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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재 

(서울대학교 철학과 전임강사) 

l.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이이(李理) 철학의 형성 과정을 추적해 보고， 이를 시기별 

로 구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는 이이 철학의 내적 변화 양상에 그다지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율곡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이의 글은 모두 이 같은 ‘단일 

한’ 이이 철학의 산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런 전제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율곡은 “23세 때의 「천도책」이나 40세 때의 『성학집요』나 

47세 때의 「인심도심설」에 나타난 학설의 주장이 시종일관하여 변함 

이 없었다"1)는 류승국의 주장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 암묵적으로 동 

의하는 채무송， 이동준， 송석구， 황의동， 윤사순， 장숙펼 등 주요 연구 

자들은， 이이 철학을 재구성하는 자료로 이이가 20대에 쓴 글과 40 

대에 쓴 글들을 별다른 구분 없이 뒤섞어서 사용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20대에 이이가 지은 글， 특히 과거 답안의 특 

징 때문이기도 하다. 이이는 20세부터 29세까지의 오랜 과거 시험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몇 차례 초시에서 장원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대과에서 낙방하기도 한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이후에도 사가독서 

의 기간을 보내고 승진을 위한 시험을 치르면서 많은 시험답안 형태 

의 글을 남긴다. 그는 「천도책」， 「문무책」， 「사생귀신책」， 「시폐칠조 

책」， 「성(誠)책」 등 17편의 책(策)과 「사자언성의」 등 5편의 의(疑)를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읍. 

1) 柳承國 r뽕유哲學의 根本精神」， r東첨閔泰植古fffl紀;운: (1됨敎學論蕭~， 1972，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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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겼으며， 이것들의 대부분은 『율곡전서』의 『습유』 부분에 실려 있 

다.2) 이는 개인 문집에 수록된 것으로서는 가장 많은 편수의 시험 

답안으로서， 이 글의 내용만을 분석한 박사논문이 있을 정도이다.3) 

이 글들은 시험 답안이라는 특성상 하나의 주제에 관해 잘 요약된 

논술을 담고 있는 탓에， 명확하고 압축된 진술을 원하는 연구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과거 답안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이 철학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연구자의 편의만을 앞세운 태도라고 할 수 있 

다. 우선 이 글들은 ‘시험 답안’의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이를 순전한 이이 철학의 결과물이라고만 볼 수 있는지조차도 논 

란이 될 수 있다. 이 글들은 대부분 예시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이가 작 

성한 답안의 논지를 이미 상당한 정도로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등장한다. 그래서 질문이 유도하는 대로 대답하다 보니，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답안도 발견되곤 한다. 즉 어디까지가 이이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시험관 개인 혹은 당시 사대부 일반의 견해인지를 분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답안들에서 나타난 이론들 

은 이이가 37세 이후에 정립한 것들과는 크게 다른 점이 많이 나타 

난다. 이 점에서 기존의 연구는 왜 이 글들 대부분이 『율곡전서』의 

본책이 아닌 『습유.JJ(給遺 : 빠뜨린 것을 주워 모음)에 실려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이의 사상 형성과 관련해서， 그의 생애를 대략 

성장기(19세까지)， 수련기 (20서11-29세)， 모색기(30서11-36세)， 정립기 (37 

세 이후)의 네 시기로 구분할 것이다 이 중 마지막 시기인 정립기가 

시작하는 37세에， 이이는 성혼과 이기， 사단칠정， 인심도심에 대해 왕 

복 서신으로 토론하면서， ‘이통기국(理通氣局)’， ‘심시기(心是氣)’， ‘성 

섬정의일로(性心情意一路)’ 둥 이기론과 심성론상의 핵심 명제를 제 

2) 대부분 r율곡전서』의 『給遺~ 4-8L -6-47，에 수록되어 있으며 r易數策J 

「천도책 J 
있다다 . 

3) 김태완 r율곡의 실리사상에 관한 연구J ， 숭실대 박사논문， 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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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비로소 자신의 철학을 정립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론 

적으로， 이이의 철학적 견지는 37세 이후에 명확해졌음을 밝히고， 이 

이 철학은 37새 이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 

할 것이다. 

2. 이이 철학의 형성 과정 4) 

1) 성장기 

성장기(1536-1554)는 이이가 19세에 절에 들어가 승려 생활을 하 

기까지의 시기이다. 

