, 能受氣鼓風之物, 天地之間, 二氣往

來屈伸, 猶此物之無心, 虛而能受, 應而不藏也.”

20) 같은 곳, “無形可見, 而無一物不受形焉, 動而生生, 愈出而愈無窮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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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장으로 확인하여, 풀무나 피리처럼 비어 있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활동하여 만물을 끝없이 생성하는 ‘체와 용’의 상을 설명

하고 있다.

그것은 ‘도’의 본체를 ‘허’(虛)로, 그 작용을 ‘동’(動)으로 제시하는 것

이요, ‘허’의 기능은 ‘수’(受)이며, ‘동’의 양상은 ‘출’(出) 내지 ‘생’(生)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언』 제1장의 제1구에서 생성의 근원으로 

‘도’의 본체를 제시하 다면, 제2·3구에서는 ‘허’와 ‘동’으로 ‘도’의 본체

와 작용을 분석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율곡은 

『노자』에서 말한 ‘도’의 본체를 ‘태극’이라는 주자의 해석을 받아들이

면서 ‘허’와 ‘동’의 체용구조로 악함으로써 주렴계가 말한 “무극이면

서 태극(無極而太極)”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는 『순언』 제19장 제8구의 “큰 음률은 소리가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형체가 없으니, 도는 감추어져 이름이 없다.(大音希聲, 大象無形, 

道隱無名)”는 구 에 해, “도는 본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나 만

물을 생성하여 빠뜨림이 없으니, 억지로 이름 지어 ‘도’라고 하나 그 실

지는 이름이 없다. 본체와 작용이 하나의 근원이며, 함과 은미함에 

틈이 없는 오묘함을 어  등 선비나 하등 선비가 의혹할 수 있는 것

이겠는가?”21)라고 해석하 다. 곧 ‘도’는 감각  지각 상을 월하는 

존재이며, 만물의 생성근원으로 이름붙일 수 없는 형이상(形而上)의 존

재임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율곡은 정이천(程伊川)이 ｢역 서｣(易傳

序)에서 이(理)와 상(象)의 체용일원(軆用一源)· 미무간(顯微無間)구조를 

언 한 성리학  개념으로 『노자』의 ‘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순언』 제1장의 제4구인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안고 있으

21)『순언』, 제19장, “道本無聲無臭, 而軆物不遺, 强名之曰道, 其實無名也, 軆用一

源, 顯微無間之玅, 豈中下士之所能聽瑩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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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조화로운 기로 어울린다.(萬物, 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에 해, 

“조화로운 기(沖氣)는 음의 고요함(陰靜)과 양의 활동함(陽動) 사이에서 

운행한다.”는 동사정의 해석과 “만물은 음양으로 형체를 이루지 않음

이 없고 조화롭고 어울림으로 작용을 이룬다.”는 사마 (司馬光)의 해

석을 받아들이고 있다.22)  곧 만물의 형체는 음·양 2기(氣)로 이루어지

는 상이요,  만물의 작용은 음·양 2기가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 

‘충기’(沖氣)로 이루어지는 상이라 하여, 만물의 생성과 활동을 모두 

음양의 작용 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율곡이 『노자』

에서 ‘도체’의 핵심을 생성론의 질서로 악하고, ‘태극-음양’의 구조로 

인식하는데 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순언』 제3장은 『노자』 제37장의 첫 구 인 “도는 언제

나 하는 것이 없지만 하지 않음이 없다(道常無爲而無不爲)”는 구 에 

해, 율곡은 ‘도’의 본체를 ‘무 ’(無爲)라 하고, 작용을 ‘무불 ’(無不

爲)라 하여, 체용구조로 제시하 다. 그는 ‘도’의 본체로서 ‘무 ’를 

『시경』(大雅·文王)의 “하늘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上天之

載, 無聲無臭)”는 구 로 해석하고, ‘도’의 체용으로써 ‘무 -무불 ’가 

인간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주역』(繫辭上)의 “역(易)은 생각함이 없

고 행함이 없는 것이니,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감응하여 천하의 

연고를 소통시키는 것이다(易无思也, 无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

故)”라는 언 과 일치시켜 해석하 다.23)  그는 ‘도’의 체용구조를 ‘무

-무불 ’로 제시하면서, 이를 『순언』 체를 통하는 근본취지(大

22)『순언』, 제1장, “董氏曰,···冲氣則運乎其間也, 溫公曰, 萬物莫不以陰陽爲軆, 

以冲和爲用.”

23)『순언』, 제3장, “上天之載, 無聲無臭, 而萬物之生, 實本於斯, 在人, 則無思無

爲, 寂然不動, 感而遂通天下之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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旨)로 확인하 으며, 따라서 『순언』의 끝에서 “무릇 이 책(『노자』)

은 ‘무 ’(無爲)를 종지로 삼으며, 그 활용은 ‘무불 ’(無不爲)이니, 한 

허무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으로써, ‘무 -무불 ’로 ‘도’의 체용

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무 ’의 본체만 말하고 ‘무불 ’의 작용을 말하

지 않아서 ‘허무’에 빠진 교설이 아님을 역설하 던 것이다.

2) ‘도’의 실현과 ‘덕’의 성취

율곡은 ‘도’의 실 원리를 제시하여, 『순언』의 제37·38장을 “천도

가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방탕한 자에게 재앙을 주며, 가득 찬 자는 

이지러지게 하고 겸손한 자는 보태어주는 이치(天道福善禍淫·虧盈益謙

之理)”를 말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먼  『순언』 제37장의 제1구에서 

“감행하는데 용기 있는 자는 죽고, 감행하지 않는데 용기 있는 자는 

살지만, 이 두 가지는 혹 이롭게 하기도 하고 혹 해롭게 하기도 한다. 

하늘이 미워하는 바는 그 까닭을 가 알겠는가. 그러므로 성인도 오

히려 어렵게 여긴다.(勇於敢則殺, 勇於不敢則活, 此兩 , 或利或害, 天之

所惡, 孰知其故, 是以聖人猶難之)”라는 구 에 해, 율곡은 “굳세고 강

한 자는 죽는 무리요, 부드럽고 약한 자는 사는 무리이니, 이것이 항상

한 이치이다. 혹 때로는 항상함에 상반되어 강함이 이롭고 약함이 해

로우니, 하늘이 미워하는 바는 그 까닭을 알기가 어려워 성인도 오히

려 말하기 어렵게 여긴다. 비록 그러하나 그 종국을 찾아보면 애 부

터 조 도 잘못됨이 없다”24)고 해석하 다. 

24)『순언』, 제37장, “剛强 , 死之徒, 柔弱 , 生之徒, 是常理也, 或有時而反常, 

强利弱害, 則天之所惡, 難曉其故, 聖人猶難 也, 雖然要其終, 則未始 失, 故下

文歷陳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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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무모하게 감행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고 무모하게 감행하지 

않는 자는 삶을 얻는다는 것이 항상한 이치(常理)임을 제로 제시한

다. 그러나 실에서는 그 반 의 결과가 일어나는 수 있음을 들어서 

‘천의’(天意)가 어디에 있는지, 는 ‘천도’가 무엇인지 성인도 알기가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그 종국에서 보면 ‘천도’는 복선화음(福善禍淫)의 

항상한 이치로 철되는 것이라 확인한다. 따라서 그는 제3구에서 하

늘의 도가 “말을 하지 않으나 잘 응한다.(不 而善應)”에 해, “하늘

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사시가 운행하니, (천도가)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방탕한 자에게 재앙을 주는 것은 참으로 어 남이 없다.”25)는 동

사정의 해석을 그 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노자』의 이 언 을 

『논어』에서 공자가 “하늘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사시가 운행하고 

만물이 생장한다.(天何 哉, 四時行焉, 百物生焉.<陽貨>)”고 말한 것과 

일치시키면서, 천도가 ‘복선화음’의 이치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 『순언』 제38장의 제1구인 “하늘의 도는 활을 당기는 것과 같

구나. 높은 자는 억 르고, 낮은 자는 들어올리며, 남는 자에게서 덜어

내고, 부족한 자에게는 보태주니, 하늘의 도는 함에서 덜어내어 부

족함에 보충해주는 것이다.(天之道, 其猶張弓乎, 高 抑之, 下 擧之, 有

餘 損之, 不足 之, 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라는 구 에 해, “천

도는 사사로움이 없으며 항상 도에 맞게 한다. 그러므로 가득참은 

손실을 래하고 겸손함은 이익을 받게 되니, 때에 맞는 것이 천도이

다”26)라고 한 동사정의 해석을 그 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노

자』의 ‘천도’를 유교의 ‘ 용’ 내지 ‘시 ’(時中)에 상응시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제2구의 “천도는 친애함이 없으며 항상 선한 

25) 같은 곳, “董氏曰, 天何 哉, 四時行焉, 其於福善禍淫之應, 信不差矣.”

26)『순언』, 제38장, “董氏曰, 天道無私, 常適乎中, 故滿招損·謙受益, 時乃天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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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함께 한다(天道無親, 常 善人)”는 언 에 해, 율곡은 『서

경』(太甲下)에서 “하늘은 (사사롭게) 친애함이 없으니 공경할 수 있는 

자를 친애할 뿐이다(惟天無親, 克敬惟親)”이라 언 한 것과 같은 뜻이

라 지 하 다.27)  나아가 율곡은 『순언』 제39장 제2구에서 “말에는 

근본이 있고 일에는 주장이 있다( 有宗, 事有君)”는 구 에 해, “말

로써 도를 밝히고, 일로써 도를 행하니, 말과 일에 따라서 각각 천연의 

로 있는 도가 있으니, 이른바 지극한 선이며, 말의 근본이요, 일

의 주장이다”28)라고 해석하 다. 곧 그는 말의 근본이 되고 일의 주장

이 되는 ‘도’의 실 원리를 『 용』의 ‘ 도’(中)요 『 학』의 ‘지극한 

선’(至善)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천도’에 한 『노자』의 

언 과 유교경 의 언  사이에 긴 한 일치 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도’의 근원  개념에서 『노자』가 유교와 일치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주의 깊게 검하고 있는 것이다.

율곡은 『순언』 제39-40장에 해 ‘사람이 도를 행하기 어려움을 탄

식한 것(歎人之莫能行道)’이라 규정한다. 제39장의 제1구인 “나의 말은 

매우 알기 쉽고 매우 행하기 쉽지만, 천하 사람이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吾 甚易知, 甚易行, 而天下莫能知, 莫能行)”는 구 에 해, 율

곡은 “성품은 본래 고유한 것이요,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

은 것이다. 이를 가리켜 사람에게 보여주니 마땅히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이지만, 어질고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며, 어리석고 못난 자는 

못 미쳐서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이다”29)라고 해석한

27) 같은 곳, “書曰, 皇天無親, 克敬惟親, 卽此意也.”

28)『순언』, 제39장, “ 以明道, 事以行道, 隨 隨事, 各有天然自有之中, 乃所 至

善, 而 之宗也, 事之君也.”