이이(李짧: 1536-1않4， 중종31 선조17)의 자는 숙헌(채敵)이고 호는 

율곡(뽕갑)5) 또는 석담(石湮)6)이며 관향은 풍덕군 덕수(豊德、都德水)7) 

이다. 이이는 이원수(李元秀)와 평산 신씨(平山申民)의 4남 3녀 중 3남 

으로 외가인 강릉에서 태어났다. 이이의 집안은 요절했던 조부를 제외 

하면， 대대로 관직에 나갔다. 아버지 원수는 사헌부 감찰(정 6품)을 지 

냈으며， 증조할아버지 이의석(李宜碩)은 홍산(鴻山) 현감(종6품)을 지 

냈다. 또， 아버지 원수의 당숙8)인 이기(李즙， 1476-1552) . 이행(李감， 

1478-1534) . 이미(李微， 1484-?) 형제는 당대의 실권자였다.9) 이 때 

문에 이이는 자신의 가문을 ‘대대로 나라의 녹을 먹어 온 집안(世禮之 

家)’10)으로， 스스로는 ‘세신’(世댄)11)으로 자처하고 있었다 12) 

4) 이 장의 서술은 정원재 r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연구J ， 서울대 박사논 

문， 2001을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5) ‘율곡’은 이이 집안의 농장이 있는 경기도 파주 파평면 율곡리의 이름을 딴 것 
이다 이이는 벼슬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파주에 거주한 적이 많았다 

6) 이 호는 이이의 처가가 있던 해주의 지명을 딴 것이다. 
7) 현재의 경기도 開豊那.

8) 즉， 이이의 재종조부. 

9) 이행이 강롱 부사로 재임할 때의 인연으로 이이의 부모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강릉에 전해진다(이종호~율곡: 인간과 사상J ， 지식산업사， 1994, 13 
쪽)， 또， 이원수가 이기의 집에 드나들자， 부인 신씨가 이를 말렸다고도 한다 
(李股相 u사임당과 율곡』 成文!챔， 1966,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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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이의 집안은 뒤에 동서 당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심의 

겸(沈義讓， 1535~ 1587)의 집안과도 연고가 있었다. 심의겸의 할아버 

지는 심연원(沈連源， 1491 ~ 1558)이었고， 심연원에게는 심봉원(沈逢源， 

1497• 1574) . 심통원(沈通源， 1499~?)의 두 아우가 있었는데， 이 중 

심봉원은 이이의 할머니인 남양 홍씨의 종모제(從母弟)였다 13) 이 인 

연으로 이이는 어려서부터 심봉원의 집을 드나들면서14) 심씨 집안 

사람들과 사귀었다. 이이는 심봉원의 서재에 부친 「우송당기J(友松堂 

記)를 지어 주기도 했고， 그가 죽자 그의 묘지명을 짓기도 했다. 또， 

심의겸의 아버지 심강(沈鋼， 1514~ 1567)의 제문을 짓기도 했다. 이이 

는 동서의 당쟁이 문제 된 이후까지도 심의겸과 친교를 유지했는 

데，l5) 이 때문에 이이는 동인들에 의해 심의겸을 편드는 사람으로 

공격받기도 했다 16) 

이이는 어려서는 외가인 강릉에서 지냈으며 6세가 되어서야 어머 

니를 따라 한양으로 왔다. 이후 그는 한양과 파주를 오가며 살게 된 

10) r節副校理流J (1568) , 3-21 L -22 기， 況댄生於世條之家， 受國탱恩， 摩뺑難뼈 t 

11) r答成浩原J(1565) ， 9-241 , 짧本世섬!Æ.; r與宋雲長J(1564) ， 11-21 1 ， 且짧素 

是世덴.; r離校理仍陳情院tJ ， 3-251-, 따本世家之따也. 
12) 또， 이이는 파주， 강롱， 해주 둥에 연고를 두고 자주 옮겨 살았지만， 스스로는 

한양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r離副校理流J(1568) ， 3-211 , I표本漢陽 →布

衣也. r解校뺑仍陳↑휩流J ， 3-25 L , 많世居漢城 
13) r友松堂記J(1569) ， 13-401-411 , 曉짧沈公<名， 逢源>之第， 依華llJ麗， 願有

致....... (411)沈公， I다祖母之從母弟也 

14) r 떼저l敎寧府事沈公幕誌銘J ， 18-171 , 짧自少出入公家， 不可謂不知公者.

15) 이이는 41세 때에 벼슬에서 물러나 파주에 있으면서， 송익필과 서실 지을 일 
을 의논하며 심의겸의 견해를 구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 r與宋雲長J ， 11-22 1 ， 
熊灌事， 切欲 -見方il;x.細論， 而냥不能得， 可솟fl째西無興Æ. 여기서 ‘方쩌’은 심의 
겸의 자이며， ‘熊澤’은 이이와 송익펼이 서실을 지으려는 곳이다. 

16) 이이와 심의겸의 관계를 비난한 宋應厭의 상소에 의하면， 이이가 생원시에 합 
격하고도 예전에 승려 생활을 했었다는 이유로 성균관의 공자 사당에 참배할 
수 없게 되자， 심통원이 주선하여 무마한 적이 있으며， 과거 급제 후에는 심의 
겸의 천거로 청요직에 발닥되었다고 한다(~선조실록~ 16년 7월 16일 6未).
한편， 이이는 1닮6년에 사간원 정언일 때 심의겸의 형인 沈仁讓의 승진을 철 

회할 것을 청한 계를 올렸다. 1567년에는 이조 좌랑으로서， 육조의 낭관들이 
공동으로 심통원을 논박할 때 참여했으며， 이때 심통원은 관직을 삭탈당했다. 
또， 1681년에는 심의겸의 파직을 청하는 계를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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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13세 때 (1548， 명종3)에 진사 초시에 합격함으로써 일찌감 

치 신동으로 불렸다. 그러나 16세에 어머니의 죽음을 당하여 큰 충 

격을 받은 데다， 뒤이어 아버지가 맞은 서모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잦자，l7) 어머니의 상을 치른 후 결국 금강산에 입산하여 승려가 된 

다 18) 비록 금강산에서 지낸 기간은 1년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 일은 

평생 그를 괴롭히는 이력으로 따라다닌다. 

한편 19세를 전후해 이이는 성혼， 송익필， 정철 등 나중에 그의 학 

문적 정치적 동료가 되는 이들과 사귀게 된다 19) 이 시기에 이이는 

주로 문장 수련에 열심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20) 아직 사상적으로 주 

목할 만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7) 이이의 입산 동기에 대해서는， 황준연의 견해를 따랐다~율곡철학의 이해.1， 서 
광사， 1995. 11의 46-49쪽과 『이율곡， 그 삶의 모습.E， 서울대 출판부， 2000. 9 
의 39-45쪽 참조 

18) 이이는 선조에게 올린 소에서 자신이 1년 동안 금강산에서 지냈던 사실을， 다 
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r辦副校理l流J (568), 3-21 끼 牛]不辰류喪鉉、母， 
以동寒悲， 途에:t~뽑敎， 휩’합水潤， 反覆沈迷， 因싸本心， 走入深LlJ ， 從뿜;禮門， 펴周 

-年. 또 「선조실록.1 8년 6월 24일(辛JJP)조에는 이이가 선조에게 자신이 “소 
시에는 輝學을 자못 좋아하여 여러 땀을 두루 보았으나 휩實한 곳이 없음을 
깨닫고 꿰學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李植에 따르면， 금강산 
에서 이이는 생불이 나왔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r附錄」六 「꿇家記 

述雜錄J ， 38←5 기， 李植의 말， j-九歲， 人金剛山， 從뽑成定， 11J 이1講듬生佛버옷， 

많띠省↑콤其非， iιïfö專精止學， 罵덤力行<w，r￥:堂雜휠>. 

19) 성혼은 이이 집안의 농장이 있는 파주에 살고 있었다. 정철은 성혼과 친구였 
던 연고로 이이와 교제하게 된다， 송익펼과 이이가 친교를 맺게 된 데에는 李

之l펴의 형인 李之著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산 이씨 집안과 이이 
집안은 世交가 있었는더IW짱季正<之審〉文J ， 14-13 L , 따~'d、子， 世찢通家， ↑좁 
義웹深， j南↑f!~n{PJ?)， 이지번이 고양의 龜황 아래 살고 있었으므로 이이는 자주 

이곳을 방문했으며， 이때 역시 같은 곳에 살던 송익필과 알게 된 것 같다(r龜 
횡 F해李可評<之審> J , r龜옳草堂風雨微曉J ， 1-26 L ). 송익필이 살았던 곳은 

현재의 행정 구역상으로는 파주군 深꾀llJ 구봉 아래 11J南里에 해당한다(이종 
호~구봉 송익필. 타고난 멍에를 젊어지고 산 철학자.1， 일지사， 1999. 11, 
37-39쪽 참고). 한편， 이지함은 이이 · 성혼 · 송익필을 가리켜 ‘우리 마을 사람 

(흠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r土우先牛遺事J ， r:i亨先牛遺혐~.J f) 
20) 이이가 이 시기에 사권 친구 중 崔펴(최립)은 송익펼， 그리고 이지번의 아들인 

추IIJ海 동과 함께 ‘八文章’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宋R강烈 r짧h겁 
文」， r짧*集.J 10-10 1 , 自是聲名著閒， ff與tz.'i한→ ITIH佳許者， 李LIJ海 · 짧慶섭 · 
白光勳 • 崔꾀 • 李純仁 · 尹새然 · 씨應밟也，H;J人號젠八X 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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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련기 

수련기(1555-1564)는， 이이의 나이 20세부터 이이가 29세에 과거 

에 급제하기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이이가 관직 진출을 준비하 

던 때이다. 절에서 나온 후에 이이는 20세인 1555년에 「자경문J ( 빔 

警文)을 지어， 승려가 되었던 일을 반성하고 다시 과거 공부에 전념 

하여 벼슬길에 나아갈 것을 결섬한다. 그래서 21세와 22세에는 한성 

시에서 연달아 장원이 되었고， 24세에는 별시 초시에서 장원이 되었 

다. 그러나 정작 대과에서는 낙방하였고 26세에는 아버지의 상을 당 

하기까지 한다，21) 3년상을 마친 뒤 1564년에 마침내 이 이는 7월에는 

생원과 진사에， 8월에는 명경과에 급제하여 호조좌랑을 제수받는다. 