29) 같은 곳, “性本固有, 道不遠人, 指此示人, 宜若易知易行, 而賢智過之, 愚不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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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 용』에서 공자의 말로 인용된 “도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道不遠人)”하고,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내가 알겠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못 미친다. 도가 밝 지지 않

음을 내가 알겠다. 어진 자는 지나치고 못난 자는 못 미친다(道之不行

也, 我知之矣, 知 過之, 愚 不及也, 道之不明也, 我知之矣, 賢 過之, 

不肖 不及也)”라고 언 한 구 로 설명한 것이다. 그것은 ‘도’의 인식

은 쉬워도 실천은 어려움을 지 한 것이라 하겠다.

한 『순언』 제40장에서도 “큰 도는 매우 평탄하나 백성이 지름길

을 좋아한다(大道甚夷, 而民好徑)”고 언 한 데 해, 율곡은 “도는 큰 

길과 같으니 어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겠는가. 다만 백성의 정감

이 사사로운 뜻에 이끌려 지름길을 찾고 큰 길을 따라가지 않을 뿐이

다”30)라고 하여, 사람들이 도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가 행하기 어

렵기 때문이 아니라,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려 큰 길이 아니라 지름길

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 확인한다. 그만큼 율곡은 『노자』의 ‘도’에 

한 이해에서 ‘도’를 월 이고 묘한 것이 아니라 큰 길처럼 평탄

한 길이요, 성품을 따르는 항상한 실의 ‘도’임을 주목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 다.

‘도’가 인간과 만물의 생성근원이라면, ‘덕’은 바로 ‘도’가 인간과 만

물에 부여되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자』의 곽 본(郭店本)

이나 백서본(帛書本)에서 보여주듯이 『노자』의 경문은 원래 상편을 

‘덕경’으로, 하편을 ‘도경’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천

으로는 ‘덕’을 ‘도’에 선행시킬 수 있지만 논리 으로는 ‘도’가 ‘덕’에 

不及, 所以莫能知莫能行也.”

30)『순언』, 제40장, “道若大路, 豈難知而難行哉, 只是民情見於私意, 求捷徑, 而不

遵大路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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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후세에 와서 ‘덕경-도경’에서 ‘도경-덕

경’으로 순서를 바꾸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순언』 제2장의 “도가 낳고 덕이 기르니, 사물은 형체를 갖고 형

세가 이루어진다(道生之, 德畜之, 物形之, 勢成之)”라는 구 에 해, 율

곡은 “도는 곧 천도이니 만물을 생성하는 원인이요, 덕은 도의 형체이

니 이른바 성품이다. 사람과 사물은 도가 아니면 의뢰하여 태어날 수 

없고, 덕이 아니면 이치를 따라 스스로 기를 수 없다. ··· 사물이 형체

를 이루고 형세가 서로 원인함은 모두 도와 덕에 근본하므로, 도와 덕

이 가장 존귀하다”31)라고 해석하 다. 여기서 그는 ‘덕’을 도의 형체라 

하여, ‘도’가 인간과 사물에 부여되어 드러난 것임을 지 함으로써 도

를 덕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 그는 ‘덕’을 성품(性)이라 하여, 

‘도’가 인간과 사물에 부여되어 인간과 사물이 그 자신의 존재를 실

하는 기 이 되는 것임을 확인하 다. 따라서 사물이란 그 성품으로써 

‘덕’을 간직한 형체라 한다면, 형세란 그 ‘덕’을 이루는 데 작용하는 동

력이라 해석하는 것이다.

율곡은 ‘덕’을 성취하는 근거와 기 으로 ‘도’의 본체를 제시하며, 여

기서 나아가 ‘덕’의 성취를 기반으로 ‘도’를 실 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는 ‘도’의 실 과정을 크게 ‘수기’와 ‘치인’

의 두 역으로 제시하여 『순언』을 편찬하 으며, 한 그는 마음의 

수양을 통해 ‘도’를 실 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제시하기도 한다. 곧 

『순언』 제5장의 제1-5구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의 방법으로써 욕심

을 제하여 비우는 ‘수기’(修己)의 단계라고 한다면, 제6구는 나라를 

31)『순언』, 제2장, “道卽天道, 所以生物 也, 德則道之形軆, 乃所 性也, 人物非

道, 則無以資生, 非德, 則無以循理而自養,···物之成形, 勢之相因, 皆本於道德, 

故道德 爲 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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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는 ‘치인’(治人)의 단계이고, 제7-9구는 천지의 화육(化育)에 참여

하여 돕는 것으로 ‘평천하’(平天下)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순언』에서 이러한 ‘도’의 실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 학』의 구성체제에 상응시킨 것이다. 곧 이 세 단계는 ‘수신-치국-

평천하(修身·治國·平天下)’의 단계에 상응하는 것이요, 동시에 ‘명명덕-

친민-지어지선(明明德·親民·止於至善)’의 단계에 상응하는 것으로 악

할 수도 있다.

‘수기’에 해당하는 첫째 단계로서, 제1구의 “오색은 사람의 을 멀

게 하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오미는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는 구 에 해, 율곡

은 “오색·오음·오미는 본래 사람을 기르는 것이요 해치는 것이 아니지

만,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따르고 제할 을 모른다. 그러므로 색깔

에 기뻐하는 자는 바르게 보는 법을 잃고, 소리에 기뻐하는 자는 바르

게 듣는 법을 잃고, 맛에 기뻐하는 자는 바르게 맛보는 법을 잃는

다”32)고 해석하 다. 그것은 감각  상을 면 으로 부정하는 입장

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올바른 감각의 도를 잃은 마음의 무 제

를 경계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순언』 제5장 제4구의 “이 때문에 성인은 배를 하지

만 을 하지는 않는다(聖人, 爲腹不爲目)”는 구 에 해, 율곡은 

“앞장(제4장)은 속을 비움의 오묘한 작용을 말하 으므로, 여기서는 바

깥의 사특함이 (속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 다”33)고 언

하 다. 곧 마음을 비움(虛心)이 수양의 내면  근거라면, 수양의 실천

32)『순언』, 제5장, “五色五音五味, 本以養人, 非所以害人, 而人多循欲, 而不知節, 

故悅色 , 失其正見, 悅音 , 失其正聽, 悅味 , 失其正味也.”

33) 같은 곳, “蓋前章 虛中之玅用, 故此則戒其不可爲外邪所實也.”



『醇言』과 栗谷의 老子 이해 _ 琴章泰 _ 197

에서는 비어 있는 마음에 밖으로부터 바른 것을 채워야하며 바르지 않

은 것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

다. 그런데 밖에서 바르지 않은 것을 채우게 되는 것은 바로 속에서 

마음이 욕심에 이끌려 제를 잃는 데서 래되는 것임을 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5구의 “물욕을 씻어버리고 묘한 이치를 환히 살펴서 

흠이 없게 할 수 있는가(滌除玄覽, 能無疵乎)”에 해, 율곡은 “이미 소

리·색·냄새·맛에 한 욕심을 제거하고 나면 마음은 비고 상세계는 

맑아져서, 학문과 식견은 더욱 진보하고, 지식과 행실은 아울러 지극함

에 이르게 되니, 한 의 흠도 없을 것이다”34)라고 해석하 다. 여기서 

먼  감각  상에 한 욕심을 제거한다는 ‘알인욕’(遏人欲)의 수양

론  과제(工夫)가 제시되고, 안으로 마음(心)이 비고 밖으로 상세계

(境)가 맑아진다는 것과, 학문과 식견의 진보에서 나아가 지식과 행실

의 지극함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요, 한 의 흠이 없는 지선(至

善)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수양론  성과(功效)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치인’에 해당하는 둘째 단계로서, 『순언』 제5장 제6구의 “백성을 

사랑하고 나를 다스림에 함이 없을 수 있는가(愛民治國, 能無爲乎)”라

는 구 에 해, 율곡은 “자기를 닦음이 이미 지극하면 미루어 사람을 

다스리는 데, 함이 없음으로 교화한다”35)라고 해석한다. 곧 ‘수기’에 근

거하여 미루어나가 ‘치인’을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함이 없음’(無爲)을 

원리로 교화(敎化)를 행하는 것이 『노자』에서 ‘치인’의 기본방법임을 

34) 같은 곳, “蓋旣去聲色臭味之慾, 則心虛境淸, 而學識益進, 至於知行竝至, 則無

一點之疵矣.”

35) 같은 곳, “修己旣至, 則推以治人, 而無爲而化矣.”

   본래 『노자』 제10장의 구 인 “愛民治國, 能無爲乎”는 河上公本·景龍碑本·

林希逸本의 경우 ‘能無爲乎’로 되어 있지만, 敦煌丙本·王弼本에는 ‘能無知乎’로 

되어 있고, 帛書乙本에는 ‘能無以知乎’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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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있다. 그것은 ‘도’의 체용으로써 ‘무 -무불 ’(無爲-無不爲)가 

‘치인’에 용되었을 때 ‘무 의 교화’(無爲-化)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단계로서, 『순언』 제5장의 제7-9구는 율곡의 언 으로는 ‘천

지의 성 함에 참여하여 돕는다(參贊天地之盛)’는 것이요, ‘도’의 실

이 ‘수기’와 ‘치인’을 거쳐 극 화되었다는 에서 ‘평천하’의 단계에 해

당하고, 그 실 의 이상  극치를 이룬 것이라는 에서 ‘지어지선’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먼  제7구의 “하늘의 문이 열

리고 닫히는데 순응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天門開闔, 能無雌乎)라는 

구 에 해, 율곡은 ‘순응함’(雌)을 ‘음의 고요함’(陰靜)을 뜻하는 것이

라 하고, 이 구 의 뜻을 주렴계의 ｢태극도설｣에서 “(성인은) ·정·인·

의(中正仁義)의 덕으로 모든 것을 안정시키되 고요함을 주장으로 삼는

다.”고 언 한 것과 같은 뜻이라 해석하 다.36)  따라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우주의 모든 변화와 생성 상에 응하는 자세도 ‘고요

함을 주장으로 삼는’ 주정(主靜)의 수양방법에 근거하는 것임을 확인하

고 있다.

이어서 제8구의 “밝음이 사방으로 통달하되 앎이 없을 수 있겠는

가”(明白四達, 能無知乎)에 해, 그는 “이것은 천하의 일에 알지 못하

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지만, 안다거나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라 하고, 『시경』(大雅·文王之什·皇矣)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상제의 법도에 순종한다.”는 구 의 뜻과 같은 것이

라 하며, “이 게 할 수 있다면, 로 하늘과 아래로 땅과 함께 유행하

여 만물을 생성하고 양육하는 데 참여하여 도우면서도 스스로 차지하

36) 같은 곳, “雌, 是陰靜之意, 此所 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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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는 않는다.”37)고 하 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으

면서도 안다거나 할 수 있다는 사사로운 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이다. 따라서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고 양육하는 데 참여하면서도 자신

의 능력과 공 에 한 자의식이 없는 것이 수양을 통해 실 할 수 있

는 인격의 이상  극치로 제시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천지가 만물을 

낳지만 그 공로를 갖지 않으며, 만물을 생성하고 운용하지만 그 힘에 

의지하지 않으며, 모든 생물을 길러주지만 주재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

으니, 성인의 묘한 덕도 천지와 같을 뿐이다. 묘한 덕은 지극하고 

성실하며 심원하고 미묘한 덕이다”38)라고 강조하 다. ‘도’의 실 은 

‘덕’의 온 한 성취를 이룬 인격의 이상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만물을 생성하고 운용하는 ‘천도’와 일치를 이루는 성인

의 묘한 덕 곧 ‘ 덕’(玄德)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실 의 과

정에 ‘수기’와 ‘치인’의 단계를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4. ‘수기’(修己)--수양론  원리와 과제

1) 수양의 기반과 원리

⑴ 수양의 기반으로서 ‘허심’(虛心):

‘도’를 실 하고 ‘덕’을 확립하기 해서는 그 기반으로 마음의 본체

37) 같은 곳, “此 於天下之事, 無所不知, 無所不能, 而未嘗有能知之心, 詩所 , 

不識不知, 帝之則 也, 夫如是, 則上下 天地同流, 參贊化育而不自居也.”

38) 같은 곳, “天地生物, 而不有其功, 運用造化, 而不恃其力, 長畜羣生, 而無有主

宰之心, 聖人之玄德, 亦同於天地而已, 玄德, 至誠淵微之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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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곧 ‘도’와 ‘덕’은 인격의 주체로서 마

음을 다스리는 수양을 통해 확고하게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율곡은 

『순언』 제4장의 “그러므로 있음(有)으로써 이로움이 되고, 없음(無)으

로써 활용이 된다(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는 구 에 해, “바깥에 

있어서 형체를 이루고, 속에 없어서 사물을 받아들인다. ··· 이로움이란 

순조롭게 응한다는 뜻이니, 이로움은 활용의 도구가 되고, 활용은 이

로움의 기틀이 된다.”39)고 해석하 다. 곧 바깥의 형체로써 응하여 

이로움을 이루는 ‘있음’과 속이 비어 받아들일 수 있어서 활용이 가능

한 ‘없음’의 계를 용의 도구(器)와 추  기틀(機)로 악한다. 그

것은 ‘유(有)’와 ‘무(無)’를 ‘이익-활용(利·用)’의 계 내지 ‘도구-기틀(器·

機)’의 계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바깥에 있음은 비유하면 

신체요, 속에 없음은 비유하면 마음이다. ··· 신체가 아니면 마음이 깃

들 곳이 없고, 마음이 비지 않으면 이치를 용납할 곳이 없으니, 군자의 

마음은 반드시 비어서 밝으며 아무 것도 없게 한 다음에 사물에 응

할 수 있다”40)고 언 함으로써, 유·무(有無)의 존재문제를 신·심(身心)

의 인격문제로 환하여 해석하는 입장을 보여 다. 바퀴통이 속이 비

어 수 가 운행할 수 있고, 그릇이 속이 비어 그릇으로 쓰일 수 있고, 

방이 속이 비어 거처하는 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비어 있음으

로써 온갖 사물을 수용하고 온갖 사태에 응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

을 밝히고 있다.

율곡은 제4장의 요지로써 “이 장 이후로 비로소 ‘도’를 행하는 공부

39)『순언』, 제4장, “外有而成形, 中無而受物,···利 , 適之意, 利爲用之器, 用爲

利之機也.”

40) 같은 곳, “外有, 譬則身也, 中無, 譬則心也,···非身則心無所寓, 而心不虛, 則理

無所容, 君子之心, 必虛明無物, 然後可以應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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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 는데, 마음을 비울 것을 선행하는 임무로 삼았다. 개 마음

을 비운 다음에 자기의 사사로움을 버리고 남의 선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학문이 진보되고 행실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41)라고 하

다. 따라서 율곡은 제4장을 체의 편차에서 ‘심체(心體)’를 말한 것이

라 하여, ‘유-무’의 상호작용 속에서 허명한 심체와 수용하는 덕을 확인

하고 있으며, 나아가 ‘마음을 비움(虛心)’이 ‘도’를 실 하는 공부의 기

본방법이요, 학문과 행실을 연마하고 성취시켜가는 수양의 방법으로써 

주목하 던 것이다.

⑵ 수양의 기본원리로서 ‘손’(損)과 ‘색’(嗇):

율곡은 『순언』 제6-7장에서 노자의 수양방법이 지닌 기본원리로 

‘덜어냄(損)’과 ‘수렴함(嗇)’을 표출시켜, “덜어냄과 수렴함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핵심  취지를 삼는다(以損 嗇爲治己治人之

要旨)”라고 밝혔다. 먼  그는 『순언』 제6장에서 “배우는 것은 날마

다 보태어가는 것이요, 도를 실 하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내고  덜어냄으로써 함이 없는 데 이른다(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 以至於無爲)”는 구 에 해, “배움은 앎으로 말하고, 도는 

행실로 말한다. 앎은 로써 넓히는 것이므로 날마다 보태어 가고자 

하지만, 행실은 법으로 집약하는 것이므로 날마다 덜어내고자 한다. 

무릇 사람의 성품 속에는 모든 선이 스스로 충족되어 있으니 선은 보

태어져야할 이치가 없으며, 다만 마땅히 부여받은 기질이나 사물에 

한 욕심으로 얽매임을 덜어내 제거할 따름이다. 덜어내고  덜어내어 

덜어낼 수 없는 데까지 이르면 그 본연의 성품이 회복된다.”42)고 해석

41) 같은 곳, “此章以後 始 行道之功, 而以虛心爲先務, 蓋必虛心然後, 可以捨己

之私, 受人之善, 而學進行成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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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율곡은 배움의 방법과 ‘도’의 실 방법을 앎(知)의 보탬(益)과 행실

(行)의 덜어냄(損)으로 비시키면서, 『논어』(子罕)에서 제시된 공자

의 교학(敎學)방법인 박문(博文)과 약례(約禮)에 응시키고 있다. 그만

큼 덜어냄은 보탬과 립된 것이 아니라 지·행 내지 박문·약례의 계

로서 상호보완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도’의 실 을 한 기본원리는 ‘덜어냄’(損)으로써 ‘함이 없음’(無

爲)을 이루는 것으로 제시된다. 한 그는 ‘덜어냄’이란 기품(氣稟)이나 

물욕(物欲)의 얽매임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본래의 성품(本然之性)을 회

복하는 것이라 하여, 덜어냄의 수양방법이 바로 유교  수양방법으로

써 인욕의 발동을 막고 천리를 드러내는 ‘알인욕·존천리(遏人欲·存天

理)’의 과제와 일치시키고 있음을 보여 다.

한 율곡은 『순언』 제7장 제1구에서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

김은 수렴함만 한 것이 없다(治人事天, 莫若嗇)”는 구 에 해, “하늘

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니, 『맹자』가 ‘마음을 간직하

고 성품을 배양하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것은 모두 마땅히 ‘색’(嗇)으로 도리를 

삼아야 하니, ‘색’이란 소 히 여겨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라고 ‘색’의 

뜻을 해석한다. 이처럼 아껴서 소 히 여기고 몸과 마음을 단속하여 

거두어들인다는 ‘색’의 수양론  역할은 유교의 수양론에서 ‘경’(敬)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색’의 뜻을 구체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것으로 말하면, 즐겨하고 욕심내는 

42)『순언』, 제6장, “學以知 , 道以行 , 知是博之以文, 故欲其日益, 行是約之以

禮, 故欲其日損, 盖人性之中, 萬善自足, 善無加益之理, 只當損去其氣稟物欲之累

耳, 損之又損之, 以至於無可損, 則復其本然之性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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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막으며 정신을 배양하고, 말을 신 히 하며 음식을 제하고, 거

처함에 공경하고 행동함에 간결한 것들이 ‘색’이다. 남을 다스리는 것

으로 말하면, 법도를 삼가며 호령을 간결하게 하고, 번거로운 조목을 

이고 사치스러운 비용을 제거하며, 일을 공경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

하는 것들이 ‘색’이다”43)라고 하여, ‘색’의 뜻을 설명하는 데 세심한 주

의를 기울이고 있다.44)  그만큼 도를 실 하기 해서는 마음에서 욕

심을 덜어내는 ‘손’과 마음을 단속하여 수렴하는 ‘색’이 수양의 기본방

법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순언』 제7장의 제2-3구는 ‘색’의 수렴을 통한 수양이 바로 성품의 

회복으로써 ‘복성’(復性)과 덕을 쌓아 확립하는 ‘성덕’(成德)의 실 임을 

보여 다. 곧 “오직 수렴하면 이로써 일  회복하고, 일  회복하는 것

은 거듭 덕을 쌓는 것이라 한다(夫唯嗇, 是以早復, 早復, 之重積德)”

는 제2구에 해, “인간의 성품은 본래 선하니 먼  자기에게 쌓는 바

가 있는 것이다”45)라고 해석하여, 인간이 부여받은 선한 성품이 내재

함을 제로 수양의 출발은 바로 자신에게서 성품을 회복하고 덕을 쌓

아가는 것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거듭 덕을 쌓으면 이겨낼 수 없는 

43)『순언』, 제7장, “事天是自治也. 孟子曰,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自治

治人, 皆當以嗇爲道, 嗇是愛惜收斂之意, 以自治 , 則防嗜慾, 養精神, 愼 語, 

節飮食, 居敬行簡之類, 是嗇也, 以治人 , 則謹法度, 簡號令, 省繁科, 去浮費, 

敬事愛人之類, 是嗇也.”

44) ‘嗇’의 뜻에 해, 韓非는 ‘ 게 소비하는 것’( 費之 嗇.<『韓非子』, 解 >)

이라 하고, 王弼은 ‘농부’(嗇, 農夫.<『老子注』>)라 하고, 林希逸은 ‘남김이 있

고 다 쓰지 않는다는 뜻’(嗇 , 有餘不盡用之意.<『道德經口義』>)이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으나, 율곡이 ‘소 히 아껴 거둬들이다’(愛惜收斂)

는 뜻으로 해석한 것에 따라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여 거두어들인다는 뜻의 

‘수렴함’으로 번역하 다. 한 敦煌本·遂州碑本·趙志 本에는 ‘嗇’이 ‘式’으로 

되어 있어서 ‘法式’의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朱謙之, 『老子校釋』, 59장)

45)『순언』, 제7장, “人性本善, 是先己有所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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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없으면 그 극치를 알 수가 없으며, 그 

극치를 알 수가 없으면 오래 갈 수 있다”(重積德, 則無不克, 無不克, 則

莫知其極, 莫知其極, 可以長久)는 제3구에 해, “멀리 벗어나지 않아 

회복하니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겨내지 못함이 없다. 자기를 이겨내고 

법을 회복하면 천하가 ‘인’(仁)으로 돌아오니, 그 덕이 어  한량이 

있겠는가. 덕이 한량없어서 넓고 두텁고 높고 밝음에 이르면 이것이 

유구하고 한계가 없는 도이다”46)라고 해석하 다. 여기서 그는 ‘수렴

함’(嗇)으로 성품을 회복하는 수양방법의 실천이 바로 『논어』(顔淵)에

서 말한 ‘자신(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고 법(보편  이치)을 회복함

(克己復禮)’의 의미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양의 실 은 천하에 

‘인’을 시행하는 것으로 ‘도’의 항구하고 무한함을 실 하는 것임을 밝

주고 있다.