이 시기에 특기할 일은 이황과의 만남이다. 이이는 22세 되던 

1557년 9월에 성주(星州) 목사 노경린(盧慶職)의 딸(1541-1592)과 

혼인하였다. 이듬해 그는 장인의 임지인 성주에서 강릉 외가로 가는 

도중， 예안 도산에 들러 당시 58세였던 이황을 방문하고 이틀 동안 

강론하였다. 이 만남 이후 이이는 이황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황 

의 철학적 견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22) 

이 시기 이이의 사상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는， 「천도책」， 「성책」 

(誠策) 등의 글이 그러하듯， 주로 과거 답안의 형태로 작성된 것이다. 

이 글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 이이는 신유학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략적인 이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1) 이즈음 이이의 친구들은 과거에 잇달아 급제한다. 먼저 이이가 26세 되던 
1561년 식년시에서는 최립이 23세의 젊은 나이에 장원으로， 이산해가 병과로 

급제하고， 다음 해 별시에서는 정철이 장원으로， 심의겸이 을과로 급제한다‘ 

22) 1닮8년에 그들은 두 차례 편지를 교환한다 펀지에서는 학문적 토론 외에도， 

이이가 불교에 빠졌던 사실을 두고 이황이 그를 격려하기도 하고， 이이가 과 
거에 낙방한 것을 이황이 위로하기도 한다. 이후에도 그들은 여러 차례 편지 

를 주고받는데， 그 중 사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이가 35세 때인 1570년의 서 
신 교환이다 이이가 이황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는 『율곡전서~ 9-2 , -14 L 

에 수록되어 었다. 또， 이황이 이이에게 보낸 편지는 『퇴계집 ~ 14-17 ， -41과 

r퇴계속집J 3-24 ， -26，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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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색기 

모색기(1565-1571)는 30세에서 36세 되는 해까지로， 이 시기는 이 

이가 청년 관료로 활약하면서 사상적으로는 그가 나아갈 길을 찾던 

때이다. 이이는 1565년에는 예조좌랑과 사간원 정언， 1566년에는 이 

조좌랑이 되었으며， 1568년에는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가， 서장관으로 

차출되어 명에 갔다온 뒤에는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다. 또， 1569년에 

는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 그러다가 1570년 10월에 관직을 그만 둔 

뒤 이후 처가가 있는 해주와 파주를 오가며 지냈다.영) 1571년에도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기를 거듭하다가 6월에 청주 목사로 부임하 

였으며， 그는 여기서 「서원향약.J (西原獅約)을 지었다. 

이 시기에 이이가 남긴 저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34세인 1569년 

9월에 임금에게 올린 「동호문답.J (東湖問答)이다. 모두 11조로 된 이 

저술에서， 이이는 “간특한 자를 물리치고 현명한 사람을 진출시키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옛날의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혜택을 

베풀어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이다”껑)라고 하여， 관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도의 개선에 두면서 경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다. 여 

기서 알 수 있듯이， 경세론에서는 이 시기에 이미 이이 철학의 특색 

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형이상학에서는 여전히 자 

신의 견해를 세우지 못한 상태였다. 곧 모색기에 이이는 경세론에서 

는 제도 개선의 견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심성론과 수양론에서는 이 

황의 주장에 어정쩡하게 이끌려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정립기 

정립기(1572-1584)는， 이이가 37세에 성혼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철학을 정립한 이후부터 49세로 죽기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이는 철학자로서， 정치가로서 눈부신 활약을 보인다. 37 

23) 이때부터 1572년 여름에 성흔과 서신으로 문답할 때까지 실제로 이이가 관직 
에 있었던 것은， 청주 목사로 있던 9개월 정도였다. 이이는 이때 어느 정도 시 
간적인 여유를 얻어 철학적 탐구에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확립하게 된 
듯하다. 

24) r東湖問答J ， 15-12 1 ， 所貴乎去흉而進賢者， 只薦除其舊뽕， 布其新惠 以救民牛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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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 1572년에 이이는 일시 사직하고 파주로 돌아갔다. 그는 여기서 

성혼과 이기， 사단칠정， 인심도심에 대해 왕복 서신으로 토론하면서， 

‘기발이승’， ‘이통기국’， ‘심시기’， ‘성심정의일로’(性心情意〕路) 등 이 

기론과 심성론상의 핵심 병제를 제시한다. 한편， 같은 해 7월에 영의 

정을 지낸 이준경(李浚慶)은 죽기 직전에 선조에게 유차(遺劉)를 올 

려서， “붕당의 사론(私論)을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순왕 

후의 동생으로서 당시 서서히 권력의 핵심에 진입하고 있던 심의겸 

이 붕당을 형성할 조짐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껑) 이 차자가 파 

문을 일으키면서 선조가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이는 이준경을 

반박하는 「논붕당소」를 올려 심의겸을 옹호함으로써， 뒤에 본격적인 

동서 당쟁 과정에서 그가 수행할 역할을 예고했다. 즉， 이이는 37세 

되던 선조 5년 1572년에 철학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자신의 견지 

를 명확히 확립하고 밝힌 것이다. 이후 이이의 생애는 이때 수립한 

자신의 견지에 근거하여 이를 실행하고 확장해 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6) 