율곡은 『순언』의 제8-12장의 요지를 모두 ‘수렴함’(嗇)의 뜻을 추론

하고 연역한 것이라 하여, ‘수렴’의 수양방법을 구체 으로 제시한 것

이라 하고, 그 요지로서 “도를 지켜 자신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며, 항상 만족하여 그칠 을 알아야 하는 의리를 말한 것”47)이라 

제시하 다. 먼  제8장 제2구의 “발돋움한 자는 설 수가 없고, 다리를 

넓게 벌린 자는 갈 수가 없다(跂 不立,  跨 不行)”는 구 에 해, 그

는 “양쪽 끝에 미혹되면 하나를 주장할 수 없다”48)고 하여, ‘수렴함’의 

수양방법이 양쪽 끝으로 넓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심을 잡아 집

46) 같은 곳, “不遠而復, 則己私無不克矣, 克己復禮, 則天下歸仁, 其德豈有限量哉, 

德無限量, 至於博厚高明, 則是悠久無疆之道也.”

47)『순언』, 제12장, “以上五章, 守道克己, 不自矜伐, 常知止足之義, 皆推演嗇字

之義也.”

48)『순언』, 제8장, “惑於兩端, 而不能主一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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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일(主一)’의 방법임을 지 한다. 그것은 유교  수양론에서 

‘경(敬)’이 하나를 주장하여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주일무 (主一無適)’

의 의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순언』 제9장 제2구의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勝人 有

力, 自勝 强”)라는 구 에 해, 율곡은 “남을 이긴다는 것은 기의 

힘이지만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의리의 용기이다. 자기를 극복하고 

법을 회복하면 인욕에 굴복하지 않으니 강함은 더 보탤 수 없다”49)고 

언 한다. 곧 자신을 이기는 것은 기의 힘을 넘어서 인욕을 극복하

는 보편  의리의 용기로써 공자가 말한 ‘극기복례’(克己復禮)의 실

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순언』 제11장 제1구의 “문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고, 창밖을 엿보지 않고도 천도를 본다(不出戶, 知天下, 不闚牖, 見天

道)”는 구 에 해, 율곡은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 있으니 어  

다른 것을 기다려 구하겠는가. 풀려난 마음을 찾아 들이면 도를 볼 수 

있다”50)고 해석하 다. 여기서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 있다(萬物

皆備於我)’는 것은 『맹자』(盡心上)의 말이고, ‘풀려난 마음을 찾아들

인다(求其放心)’는 것도 『맹자』(告子上)의 말이니, 『맹자』의 수양론

 개념으로 『노자』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제3구의 “이 때

문에 성인은 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이름붙이며, 행하지 않고

도 이룬다(是以聖人, 不行而知, 不見而名, 不爲而成)”는 구 에 해, 그

는 “이것은 성인은 맑고 밝음이 몸에 있으며 의리가 밝고 투명하니, 

곧 참됨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일을 말하 다. 배우는 자는 갑자기 

49)『순언』, 제9장, “勝人 , 血氣之力也, 自勝 , 義理之勇也, 克己復禮, 則不屈

於人欲, 而强莫加焉.”

50)『순언』, 제11장, “萬物皆備於我, 豈待他求哉, 求其放心, 則可以見道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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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발돋움할 수 없으며 단지 마땅히 풀려난 마음을 수렴함으로써, 

그 앎을 배양하여 그 행하는 바를 힘써야 한다.”51)고 해석하 다. 여기

서 ‘맑고 밝음이 몸에 있다(淸明在躬)’는 것은 『 기』(孔子閒居)의 말

이고, ‘참됨으로 말미암아 밝아진다(自誠而明之)’는 것은 『 용』(21장)

의 말이니, 그만큼 율곡이 『노자』를 유교 경 의 수양론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율곡은 『노자』의 ‘만족할  안다’(知足)는 용어의 수양론  

의미를 주목하여, 『순언』 제9장 제3구에서 “만족할  아는 자는 부

유하다(知足 富)”는 구 에 해, “자신을 앎이 이미 밝아, 바깥에서 

찾을 것이 없이 항상 만족하면 부유함은 더 보탤 수 없다. 안연이 

그릇의 밥을 먹고 표주박의 물을 마시며 추한 마을에서 살았고, 공

자가 팔을 베고 자며 나물먹고 물마셨지만 그 즐거움은 흔들리지 않았

으니,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그 즐거워하는 바를 바꿀 수 없다면 어  

지극히 부유한 것이 아니겠는가. 물욕에 이끌려 바깥에서 찾는 자는 

마음에 항상 부족함이 있으니, 비록 부유함이 천하를 차지하 다고 하

더라도 오히려 부유함이 아니다”52)라고 해석하 다. 곧 만족할  안

다는 것은 물질  욕심의 충족으로 얻어지는 만족이 아니라, 공자나 

안연의 ‘안빈낙도(安貧樂道)’하는 즐거움처럼 도를 즐거워하여 마음속

으로 충족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 『순언』 제12장 

제3구의 “그러므로 만족할  아는 만족은 항상하는 만족이다”(故知足

之足, 常足矣)에 해서도, 그는 “바깥에서 찾는 것이 없으면 안에서 

51) 같은 곳, “此 聖人淸明在躬, 而義理昭徹, 乃自誠而明之事也, 學 不可遽跂於

此, 但當收斂放心, 以養其知, 而勉其所行也.”

52)『순언』, 제9장, “自知旣明, 無求於外而常足, 則富莫加焉, 顔淵簞瓢陋巷, 孔子

曲肱飮水, 而其樂自如, 擧天下之物, 無以易其所樂, 則豈非至富乎, 彼牽於物欲, 

而有求於外 , 則心常不足, 雖富有天下, 猶非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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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부족함이 없으므로, 응용이 무궁하며 항상 만족한다.”53)고 해석하

여, 바깥으로 달리는 욕심이 아니라 안에서 충족된 덕을 확립하는 것

이 수양의 기본원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수기’의 실천방법과 수양론적 과제

⑴ ‘수기’(修己)의 방법으로서 ‘삼보’(三寶):

율곡은 『노자』에서 수양의 구체  방법으로 자애(慈)·검약( )·겸허

(兼: 不敢先)의 ‘삼보’를 자신을 지키고 사물에 응하는 핵심  비결이

요, 자신을 닦고 사물을 기르는 핵심의 방법으로 시하며, 이 ‘삼보’도 

‘수렴함’(嗇)의 뜻을 펼친 것이라 한다.54)  

먼  ‘자애(慈)’는 부드러움(柔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

다. 율곡은 『순언』 제14장 제1구의 “사람의 삶은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고, 그 죽음은 굳고 강한 것이다(人之生也, 柔弱, 其死也, 强)”라

는 구 에 해, “조화로운 기가 자신에게 있으면 몸에는 굳고 강한 

병통이 없으며, 이치로 기질을 이기면 일에는 굳고 강한 허물이 없

다”55)고 해석한다. 곧 ‘조화로운 기(沖氣)’는 유연하게 작용하여 딱딱하

게 굳어져 막히는 병통이 없다는 것이요, 형상이 없는 이치(理)로 욕심

에 쉽게 이끌리는 기질(氣)을 지배하면 바깥의 사물에 집착하여 변통하

지 못하는 허물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기를 좋

아하는 물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어떤 굳고 강한 것도 이겨내는 것과 

53)『순언』, 제12장, “無求於外, 則內德無欠, 故應用無窮, 而常足矣.”

54)『순언』, 제13장, “不敢先 , 謙也, 慈· ·謙三 , 持身接物之寶訣也.··· 三寶

爲修己長物之要道.”

55)『순언』, 제14장, “冲氣在身, 則軆無 强之病, 以理勝氣, 則事無 强之失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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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고 한다. 여기서 그는 “이른바 부드러움이란 것은 단지 어질고 자

애로움의 형상일 따름이요, 한결같이 부드럽기만 할 뿐인 것은 아니다. 

만약 한결같이 부드럽고 연약하기만 하다면 어  능히 굳세고 난폭함

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한 이긴다는 것은 이치와 형세의 당연함에서 

나온 것일 따름이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고 연약함이 된다.”56)라고 하여, 부드럽고 연약함(柔弱)을 실

하는 그 자체가 수양의 방법이 아니라, 자애를 실천하면서 드러나는 

양상이 부드럽고 연약함임을 강조한다. 한 부드럽고 유약함이 굳세

고 난폭함을 이긴다는 언 도 세력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치의 

당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기려는 마음이 없지만 주도 인 역할

을 하게 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검약’( )의 실천방법으로써, 『순언』 제15장 제1구의 “붙

잡고서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 두는 것만 못하고, 재어보고 리하

게 하는 것은 오래 보존할 수 없다(持而盈之, 不如其已, 揣而銳之, 不可

長保)”는 구 에 해, “가득 차서 넘칠까 두려워하여 굳게 붙들고 있

는 것은 가득 차지 않음이 편안한 것만 못하고, 리하여 부러질까 두

려워서 한도를 헤아리고 있는 것은 리하지 않음이 보존할 수 있는 

것만 못하다”57)라고 해석하 다. 가득 채우거나 리하게 다듬어 정도

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부족하게 낮추는 검소

함이 안정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감히 앞서지 않음’(不敢先) 곧 ‘겸허’(謙)의 실천방법이다. 

56) 같은 곳, “夫所 柔 , 只 仁慈之形耳, 非一於柔弱而已. 若一於柔弱, 則豈能

勝剛暴哉, 且其勝之 , 亦出於理勢之當然耳, 非有心於欲勝而故爲柔弱也.”

57)『순언』, 제15장, “恐盈之或溢, 而持固之, 不若不盈之爲安也, 恐銳之或折, 而揣

量之, 不若不銳之可保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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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언』 제16장의 제1구인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낮

음을 기 로 삼는다(貴以賤爲本, 高以下爲基)”라는 구 에 해, 율곡은 

“오직 스스로 천하게 여기면 남들이 반드시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낮

추면 남들이 반드시 높이니, 이 때문에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낮음을 

기 로 삼는다.”58)라고 해석한다. 곧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는다’

는 말의 의미를 천함이 귀함의 근본으로서 천함이 귀함보다 요하다

는 역설  평가기 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로부터 고귀한 존

재로 높여지려면 자신을 비천하게 낮추는 ‘겸허’한 태도가 근본이다’라

는 뜻으로 악함으로써, 수양론  처신태도의 기 으로 이해하고 있

음을 보여 다.

율곡은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으로써 특히 겸허의 덕을 시하 다. 

『순언』 제18장 제4구의 “사람을 잘 쓰는 자는 (자신을) 낮춘다(善用

人 , 爲之下)”라는 구 에 해, “공경을 이루고 법을 다하며 자신

을 굽 서 낮추는 것이니, 어진 다음에라야 어진 이를 쓸 수 있다”59)

고 해석하고, 『맹자』(公孫丑下)의 “탕임 은 이윤에게 배운 다음에 

그를 신하로 삼았다(湯之於伊尹, 學焉而後臣之)”라는 언 이 같은 뜻이

라 제시하 다. 한 제5구의 “이를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이를 사

람 쓰는 역량이라 하고, 이를 하늘에 짝한다 하니, 옛날의 극진함이다

(是 不爭之德, 是 用人之力, 是 配天, 古之極也)”라고 한 구 에 

해, “겸허하게 낮추어 자신을 기르며 남들과 선을 행하니, 그러므로 사

람들이 즐겨 (그를 해) 쓰인다. 그 덕은 하늘에 짝하며 더 이상 높일 

수 없다”60)고 해석하 다. 곧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의 덕은 자신을 배

58)『순언』, 제16장, “夫惟自賤, 則人必貴之, 自下, 則人必高之, 是以賤爲本, 以下

爲基也.”

59)『순언』, 제18장, “致敬盡禮, 屈己以下, 賢然後能用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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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고 남들의 재능을 잘 써서 선으로 이끌어가

니, 그 덕의 실 은 하늘에 짝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한다. 그만큼 자신

을 낮추는 겸허함이 바로 자신을 닦고 하늘을 섬기는 수양의 핵심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율곡은 『순언』 제19장 제2구의 “옛 말에 있기를, 밝은 도

는 어두운 듯 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듯 하고, 높은 덕은 골짜

기 같고, 매우 결백한 것은 욕된 듯하다”(建 有之, 明道若昧, 進道若

, 上德若谷, 大白若辱)라는 구 에 해, “도에 밝은 자는 본 것이 없

는 듯하고, 도에 나아간 자는 물러나 행할 수 없는 듯하고, 덕이 높은 

자는 스스로 겸허하여 골짜기가 비어있는 것 같고, 결백함이 지극한 

자는 스스로 처신하기를 이지러지고 더럽 짐이 있는 것 같다”61)고 해

석하여, 도에 나아가고 덕이 높아질수록 겸허하여 겉으로 드러내지 않

으므로 그 실지의 내용과는 상반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제7구의 “(이치에 합당한) 큰 변론은 말을 더듬는 것 같으니, 선한 

자는 변론하지 않고, 변론하는 자는 선하지 않으며, 믿을 수 있는 말은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화려하게 꾸민 말은 믿을 수가 없다”(大辯若訥, 

善 不辯, 辯 不善, 信 不美, 美 不信)는 구 에 해, 율곡은 “착한 

사람은 말이 으니, 그러므로 그 변론이 어 한 것 같다. 선으로 주장

을 삼으면 변론을 추구하지 않으며, 변론으로 주장을 삼으면 반드시 

선하지는 못하다. ··· 충직하고 믿을 수 있는 말은 반드시 화려하고 아

름다운 것이 아니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도 반드시 충직하고 믿음 

있는 것은 아니다”62)라고 해석하 다. 변론(말재주)과 선함이 일치하여 

60) 같은 곳, “謙卑自牧, 人爲善, 故人樂爲用, 其德配天, 無以尙矣.”

61)『순언』, 제19장, “明道 , 若無所見, 進道 , 然若不能行, 德之高 , 自謙, 

如谷之虛, 潔白之至 , 自處如有玷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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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고, 믿음 있는 말과 아름다운 말이 일치하여 나타나지 않

는 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안에 간직된 실지가 어 나기 때

문이며, 겸허한 수양의 실천이란 안으로 충실하게 하면서도 겉으로 드

러남을 낮추는 태도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율곡은 겸허의 실천을 ‘수기’의 기본방법으로 강조하면서, 나아가 겸

허를 통해 수양의 실천으로 ‘도’와 일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을 강

조하 다. 따라서 그는 『순언』 제19장의 요지를 ‘겸허의 덕이 도체의 

본연함에 합치는 것을 미루어 밝혔다’고 지 하고, 『맹자』(離婁下)에

서 말한 문왕이 “道를 바라보고서도 못 본 듯이 하 다”고 한 언 이

나 『논어』(泰伯)에서 증자가 안연을 가리켜 말한 “능하면서 능하지 

못한 이에게 묻고, (학식이) 많으면서 은 이에게 묻고, 있어도 없는 

듯 하고, 충실해도 빈 것 같고, 자기에게 잘못을 범해도 따지지 않는

다.”고 언 한 말이 바로 제19장의 뜻이라 한다.63)  곧 겸허의 실천은 

자기를 닦는 수양의 가장 효율  방법으로써, 자기 수양은 바로 ‘도’를 

실 하는 데로 나아가는 길임을 밝 주고 있다.

⑵ 수양의 실천에 따른 과제:

율곡이 수양의 실천과정에서  하나의 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

는 것은 고요함(靜)과 신 함(重)을 주장하여 바깥의 사물에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요함과 신 함에 상반되는 가벼움(輕)

과 조 함(躁)의 병통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다. 『순언』 제20장 제1

62) 같은 곳, “吉人辭寡, 故其辯若訥, 以善爲主, 則不求辯, 以辯爲主, 則未必善

也,···忠信之 , 不必華美, 華美之 , 未必忠信.” 『순언』 제19장의 제7구는 

『노자』 45장과 81장에서 취하여 합쳐놓은 구 이다.

63) 같은 곳, “推明謙虛之德, 合乎道體之本然. 文王望道而如未之見, 顔子以能問於

不能, 以多問於寡, 有若無, 實若虛, 犯而不校, 卽此章之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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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신 함은 가벼움의 뿌리가 되고, 고요함은 조 함의 임 이 된

다(重爲輕根, 靜爲躁君)”는 구 에 해, “신 함은 근본이고 가벼움은 

말단이니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따를 수 없으며, 고요함은 임 이고 

조 함은 졸개이니 임 을 버리고 졸개들을 쫓아갈 수는 없다”64)고 하

여, 신 함을 근본으로 확립하고 고요함을 주재하는 심으로 정립할 

것을 강조하 다. 이어서 제3구의 “회오리바람은 아침나 을 마치도록 

불 수 없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는 하루를 마칠 때까지 내릴 수 없다

(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는 구 에 해, 율곡은 “사람에 가볍고 조

한 병통이 있으면 반드시 조 하고 난폭한 행동이 있게 되니, 거칠게 

성내는 자는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요, 갑자기 부유해지거나 갑자기 

고귀해진 자에게 반드시 뒤따르는 재앙이 있는 데 이르기까지, 모두 

오래 갈 수 있는 도리가 아니다”65)라고 해석하 다. 이처럼 경솔하거

나 조 함의 병통을 깊이 경계하는 것으로 수양론의 과제를 삼고 있음

을 보여 다.

한 『순언』 제21장의 “조 함이 추 를 이기고, 고요함이 더 를 

이기니, 맑고 고요함이 천하를 해 바른 것이다(躁勝寒, 靜勝熱, 淸靜

爲天下正)”라는 구 에 해66), 율곡은 “맑고 고요함이란 고요하여 바

깥의 유혹에 얽힘이 없어서 활동과 고요함이 모두 안정된 것이다”67)라

64)『순언』, 제20장, “重是本, 輕是末, 不可捨本而趨末, 靜是君, 躁是卒徒, 不可捨

君而逐卒徒也.”

65) 같은 곳, “人有輕躁之病, 則必有急暴之行, 暴怒 , 必有後悔, 以至暴富暴貴 , 

必有後禍, 皆非長久之道也.

66) 王淮는 『순언』 제21장의 “躁勝寒, 靜勝熱”(『노자』 45장)에 해, “靜勝躁, 

寒勝熱”(고요함이 조 함을 이기고, 추 가 더 를 이긴다)고 고쳐야 뜻이 바

르게 통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王淮, 『老子探義』, 臺灣商務印

書館, 1969,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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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한다. 곧 마음을 ‘맑고 고요함(淸靜)’으로 다스림으로써 바깥의 

사물을 향한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 수양방법의 요한 과제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율곡은 맑고 고요함을 확립하여 자신을 수양하는 공부로써, ‘침묵하

는 가운데 깊이 아는(黙而識之)’ 통찰과 ‘깊이 침묵하며 스스로 지키는

(淵黙自守)’ 태도를 시하 다. 그는 이러한 맑고 고요함의 수양으로 

성취하는 효과로써 오묘한 일치를 이루는 ‘ 동’(玄同)을 주목하고 있

다. 곧 『순언』 제22장 제3구의 “ 리함을 꺾고, 얽힘을 풀며, 빛남을 

부드럽게 하고, 세속과 균등하게 하니, 이를 ‘ 동’이라 한다(挫其銳, 解

其紛, 和其光, 同其塵, 是 玄同)”는 구 에 해, “‘ 리함을 꺾는다’는 

것은 빼어난 재기를 갈아서 모서리 진 것을 없게 하고, 모든 이치의 

요긴한 목을 굴려내는 것이요, ‘빛남을 부드럽게 하고 세속과 균등하

게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덕과 아름다움을 함축하여 스스로 빛내거나 

과의 차이를 세우지 않는 것이다. ··· 이미 세속을 따르거나 그릇

됨을 익히지 않으며,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풍속을 끊지 않으니, 그

러므로 ‘ 동’이라 한다”68)라고 해석하 다. ‘ 동’은 바깥으로 뚜렷하

게 드러나거나 남들과 다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서, 동시에 

세속에 빠져 끌려가지도 않는 자신의 내면  심을 지키고 모든 것을 

포 하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맑고 고요함의 

실천을 통한 수양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 율곡은 『순언』 제22장 제4구의 “친 하게 할 수도 없고, 소

원하게 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67)『순언』, 제21장, “淸靜 , 泊然無外誘之累, 而動靜皆定 也.”

68)『순언』, 제22장, “解其紛 , 明察肯綮, 迎 而解也, 和光同塵 , 含蓄德美於

中, 而不自 立異於衆也,···旣不隨俗習非, 而又非離世絶俗, 故曰玄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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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하게 할 수도 없고, 비천하게 할 수도 없으니, 그러므로 천하에 고

귀함이 된다(故不可得而親, 不可得而 , 不可得而利, 不可得而害, 不可

得而貴, 不可得而賤, 故爲天下貴)”라는 구 에 해, 『논어』에서 말하

는 ‘두루 하되 편당 짓지 않고(周而不比.<爲政>)’, ‘화합하되 주견 없이 

동조하지 않는(和而不同.<子路>)’ 군자의 덕과 일치시키고 있다. 그는 

여기서 “벼슬에 나가거나 물러남이 의리에 합치하고, 활동하거나 고요

함이 때를 따른다. 그러니 어  세상 사람들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친

애하고 소원하거나, 이롭게 하고 해롭게 하거나, 고귀하게 여기고 비천

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그러한 까닭은 도에 통달하고 욕심이 없기 때

문이다. ‘천하에 고귀함이 된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  고귀함이다”69)

라고 해석하 다. 그것은 맑고 고요함의 수양방법으로 성취한 인격이 

군자의 덕이요, 그 군자의 덕은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자신의 주체  

심을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은 사람들의 평가나 우에 

따라 동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  덕의 실 임을 밝히

고 있는 것이다.

율곡은 수양을 통해 이룬 성과로써 온 한 덕을 이룬 인격을 서술하

면서, 안으로 진실하여 거짓됨이 없고, 밖으로 자신의 생명을 온 하게 

실 하며, 로 하늘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먼  『순언』 제23

장에서 “덕을 품은 두터움은 갓난아이에 견  만하다(含德之厚, 比於赤

子)”는 구 에 해, 율곡은 “지극한 덕을 품은 사람은 진실하고 한결

같아 거짓됨이 없으니, 갓난아이의 마음과 같다”70)고 언 하 다. ‘진

69) 같은 곳, “君子, 周而不比, 和而不同, 出處合義, 動靜隨時, 豈世人之私情所能

親疎·利害·貴賤 哉, 其所以然 , 以通乎道, 而無欲故也, 爲天下貴 , 是天爵之

良貴也.”