이이는 1573년에 홍문관 직제학， 동부승지가 되었고 1574년 우부 

승지가 되었으며， 이때 1월에 왕명에 따라 「만언봉사J (萬듬封事)를 

올렸다. 이는 이이의 경세론을 집약한 것이며 동시에 성혼과의 문답 

에서 확립한 이기론과 심성론을 기초로 궁리 · 거경 • 역행의 3조목을 

근간으로 하는 수양론 체계를 제시한 저술이다. 이이는 계속해서 병 

조 참지， 사간원 대사간， 황해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1575년， 이이가 40세 되던 이 해는 이이의 생애에서 한 정점이었 

다. 명종 말 선조 초에 걸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순 

왕후 섬씨가 1월에 죽었다. 이것은 심의겸의 권력 기반이 일시에 허 

물어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외척인 심의겸을 축출하려 

는 동인과， 심의겸의 편에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서인의 대립이 점 

25) r선조실록~ 5년 7월 7일(벚寅) 기사 참조 

26) 이 점에서 1572년은 이이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따라서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이의 생애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도 있겠다. 필자가 
발표한 글에서도 주로 37세 이후의 자료에 근거하여， 이이의 철학적 견지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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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격화되었다. 서인의 견지에서는 바야흐로 위기를 맞게 된 이 상 

황에서 당시 외직인 황해도 관찰사로 있던 이이는， 2월에 상소하여 

임금에게 너무 애통해 하지 말 것을 청했다. 다시 3월에는 ‘병으로’ 

체직하여 파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홍문관 부제학을 제 

수 받고 상소하여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이이는 4월에 들어 

가 사은하고 또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그는 ‘마지못하여’ 취 

직했다. 이때 이이의 이 같은 거취에 대해 선비들 사이에 논란이 일 

자， 이이는 “임금이 애통해 하는 때에 착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옛 

날과 다른 까닭”에 다시 벼슬에 나아갔노라고 변명했다.5월에 박순 

(朴淳) 등이 서경덕에게 증직하도록 청하자， 이이는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선조를 “서경덕은 다른 이와 달리 스스로 깨달은 묘 

리가 많다”고 설득하여， 우의정을 증직토록 했다.27) 

동인과 서인의 대립은 우연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 해 8월에 

밖으로 표면화된다. 재령군에서 종이 주인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좌의정 박순이 위관이 되었다.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 대사간 허엽， 

사간 김효원 등이 서인의 영수인 박순을 추고하도록 청했는데， 양사 

에서 오직 사헌부 대사헌 김계휘와 정언 조원(超援)만이 대신을 추궁 

토록 한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이이는 김계휘 등의 주장에 동의하 

여， 김계휘， 조원을 제외한 양사의 관원이 모두 체직해야 한다고 했 

으나， 결국 허엽， 김계휘 등이 모두 물러나고 조원만 출사하게 되었 

다. 이후 김계휘는 평안감사로， 이후백(李後 l그)은 함경감사로 나갔으 

며， 유희춘은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이 사건 이후 이이는 

당시 동인의 젊은 지도자인 김효원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기세를 

꺾어 놓지 않으면 반드시 폐단이 있으리라 여겨져서， 그의 기세가 성 

할 때에 기세를 꺾는 계획을 쓸” 생각을 하게 된다.28) 10월에 이이 

27) 이는 초기 서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박순， 민순， 남언경， 박민헌 등 서경덕 
제자들의 뜻을 수용함으로써， 전체 서인의 결집을 다지는 의미를 지닌다. 

28) r答鄭季패J(575) ， 12-7 L , 及請推左相， 出重悔之後， 휩疑轉深. 目見廠朋濟， 쳤 
寫相I1kq禮， 因致有勢씹， I뎌意若不少推其錢， 將有後뺑.; 「答鄭季빼J(1576) ， 12-9 
L , 但핍初未知金某寫何如人 ...... 方其氣값之盛也， 짧果施推錢之計. 첫 번째 
인용문에서 ‘순相’은 박순을 ‘重悔’는 김계휘를 가리킨다. 



10 哲學를倫~ 第33輯

는 우의정 노수신， 대사간 정지연(鄭효仍) 등을 움직여，29) 심의겸에 

게는 개성유수를， 김효원에게는 부령부사를 제수하여 이들을 외직으 

로 나가도록 만들었다.30) 이후 김효원을 지지하던 박근원(사譯元) . 

허봉(許훨) . 이성중(李誠中) . 정희적(鄭熙績) . 노준(盧魔) 퉁이 외직 

으로 밀려남으로써， 오히려 당쟁은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 31) 그리고 

이는 다음 해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나 한 동안 칩거하는 원인이 되 

었다. 