70)『순언』, 제23장, “含懷至德之人, 誠一無僞, 如赤子之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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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고 한결같아 거짓됨이 없다(誠一無僞)’는 것은 바로 『 용』에서 

“진실함은 하늘의 도이다(誠 , 天之道也.<20장>)”라 하고, “진실함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다(誠 , 物之終始.<25장>)”라고 하는 ‘진실함’(誠)의 

수양론  의미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진실함’(誠)과 ‘공경

함’(敬)은 유교 수양론의 두 축을 이루는 기본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 율곡은 수양을 통해 성취하는 온 한 덕의 효과로서 생명을 온

하게 실 하는 양생론(섭생론)  의미를 확인한다. 곧 『순언』 제24

장의 “듣자니 섭생을 잘 하는 사람은 뭍으로 길을 가도 외뿔소나 호랑

이를 만나지 않고, 군 에 들어가도 갑옷입고 무기를 드는 쟁을 당

하지 않는다(蓋聞, 善攝生 , 陸行不遇兕虎, 入軍不被甲兵)”는 구 에 

해, “섭생을 잘 하는 자는 삶의 이치를 온 하게 다하므로, 만나는 

바가 모두 올바른 천명이니, 반드시 갑작스럽게 당하는 환난이 없

다”71)고 해석하 다. 여기서 섭생(양생)이란 ‘올바른 천명(正命)’을 실

하는 것이요, 장생불사(長生不死)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

 생명의 이치에 합당하게 자신의 생명을 리는 것이며, 욕심이나 

무리한 행동에 따른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양

의 실천은 궁극 으로 하늘과 일치하는 것이요, 따라서 바로 ‘하늘을 

섬기는 것(事天)’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율곡은 『순언』 제25장의 요지

를 “성인이 도를 체득함의 함은 자기를 닦음의 극치이다”72)라고 

하여, ‘도’를 온 하게 체득함과 ‘수기’를 극치에까지 실 함이 같은 것

임을 밝히고 있다.

『순언』 제25장 제2-3구의 “만물이 의지하여 생성되지만 사양하지 

않고, 공 이 이루어져도 명 를 소유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성인은 

71)『순언』, 제24장, “善攝生 , 全盡生理, 故所遇皆正命, 必無一朝之患也,”

72)『순언』, 제25장, “以聖人軆道之大爲修己之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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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큰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다(萬物恃之以生而

不辭, 功成不名有./ 是以聖人終不爲大, 故能成其大)”는 구 에 해, 율

곡은 “만물이 의뢰하여 발생하고 생성함은 이 도의 유행이 아닌 것이 

없으며, 만물을 생성하여 빠뜨림이 없지만 그 능력을 자신의 소유로 

하지 않는다”73)라고 하여, 만물을 생성하는 ‘도’의 유행과 일치하는 인

격의 모습을 확인한다. 곧 하늘의 덕과 일치하는 성인의 인격으로써는 

당연히 하늘의 덕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할 이치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다. 한 그는 “성인은 (사사로운) 자의식이 없으니 도와 더불어 하나

가 된다. 그러므로 이루어놓은 것이 비록 하늘의 사업이나 공 과 같

더라도 끝내 자신을 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이것이 성인이 

하게 되는 까닭이다”74)라고 해석한다. 그것은 성인의 인격에서 ‘사

사로운 자의식이 없음(無我)’은 바로 ‘도’ 내지 ‘하늘’과 일치되는 것이

요, 하늘과 일치된 인격을 이루고서도 겸허하여 자신을 한 존재로 

의식하는 마음이 없는 이 그 함의 근거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율곡은 『노자』의 이해에서 ‘수기’의 수양을 통해 성취한 인격

의 이상으로써 ‘성인’의 존재를 극 으로 표출시키고 있다. 그가 

『순언』에서 제시하는 ‘성인’은 바로 ‘도’ 내지 ‘하늘’과 일치되는 인격

이다. 따라서 ‘수기’의 수양론은 그 이상이 ‘성인’이요, 그 기 이 ‘천도’

이며, ‘수기’의 실천과정은 언제나 하늘을 따르고 받드는 ‘사천(事天)’의 

과제와 동일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 다.

73) 같은 곳, “萬物之資始生成, 莫非此道之流行, 體物不遺, 而不自有其能也.”

74) 같은 곳, “聖人無我, 道爲一, 故雖成如天之事功, 而終無自大之心, 此聖人之

所以爲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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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인’(治人)--치도의 원리와 과제

1) 치도의 근본

율곡은 『순언』에서 ‘도’의 실 방법으로 먼  마음을 수렴하여 욕

심을 제거하고 고요함을 수립하는 자신의 인격수양으로써 ‘수기’(修己)

의 단계를 제시하고, 이어서 안으로 ‘수기’에 근본하여 밖으로 남을 다

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치도(治道)로써 ‘치인’(治人)의 단계를 제시하

고 있다. 따라서 그는 『순언』 제26-36장에서 ‘치인’의 과제를 제시하

면서, 먼  그 ‘치인’의 근본이 ‘수기(수신)’에 있음을 확인하고, ‘치인’

의 실천을 한 기본원리로서 무사(無事)와 무 (無爲)를 제시하며, 나

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치도의 한 가지 과제로 용병(用兵)의 문제를 들

고 있다.

율곡은 안으로 인격수양(수기)에 근본하여 밖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치도(치인)가 실 되는 것임을 시하여, ‘치인’의 근본으로써 ‘수기’의 

치를 강조한다. 곧 『순언』 제26장 제1구의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안고 있는 것은 벗어나지 않는다(善建 不拔, 善抱 不脫)”라

는 구 에 해, “ 심을 세우고 극치를 세우니 이를 잘 세웠다고 하

고, 갓난아이를 보호하듯 하니 이를 잘 안고 있다고 한다.”75)고 해석하

다. ‘ 심을 세운다(建中)’는 것은 『서경』(仲虺之誥)에서 말하는 “덕

을 밝히는 데 힘써 백성에게 정(中正)한 도를 세운다(懋昭大德, 建中

于民)”는 뜻이고, ‘극치를 세운다(建極)’는 것은 『서경』(洪範)의 “그 

극치를 크게 세운다(皇建其有極)”는 말에서 나온 것이니, ‘건 ’과 ‘건

75)『순언』, 제26장, “建中建極, 是 善建, 如保赤子, 是 善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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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은 모두 자신의 인격 속에 정한 도를 확립하여 이를 사회 속에 

실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갓난아이를 보호하듯 한다(如保赤子)’는 

것은 『서경』(康誥)에서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 『순언』 제26장 제2구의 “자신에서 닦으면 그 덕이 참되고, 

집안에서 닦으면 그 덕이 하고, 마을에서 닦으면 그 덕이 오래가

고, 나라에서 닦으면 그 덕이 풍성하고, 천하에서 닦으면 그 덕이 넓어

진다(修之於身, 其德乃眞, 修之於家, 其德乃餘, 修之於鄕, 其德乃長, 修

之於國, 其德乃豊, 修之於天下, 其德乃普)”는 구 에 해, “진실한 이

치로 수신하여 그 함을 미루어 사람을 다스리면, 가정과 나라와 

천하를 다스리는 일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따름이다”76)라고 해석하

다. 곧 수신의 덕을 근본으로 하여 제가·치국·평천하로 확장하는 치

도의 실 과정을 밝히고 있다. 바로 『 학』에서 제시된 치도의 질서

가 『노자』에서 동일하게 제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율곡은 ‘수기’에 근본하여 ‘치인’을 실 하는 모범으로써 ‘성인’의 덕

을 주목하고 있다. 『순언』 제27장 제1구의 “성인은 쌓아두지 않으나, 

이미 남을 하여 썼지만 자기에게 더욱 많이 있고, 이미 남에게 주었

지만 자기에게 더욱 많아진다(聖人不積, 旣以爲人, 己愈有, 旣以 人, 

己愈多)”라는 구 에 해, “성인은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며, 자

기를 세우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남을 통

달하게 하며, 리 베풀어 을 구제하며, 자기에게는 소비하지 않으

니, 그 인애함은 더욱 융성하고 그 덕은 더욱 외롭지 않다”77)라고 해

76) 같은 곳, “以眞實之理修身, 推其餘以治人, 家國天下, 不外乎是而已.”

77)『순언』, 제27장, “聖人, 以己及人, 己立而立人, 己達而達人, 博施濟衆, 而於己

未嘗有費, 其仁愈盛, 而其德愈不孤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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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 다. 여기서 율곡은 성인의 덕이 자신에 근본하여 남에게로 나가

는 본말(本末)구조의 질서와 더불어, 남을 한 실천을 통해 자신의 덕

을 실 할 수 있다는 실천의 선후(先後)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노자』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유교  수기와 치인

의 실천원리를 극 으로 『노자』 속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율곡은 『순언』 제27장 제2구의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하고 해롭게 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남을) 하고 다

투지 않는다(天之道, 利而不害, 聖人之道, 爲而不爭)”는 구 에 해, 

“천도는 다만 만물을 낳는 것으로 마음을 삼으므로 이롭게 하고 해롭

게 하지 않으며, 성인은 이치에 순응하여 사사로움이 없으므로 (남을) 

하는 바는 있지만 (남과) 다투지 않으니, 이것은 성인이 하늘과 함께 

하며 따르는 무리가 되는 까닭이다”78)라고 해석한다. 이처럼 성인은 

천리에 순응하고 천도를 따름으로써 자신의 덕을 수립하 으므로 남을 

하고 남과 다투지 않는다고 보았다. 곧 성인이 덕을 닦아 남을 하

는 실천의 과정은 바로 만물을 생성하여 이롭게 하고 해롭게 하지 않

는 천도의 질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성인의 존재는 천도를 실천하는 

주체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율곡은 『순언』 제28-29장의 요지를 성인이 선한 행실과 말과 계책

을 가지고서 선하지 않은 사람을 교화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한

다. 곧 성인의 행 에 해 “조용히 도에 맞아서 자취를 볼 수 없고, 

말을 하면 법도가 되어 허물을 가리켜낼 수 없고, 생각하지 않고서도 

터득하며, 리 용하여도 합당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성인의 일

이다”79)라고 하여, 『 용』(20장)에서 말하는 성인의 덕인 진실함(誠)

78) 같은 곳, “天道, 只以生物爲心, 故利而不害, 聖人, 理而無私, 故有所爲而不

爭. 此聖人所以 天爲徒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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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 양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 『순언』 제28장 제2구의 “이 

때문에 성인은 항상 사람을 구제하기를 잘하니, 그러므로 사람을 버리

지 않으며, 항상 만물을 구제하기를 잘하니, 그러므로 만물을 버리지 

않는다. 이를 밝음의 계승이라 한다(是以聖人, 常善救人, 故無棄人, 常

善救物, 故無棄物, 是 襲明)”라는 구 에 해, 율곡은 “가르침에는 종

류의 차별이 없으니,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교화시키지 못할 사

물이 없다. 먼  앎을 얻은 사람이 나 에 알게 되는 사람을 깨우치고, 

먼  깨달은 사람이 나 에 깨닫게 되는 사람을 깨우치니, 그러므로 

그 밝음을 승함이 무궁하다”80)라고 해석하 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

고 깨우쳐 교화를 확산해가는 것으로써 밝음을 계승해가는 ‘습명(襲明)’

은 바로 ‘수기’를 기반으로 ‘치인’을 실 해가는 양상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순언』 제28장 제3구의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바탕이다(不善人, 善人之資)”라는 구 에 해, 율곡은 “선하지 못함에 

말미암아 가르쳐 선하게 하니, 곧 나의 인애함은 더욱 커지고 베푸는 

것도 더욱 넓어진다. 이것이 선한 사람의 바탕이라는 것이다. 선한 자

는 내가 더불어 하고, 선하지 못한 자는 내가 가르치니, 천하는 나의 

인애로 돌아온다. ‘백성은 나의 동포요 만물은 내가 함께 하는 것’이라

는 뜻을 여기서 볼 수 있다”81)라고 해석하 다. 곧 ‘치인’의 실 은 장

79)『순언』, 제28장, “從容中道, 而無跡可見, 發 爲法, 而無瑕可指, 不思而得, 而

汎應曲當, 此聖人之事也.”