한편으로 이이는 이 해에 학문적으로도 정력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자신의 철학적 견지를 경연 등을 통해 선조에게 알리는 데에 

힘썼다. 이이는 이 해 9월에 신유학적 제왕학이랄 수 있는 『성학집 

요~(聖學輯要)를 편찬해 선조에게 올렸다.10월에는 『대학연의』를 진 

강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수양론의 핵심인 ‘극기복례’(克己復禮)의 

뜻을 논했다.32) 11월에는 야대(夜對)하여 천리와 인욕에 대해 논하여 

선조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잃) 다시 12월에는 박순과 서신으로 태허 

(太虛)에 관한 논변을 벌였다.잉) 그러나 이 해 말에 이이는 병으로 

체직되고 호군(護軍)에 제수되었다. 

1576년 2월에 이이는 파주로 돌아왔다. 이는 심의겸과 김효원을 

외직으로 내보낸 일 때문에 이이가 안팎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정치 

적인 주도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박순이 이이의 은퇴를 허락하지 

말라고 선조에게 청하자 선조는 “가의는 글을 읽어 말만 잘할 뿐 쓸 

만한 인재가 아니었다. 한문제가 그를 쓰지 않은 것은 본 것이 있었 

29) ~션조실록~ 8년 10월 24일(찌了)， ~선조수정실록~ 8년 9월 1 일(/천甲)， ~션조실 
록~ 10년 5월 27일(甲寅) 참조. 

30) 이때 김효원의 임지가 너무 외진 곳이라는 여론이 일자， 김효원은 다시 삼척 
부사로 나가게 되었다 

31) r선조실록j 9년 3월 3일(內申). ~션조수정실록j 8년 9월 1일(內申) 참조. 

32) 이 날은 10.월 24일로， 심의겸과 김효원을 외직으로 내 보낸 날이었다 r선조 

실록~ 8년 10월 24일(찌子) 기사 참조. 

33) w율곡전서』의 r연보」에는 이 일이 10월의 일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선 

조실록』에는 8년 11월 28일(王成)의 기사로 나와 있으며， 金長生이 지은 「行
狀J ， 35-28L에도 11월의 일로 적고 있다. 

34) 이 논변은 이이가 학문적으로 상당 부분 빚지고 있던 서경덕의 이론에 대한 
청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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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라고 냉랭하게 말했다 한다. 이때부터 1580년 12월에 다 

시 관직에 복귀하기까지 이이는 주로 파주와 해주를 오가며 지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정치적인 활동을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 이 기간 

에 그는 동인과 서인의 강경론자였던 이발(李廢)과 정철에게， 그리고 

심의겸에 비판적이었던 성혼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 

며 이들을 설득하려 애썼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상소하여 자신의 

붕당론을 선조에게 알리기도 했다. 이 당시에 이이가 취한 붕당론은 

양시양비론에 근거한 동서 화합론이었다. 즉， 김효원과 심의겸， 동인 

과 서인이 모두 옳은 점도 있고 그른 점도 있으며， 심의겸과 김효원 

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다툼은 국가의 운영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조정하여 화합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35) 이 같은 

주장은 실제적으로는 외척의 국정 간여를 배제하자는 동인의 주장에 

직면하여， 상대적으로 명분에서 밀리는 서인의 견지를 옹호하려는 것 

이었다.36)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5년 동안 이이는 주로 교육과 교화 

사업에 힘썼다. 이이는 1577년 12월에 『격몽요결~(擊豪要끊)을 완성 

하였고 r해주향약J (海州椰約)， r해주일향약속J (海州一獅約束)， r사창 

계약속J (社용첫約束) 등을 의논하여 지었다. 1578년에는 해주 석담에 

은병정사(隱牌精舍)를 지어 제자를 양성하였다. 또， 주자사(朱子폐)를 

정사 북쪽에 세우고 조광조와 이황을 배향하려 계획하기도 했다.37) 

1579년에는 『소학집주~(小學集註)를 완성했다. 

1580년 12월 이이는 대사간을 제수받아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 

1581년 이이는 대사헌， 호조판서 등을 지냈고 공안 개정 등 제도 개 

35) 이때 이이가 동서 화합을 주장하자， 어떤 사람이 이이에게 “천하에 어찌 둘 
다 옳고 둘 다 그른 법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이는 “무왕과 백이 숙제 

는 둘 다 옳고 전국 시대의 전쟁은 둘 다 그른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r購大 

可課짧陳洗峰東西流J ， 7-5L -61 ， 댄寫是論， 故今之議者， 皆讓톰以寫“含빼兩 

可， 是非不明白， (61)天 F安有兩是兩非']í-?'’ 텀i護應之더， “天下之爭是非者， 亦

有兩是훨， 武千i:!<:約， i꺼헛.}lJ馬， 此乃兩是也 亦有兩非휠， 戰國講候之兵爭， 此乃
兩非也"

36) 鄭萬祚 r朝解時代朝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J ， 李成않 外~朝蘇後期 黨爭의 
~合的 檢討J ， 韓國精神文化6자究院， 1992. 4, 121-122쪽 참고， 

37) 이는 이이가 죽고 2년 뒤에 세워진다 



12 哲學를倫3t 第33輯

선을 주관할 경제사(經濟可)를 설치할 것을 청했으며， 명종 20년 

(1565)부터 선조 14년(1581)까지의 일을 기록한 『경연일기~(經흉 H 

記， 3책)를 완성했다. 1582년에는 이조판서， 형조판서， 의정부 우참찬， 

우찬성，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r인섬도섬도설J(人心道心圖說)， 

「학교모범 J(學校模範)， r극기복례설」 등을 지었으며 r만언소J (萬言

流)를 올렸다. 1583년 이이는 마침내 동인과 정치적인 결전을 벌이게 

된다. 이이는 4월에 「진시사소J(陳時事流)를 올려， 동인들은 대부분 

‘오직 동인이냐 서인이냐를 가리는 데에만 힘쓰고 있다’38)고 비난하 

면서， 공론을 수립함으로써 동서간의 시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주장 

한다 39) 이는 그가 이전의 양시양비론에서 벗어나， 당쟁에 공격적으 

로 대처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동인의 반발을 불러일으 

켰다.6월에 이이는 동인이 주축이 된 삼사의 탄핵을 받자， 물러나기 

를 청하고 파주로 돌아갔다. 이 탄핵의 주된 내용은， 병조판서였던 

이이가 왕의 사전 승인 없이 군마를 올리라는 명령을 내려 권력을 

멋대로 휘둘렀으며， 왕이 부르는데도 오지 않아 왕을 업신여겼다는 

것이다.7월에 이 탄핵에 대해 성혼이 삼사의 잘못을 들어 상소하였 

고， 태학생 유공진 등 460여 병 이 상소를 올려 변론하였다.8월에 왕 

은 특명으로 이이를 비난한 송응개， 허봉， 박근원을 귀양 보냈다. 이 

이는 9월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이는 그의 생에 마지막이 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이는 다음 해 1584년 1월 16일에 

49세의 나이로 서울 대사동(大끊洞)에서 병으로 죽었다. 그는 경기도 

파주시 천현면 동문리의 자운산(累雲山) 기늙에 묻혔으며， 이 묘소 

밑에 1615년에 이이의 제자인 김장생이 중심이 되어 자운서원을 설 

립하였다. 1623년에 조정은 ‘문성’(文成)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1682 

년(숙종 8)에는 문묘에 배향되었으나， 뒤이은 정치적인 격변 탓에 

1689년에 철향되 었다가 1694년에 복향되 었다. 

38) 7-42 기， 짧뼈之主論者， 多是東人， B끼見不能無偏， 而其流之쨌， 或至於不問賢愚

才 否， ITIî↑ff以分辦東西寫務， 非東者柳之， rF: i퍼者楊之， 以此定ßtf뽑論， 

39) 鄭萬페 , 앞의 글. 125-12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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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저작과 후기 저작의 차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이의 생애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된다. 

그런데 특히 철학 이론의 변화라는 점에서 볼 때 1572년이 이이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때를 기 

준으로 하여 이이의 학문적 생애를 크게 전기와 후기， 두 시기로 나 

눌 수도 있겠다. 아래에서는 이이의 이론이 전기와 후기의 저작에서 

각각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해 본다. 

1) 이기론 

이이의 이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이 

다. 이통기국셜은 이이가 37세에 성혼과 논변을 벌이면서 처음 제출 

한 이론이다. 이는 이일분수(理一分珠)에 대한 이이의 독자적인 설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는 기발이승설(氣發理乘說)을 가지고 천지의 조화와 인간의 

마음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현상은 리가 아닌 기의 주도로 성립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리가 아년 기 

의 책임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현상 세계에는 리의 역할이 끼 

어들 여지가 없어지므로， 리는 현상으로부터 떨어진 초월적인 것이 

된다. 또， 기가 주도하는 현실 세계가 선과 악이 대립하는 세계인 데 

반해， 이 세계에서 넘어서 있는 리는 그런 대립이 없는 절대로 파악 

된다. 그래서 이이의 기발이승설은 그 논리적 필연으로서 이통기국설 

이라는 독특한 형이상학에 도달한다. 즉， 리는 보편적인 것이지만(理 

通)， 그것이 현상 세계에 실현되는 것은 기에 달려 있으므로 실제로 

는 기에 국한되는 것이다(氣局) 이이는 이통기국이 바로 주희가 제 

시한 이일분수의 참된 의미라고 주장함으로써， 분수리(分珠理)에서 

기국으로 즉， 리에서 기로 현상 세계의 무게 중심을 바꿔 놓는다. 

이 같은 논의는 또한 본체와 현상의 관계를 축으로 세계 전체의 

구도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체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보편자인 

리가 그 중심이 되는 반면(理通) 현상 세계는 리를 국한하는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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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된다(氣局). 이이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그 같은 이통기국설 

의 구도를 압축하고 있다. 