80) 같은 곳, “有敎無類, 而人無不容, 物無不化, 以先知覺後知, 以先覺覺後覺, 故

其明傳襲無窮也.”

81) 같은 곳, “因其不善, 而敎之使善, 則我之仁愈大而施愈博矣, 此之 善人之資也, 

夫善 , 吾 之, 不善 , 吾敎之, 則天下歸吾仁矣, ‘民吾同胞, 物吾 也’之義, 於

此可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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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거(張橫渠)가 『서명(西銘)』에서 말하 던, “백성은 나의 동포요, 만

물은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포용정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 다. 나의 개체에 사로잡  다른 인간이나 만

물과 단 되는 사사로운 나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포용할 수 

있는 열린 자아의 실 이 ‘치인’을 실 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치인’은 사사로운 마음을 극복하는 데서 가능하

다. 『순언』 제29장 제1구의 “성인은 일정한 마음이 없고 백성의 마

음으로 마음을 삼는다(聖人無常心, 以百姓心爲心)”는 구 에 해, 율곡

은 “성인은 천하에서 털끝만큼의 사사로운 마음이 없고 다만 백성의 

마음에 근거할 따름이다”82)라고 확인하 다.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

음으로 삼을 수 있는 포용력과 사사로움의 극복이 바로 성인으로서 치

도를 실 하는 근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 『순언』 제29장 제2구의 “선한 자를 내가 선하다 하고, 선하

지 않은 자도 내가 선하다 하면, 덕이 선하게 되고, 미더운 자를 내가 

믿는다 하고, 믿을 수 없는 자도 내가 믿는다 하면, 덕이 미덥게 된다

(善 , 吾善之, 不善 , 吾亦善之, 德善, 信 , 吾信之, 不信 , 吾亦信之, 

德信)”는 구 에 해, 그는 “사람이 태어나면 함께 이 이치를 갖추고 

있으니, 성인은 백성에 해 선하게 하며 미덥게 하고자 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선함과 믿음이란 내가 이미 인정하 으니, 선하지 않고 

미덥지 않은 자는 한 반드시 가르쳐서 선하고 미덥기를 기약한다. 

만약 버려두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덕이 선하고 덕이 미덥다고 할 수 

없다”83)고 해석하 다. 이처럼 치도는 선하지 못한 사람과 미덥지 못

82) 『순언』, 제29장, “聖人於天下, 無一毫私心, 只因民心而已.”

83) 같은 곳, “人之有生, 同具此理, 聖人之於民, 莫不欲其善信, 故善信 , 吾旣許

之, 不善不信 , 亦必敎之, 以善信爲期, 若棄而不敎, 則非所 德善·德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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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도 그 성품의 바탕이 나와 같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하고 

미더운 것이라는 인식을 제로 자신의 덕을 모든 사람에게 실 하여 

선하게 하고 미덥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라 확인되고 있다.

2) 치도의 원리와 과제

율곡은 ‘치인’의 원리로 『노자』에서 시되고 있는 ‘무사(無事)’와 

‘무 (無爲)’의 의미를 주목하여 그 해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먼  

그는 『순언』 제30장 제1구의 “천하를 취하여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면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천하는 신명한 물건

이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해보려는 자는 실패할 것이고, 붙잡고 있

으려는 자는 놓칠 것이다( 欲取天下而爲之, 吾見其不得已, 天下神器, 

不可爲也, 爲 敗之, 執 失之)”라는 구 에 해, “천하는 신명한 물건

이라 제왕이 일어나는 것도 스스로 운수가 있어서 천하를 취하려는 마

음을 가질 수 없다. 천하를 어떻게 해보려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천

하를 붙잡고 있으려는 자는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다. 삼 (三代: 夏·殷·

周) 이상으로는 성스럽고 밝은 제왕이 모두 자신을 닦고 도를 다 실

하니 천하가 귀속해온 것이요, 천하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

다. 뒷날의 제왕은 혹 천하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천하를 얻은 자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천명이 있는 것이지, 오로지 지혜와 역량으로 추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84)라고 해석하 다.

이처럼 율곡은 천하를 다스린다는 치도의 원리로서 ‘무 ’의 정치가 

84)『순언』, 제30장, “天下, 乃神明之器也, 帝王之 , 自有曆數, 不可有心於取天下

也, 欲爲天下 , 必敗, 欲執天下 , 必失矣, 三代以上, 聖帝明王, 皆修身盡道, 

而天下歸之, 非有心於天下 也, 後之帝王, 或有有心於天下, 而得之 , 此亦有天

命存焉, 非 以智力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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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천명’에 순응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그는 천하를 취하여 다스려

보겠다는 인간의 의지로는 천하를 차지하여 다스리는 데 성공할 수 없

고, 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곧 치도의 기본원

리로써 ‘무 ’의 정치란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일을 도모하려는 태도

를 벗어나서, 천명에 순응하여 자신의 덕을 닦음으로써 천하가 로 

귀속되어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무 ’의 정

치를 행하는 모습을 서술하여, “성인이 천하를 다스림은 그 형세에 따

라 이롭도록 이끌어가며, 그 재질에 따라 돈독하게 해주며, 다만 심한 

것을 제거할 따름이니, 이른바 ‘천지의 도를 재량하여 이루어주고, 천

지의 마땅함을 도와서 바로잡음으로써 백성을 돕는다’는 것이다”85)라

고 하 다. 자기의 의지로 천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형

세를 따르고 각각이 지닌 재질을 따라서 성취시켜주는 것이 바로 ‘무

’의 치도라고 본다. 그것은 ‘무 ’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의지

와 단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무아’와 같은 뜻이라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결코 아무런 행 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명을 따

르고 상의 조건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 『순언』 제31장 제1구의 “일이 없음으로써 천하를 취한다(以

無事取天下)”는 구 에 해, 율곡은 “탕임 은 천하의 부강함을 탐낸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해 복수를 하 으니, 동쪽을 정벌하면 서

쪽에서 서운하다고 원망하 던 것이 이것이다”86)라고 해석하 다. 곧 

천하를 차지하는 것이 일이 없음으로 할 수 있다는 ‘무사(無事)’의 원

리는 바로 천하를 차지하려는 의도함이 없는 것이요, 백성을 해 일

85) 같은 곳. “聖人之治天下, 因其勢而利 之, 因其材而篤焉, 只去其已甚 耳, 所

裁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也.”

86)『순언』, 제31장, “成湯非富天下, 爲匹夫匹婦復讐, 而東征西怨,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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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천하가 자신에게 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순언』 제31장 제6구의 “재앙은 복이 의지하는 곳이요, 복은 재앙이 

엎드려 있는 곳이니, 가 그 극치를 알리오(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

伏, 孰知其極)”라는 구 에 해, “한번 다스려지고 한번 혼란해지는 

것은 기(氣)의 조화가 융성하고 쇠퇴함과 인간의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

함이 서로 원인이 되어 반복하는 것이니, 그 머물어야할 극치를 아무

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오직 함이 없는 자가 다스릴 수 있다”87)라고 

해석하 다. 여기서 ‘함이 없다’는 ‘무 ’도 자신의 뜻으로 의도함이 없

다는 것이요, 한번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워지는 끝없는 변화와 반복

의 실 속에서 사사로운 의도가 없는 ‘무 ’함으로써 하지 않음이 없

는 ‘무불 ’의 다스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율곡은 『노자』(43장)에서 언 한 ‘말이 없는 가르

침(不 之敎)’을 “성인은 말이 없으나 도를 체득함에 숨김이 없어 천체

의 형상이 밝게 드러나는 것과 같아서 언제나 사람에게 보여 다.”고 

해석하고, ‘함이 없는 이로움(無爲之益)’을 “지어서 하는 것이 없으나 

사물이 각각 사물에 맡겨져서 만물이 각각 그 자리를 얻는다.”고 해석

하 다.88)  곧 ‘말이 없는(不 )’ 가르침이란 언어로 표 되지 않았을 

뿐이지, 더욱 분명하게 도를 드러내어 제시하는 가르침이요, ‘함이 없

는(無爲)’ 이로움에는 의도 인 행 가 없을 뿐이지, 만물이 그 성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인간과 사물을 이롭게 하는 행

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87) 같은 곳, “一治一亂, 氣化盛衰, 人事得失, 反復相因, 莫知所止極, 而惟無爲

能治也.”

88)『순언』, 제32장, “聖人不 , 而軆道無隱, 天象昭然, 常以示人, 此 不 之敎

也, 無所作爲, 物各付物, 而萬物各得其所, 此 無爲之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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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의 과제로 끝에 덧붙여진 것은 ‘용병’(用兵)의 문제이다. 율곡은 

『순언』 제33-34장에서 ‘치인’의 과제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데 없을 

수 없는 일로 ‘용병’의 문제를 확인하면서, 용병의 ‘도’는 과감하게 함

이 마땅하지만 강하기를 힘쓰지 말아야 하고, 마땅히 일  그치게 할 

을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89)  『순언』 제34장에

서 “이겨도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니, 아름답게 여기는 자는 사람 죽이

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勝而不美, 而美之 는, 是樂殺人)”라고 언 한 

데 해, 율곡은 맹자가 “ 쟁을 잘 하는 자는 극형을 받아야 한다(善

戰 , 服上刑.<離婁上>)”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통

일할 수 있다(不嗜殺人 , 能一之.<梁惠王上>)”고 언 한 말로써 그 의

미를 확인하고 있다.

치도의 문제에서 율곡은 결론 으로 ‘무 ’가 이루는 성과를 주목하

다. 곧 『순언』 제35장의 “도로써 天下에 임하면 그 귀신이 신령스

럽지 않고, ··· 신령이 백성을 해치지 않으니,  성인도 백성을 해치지 

않으며, 둘이 서로 해치지 않으므로 덕이 서로 귀의한다(以道莅天下, 

其鬼不神, 非其鬼不神,···非其神不傷民, 聖人亦不傷民, 夫兩不相傷, 故德

交歸焉)”는 구 에 해, “성인이 천하의 사람과 귀신을 다스리는 것은 

각각 그 도를 얻으니, 음양이 조화하고 만물은 다스려져서 그 사이에 

사특한 기운이 없다. 그러므로 귀신에 혹하고 괴이한 변괴가 없으니 

이를 그 귀신이 신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어  귀신의 괴이함이 

백성을 다치게 할 수 있겠는가.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을 다치게 하지 

않으므로 사람과 귀신이 서로 기뻐하고, 모든 덕이 서로 귀의함이 이

와 같다”90)고 해석하 다. 곧 성인의 치도는 이치에 합당하여 사람과 

89)『순언』, 제33장, “旣盡治人之說, 而兵亦有國之勢不能去 , 故 用兵之道, 宜

果而不務强, 且宜早知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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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각각 제 자리를 얻으며 간사하고 괴이함이 끼어들 수 없음을 

말한다. 천도를 따라 조화를 이루는 다스림은 자신의 사사로운 의지가 

없는 ‘무 (無爲)’의 다스림이면서, 동시에 귀신이나 자연 상의 간사하

고 괴이함도 없는 ‘무사(無邪)’의 다스림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후세에 부처와 노자를 숭상하여 법도에 어 난 제

사를 리 펼치고 사찰과 도 (道觀)이 서로 바라볼 만큼 많은 것은 반

드시 그 귀신을 신령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진실로 이 책(『노자』)

의 죄인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이미 지할 수 없는데다가  따

라서 미혹시킨다면 어  도리에 어그러진 것이 아니겠는가”91)라고 하

여, 『노자』의 본래 가르침과 후세에 부처나 노자를 숭배하여 신령에

게 화복을 비는 행 가 상반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노자를 

그릇되게 숭배하는 행 를 지해야 할 것을 역설하면서도 『노자』의 

진정한 가르침을 깨우쳐야할 것으로 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율

곡은 치도의 올바른 질서를 이치의 합리  지배가 실 되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치도가 이루어지면 귀신의 존재도 신령함을 

잃고 이성  합리성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만큼 귀신의 신령함을 강조하는 신앙  열정을 치도가 이루어지지 못

한 사회  병리 상으로 보는 것이라 하겠다.

율곡은 끝으로 ‘수기’나 ‘치인’의 모든 일에서 시작과 끝마침을 신

하게 하여 미연에 방할 것을 강조한다. 『순언』 제38장 제2구의 

“쉬운 일에서 어려운 일을 도모하며, 미세한 일에서 큰 일을 하니, 천

90)『순언』, 제35장, “聖人之治天下人神, 各得其道, 陰陽和而萬物理, 無有邪氣干

其間, 故鬼神無眩怪之變, 此 其鬼不神也, 豈有鬼怪傷民 乎, 聖人之治, 不傷於

民, 故人神胥悅, 衆德交歸如此.”

91) 같은 곳, “後世崇尙佛老, 廣張淫祀, 寺觀相望, 必欲使其鬼有神, 眞此書之罪人

也, 治世 , 旣不能禁, 又從而惑之, 豈不悖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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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미세한 데서 일어난다(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 天下之難事, 必作於易, 

天下大事, 必作於細)”는 구 에 해, “선과 악은 모두  쌓이는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약 작은 일을 미미하다고 하여 소홀히 

하고 쉬운 일을 걱정할 것 없다고 하여 신 하게 하지 않는다면, 작은 

일은 반드시 커질 것이고 쉬운 일은 반드시 어려워질 것이니. 마땅히 

그 시작을 신 하게 하고 그 끝마침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92)고 해석

하 다. 시작을 신 하게 하지 않으면 끝에는 후회가 따를 것이고, 쉬

운 일을 신 하게 하지 않으면 끝에는 구제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

게 될 것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시작에서 끝맺음까

지(始終)와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難易)의 문제는 바로 수양과 치도의 

실천에서 신 하기를 요구하는 기본과제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율곡은 『순언』 제36장 제5구의 “안정할 때 지키기 쉽고, 아직 조짐

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도모하기 쉽고, 무른 것은 가르기 쉽고, 미미한 

것은 흩어지기 쉬우니, 아직 생겨나기 에 처하고, 아직 어려워지기 

에 다스려야 한다(其安易持, 其未兆易 , 其脆易泮, 其微易散, 爲之於

未有, 治之於未難)”는 구 에 해, “모든 일은 시작을 신 하게 하면 

끝마침에 반드시 근심이 없을 것이니, 자신을 닦음에 있어서는 ‘멀지 

않아 회복 된다’는 뜻이 되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하늘에서 비

가 오기 에 둥지의 입구를 수리한다’는 뜻이 된다”93)고 해석하여, 

『주역』(復卦, 初九)과 『시경』(豳風·鴟鴞)의 말로써 ‘수기’와 ‘치인’에

92) 『순언』, 제36장, “善惡, 皆由積漸而成, 若以細事爲微而忽之, 以易事爲無傷而

不愼, 則細必成大, 易必成難, 當愼之於始, 而慮其所終也.”

93) 같은 곳, “凡事愼始, 則終必無患, 在修己, 則爲‘不遠而復’(復卦, 初九), 在爲國, 

則爲‘迨天未雨綢繆牖戶’(豳風·鴟鴞)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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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을 신 히 하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율곡은 『노자』 

해석에서 ‘무 ’의 세계로 탈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신

하게 행동하고 세심하게 사려하는 실천  자세의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6. 율곡의『노자』이해가 지닌 의미

율곡이 『순언』을 술한 것은 45세 때(1580)로 보인다.94)  곧 송익

필은 1580년 율곡에게 보낸 편지에서 『순언』에 해 비  견해를 

밝 , “지난번에 호원(浩原: 成渾의 字)과 향양(向陽)에서 서로 만나 형

이 새로 편찬한 『순언』 한 질을 보았는데, 재기가 시켜서 한 것 같

아서, 형을 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주자가 『주역참동계(周易參同

契)』에 남긴 뜻이 없는 것입니까?  거듭 세상의 도리를 해 탄식이 

일어납니다. 차이를 억 르고 동일시하고자 하는 것은 『노자』의 본

래 취지를 잃는 것이고, 우리 도(유학)에도 구차스럽게 동일시하는 

의가 있으며, 주석도 한 억지로 끌어다 합치시킨 것입니다. 형은 끊

어진 (도를) 이어갈 것을 기약하여 마땅히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여유에 짓기를 희롱하는 것은 내가 형에게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95)라고 하 다. 여기에 『노자』를 보는 송익필의 시각과 율곡의 시

94) 丁垣在교수는 宋翼弼이 『醇 』에 해 언 하고 있는 율곡에게  편지 ｢

叔獻書｣(『龜峯集』(권4, 35,‘玄繩編上)에 의거하여, 1580년에는 『醇 』이 

완성되어 책으로 묶여져 있었음을 고증하 다.

95)『龜峯集』, 권4, 35, ‘玄繩編上· 叔獻書’, “日 , 浩原相 于向陽, 見兄新編

諄 一帙, 似爲才氣所使, 爲兄致疑焉, 抑無乃朱晦庵參同契遺意耶, 重爲世道

歎, 屈異而欲同之, 失 子本旨, 而於吾道, 亦有苟同之嫌, 註又牽合, 兄以繼絶爲

期, 宜日不暇及, 而 文墨於餘地, 非吾所望於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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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요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송익필의 견해는 『노자』와 유교사상이 다르다는 차이를 시한 것

으로 당시 도학자의 일반 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율곡

은 『순언』을 통해 『노자』와 유교사상이 소통할 수 있다는 일치를 

시하는 견해를 제시하 다. 물론 율곡은 『노자』와 유교경 이 그

로 일치할 수 있는 것으로 단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홍계희의 지

처럼 경 에 상반되고 이치에 어 나는 것을 제거하고 성인의 가르

침에 해롭지 않을 것을 추려내어 책의 제목을 ‘순언’(醇 )이라 이름붙

을 수도 있다. 여기서 율곡의 『노자』를 보는 기본 은 『노

자』와 유교의 ‘도’가 근원 으로 소통하는 폭넓은 기반이 있다는 사실

을 『순언』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하 던 것이 사실이다. 그 다

면 『노자』에서 차이를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찾으려는 율

곡의 이 사상사에서 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정통을 높이고 이단을 배척하면서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당시 도학

자의 공통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16세기 도학의 주도  인물의 한사

람인 율곡이 『노자』가 이단의 서 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교사

상과의 ‘일치’를 확인하는데 진지한 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에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시사 을 찾아볼 수 있다. 먼  율곡의 도학정신은 도

통의 수호에 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학이념을 근원 으로 

통찰하는 데 을 두고 있는 사실을 보여 다. 곧 학통계승형이 아

니라 이념성찰형 사유태도를 지닌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율곡의 

『노자』 이해는 유교사상과 립구도 속에 고유한 특징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교사상과의 공통기반 에 조화가능성을 발견하고 있

다. 곧 분별과 특성의 논리가 아니라 포용과 동화의 논리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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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그것은 도학이념이 정통주의와 이단배척을 기본특징으로 

하지만, 여기에 매몰되지 않는 본질  가치에 한 성찰과 다양성의 

포용을 통한 보편  질서를 확립하려는 태도가  하나의 특징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순언』의 체제는 5년 앞서 1575년 술된 율곡의 표  술이라 

할 수 있는 『성학집요』의 체제와 매우 많은 유사성을 보여 다. 

『성학집요』가 첫머리에 통설(統說)로써 『 용』 제1장과 『 학』 

경1장을 제시한 것은 『순언』의 첫머리에 도체를 제시한 것에 상응한

다고 할 수 있으며, 『성학집요』가 심의 골격을 수기(修己)·정가(正

家)· 정(爲政)으로 이루어진 것과 『순언』이 수기와 치인으로 이루어

진 것은 기본 으로 상응하는 것이다. 다만 유교 통에서 시되는 ‘정

가’의 문제가 『노자』에서는 독립시켜 표출하기 어려움이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성학집요』의 끝에는 성 도통(聖賢道統)을 제시하 는

데, 『순언』에서는 행도(行道)의 문제를 제시하여 그 내용은 다르지만 

긴 한 응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다면 율곡은 머리

의 ‘도체’와 몸통의 ‘수기·치인’과 꼬리의 ‘행도’라는 유교이념을 이해하

는 기본구조 에서 『성학집요』와 『순언』을 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율곡이 『노자』를 철 히 유교이념체제와 일치성의 시

각에서 수용하고 재해석한 사실을 말해 다. 여기서 율곡의 『노자』 

이해는 한편으로 유교와의 조화와 일치의 에서 수행되었던 것이

요, 동시에 『노자』의 본래 의미를 상당부분에서 왜곡했을 가능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유교이념의 체계 에서 포용  이해를 

철하기 해서는 『노자』의 체제를 상당부분 변형하지 않을 수 없

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순언』 40장은 더 이상 『노자』의 독자  

이념체계를 잃어버리고 유교이념체계에 순치되어 재창조된 것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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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순언』은 『노자』의 새로운 이해를 통해 『노

자』의 독특한 면모를 잃어버린 면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무

-무불 ’의 체용구조 속에 ‘무 ’의 학(玄學)에서 벗어나고, ‘수기-치

인’의 본말구조 속에서 수양론과 치도론의 구체  역할이 확인되며, 

‘무아-무기’(無我·無棄)의 실천체계로써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아무 

것도 버리지 않는 인격  이상으로써 성인의 역할을 밝 으로써, 

『노자』를 유교이념의 빛으로 비추어  하나의『노자』세계를 새롭

게 열어주는 사실이 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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