“‘이통기국’이라는 것은 요컨대 본체 상에서 말해야 할 것이나 

또한 본체를 떠나서 따로 그 유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 기가 

근본이 하나인 것은 리가 통하기 때문이며 리가 만 가지로 나뉘는 

것은 기가 국한하기 때문입니다(氣之一本者， 理之通故也. 꽤之萬 

珠者， 氣之局故也).끽0) 

“이통이란 천지 만물이 하나의 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며(同一 

理)， 기국이란 천지 만물이 낱낱의 기를 각각으로 한다는 것입니 
다(各一氣)."41) 

이이의 이통기국설은 이황의 이동설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 

는 것이다. 리와 기， 본체와 현상을 엄격하게 이원적으로 분리하는 

이통기국의 구도에서는， ‘리가 움직여’ 현실에 개입하는 것이 근본적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기에 이이가 지녔던 세계관은 기일분수였던 것으로 보인 

다. 이 시기에 이이는 이일분수 또한 기일분수를 통해서 이해한다. 

이이의 기일분수론은 이이가 23세 때에 지은 「천도책 J (天道策)，42) 그 

리고 「요수책 J(壽天策) 등의 글 속에서 드러난다.43) 

40) r與成浩原J(답9서)， 10-40" 理通氣局， 활自本體上說出， 亦不可離 f本體， 7J1j 

求流行tf.J........ 氣之 .4;者， 理之通故也. 理之萬珠者， 氣之局故m

41) r聖學輯품~ 20-60, 셈1$=， 理通者， 天地萬物， r피 ·理也， 氣局者， 天地萬物， 各

氣也

42) r 연보」에 따르면， 이이가 「천도책」을 지은 것은 23세 되던 1558년 겨울의 別

試에서였다. 

43) 안병주는 「천도책」의 아래 구절을 기일분수로 해석한다(安炳周 r票삼 李핍J ， 

「韓國의 思想家 12人~， 玄岩社， 1976, 206쪽 ; 安炳周 r天道策에 보이는 果션 
哲學의 氣重視的 뽕素J ， r雲執 千玉煥博土 華甲紀;상:論文集J ， 순和出版社， 

1979. 12, 195쪽.). 또 황의동은 「천도책」의 구절과 함께 「수요책」의 구절을 
근거로 이이에게 기일분수의 이론이 있다고 본다(黃義東~핑유哲學&다究』 經

.'9:.社， 1987. 6, 86-88쪽; 黃義m， ~율곡사상의 체계적 이해~ 1, 서광사， 1998. 
8, 161-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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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一氣)가 운화하여 흩어져서 만 가지로 다르게(萬珠) 나타 

나니， 나누어서 말하면 천지의 만상은 낱낱의 기를 각각으로 하고 

있지만(各一氣)， 합해서 말하면 천지의 만상은 일기를 같이 하고 

있다(同一氣)， ...... 그 나됩은 비록 다르지만(分珠)， 그 리는 하나 

이다(理一)，"44) 

“합해서 말하면， 천지 만물이 일기를 같이 하고(同一氣)， 나누 

어서 말하면， 천지 만불이 낱낱의 기를 각각으로 가지는 것이다 

(各有一氣)， 일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리는 하나가 된 것이며(理 

一)， 각각 낱낱의 기를 가지기 때문에 나쉽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分珠)，"45)

모든 사물의 원천으로서 일기는 움직여 흩어져서 천지 만물의 구 

체적인 사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의 분수로서 개별적인 ‘낱낱의 

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기가 음양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까닭， 곧 

운동의 법칙을 리라고 하면，46) 일기(一氣)가 움직이는 것은 이일(理 

一)이 있기 때문이고， 일기에서 나온 사물인 기분수에는 그 사물의 

운동 법칙인 분수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일기 

(혹은 氣一)가 있기에 이일이 있고 기분수가 있기에 리의 분수가 있 

다고 봄으로써， 기일분수(氣)分짜)를 통해 이일분수를 이해하려는 

식의 생각이다. 이 같은 기일분수의 이론은 이이의 다른 글인 「이일 

분수부J (理一分珠麻)에서도 나타난다，47) 

44) r天道策J ， 14-601 , →氣運化， 散寫萬짜， 分而듬之， 則天地萬家， 各 →처也 合

띠듬之， HIJ天地萬象， I피一氣也 ...... 其分雖珠， 其理則 →也.

45) r壽天策J ， 습유5-21 1 ， 合而듬之， 則天地萬物， 同 -氣也. 分而言之， ~IJ天地萬

物， 各有 →氣也 |매 氣， 때〔理之所以 •ill, 各 →氣， 故分之所以珠也.

46) r天道策J ， 14-55IL ， “氣는 動하면 陽이 되고 靜하면 陰이 되는데， 한번은 動

하고 한 번은 靜하는 것은 氣이고， 動하고 靜하게 하는 것은 理이다(是氣動則 
행陽， 靜則寫陰， 一動}~靜者氣也， 動之靜之者理也.) ," 

47) r理 →分짜뻐J ， 1-14L -151 ， 鄭遊心於物初兮， 땐萬珠之一本. 淑太虛之無股兮，

i댄聲莫於j昆패. →牛-兩而之四兮， 關與關其相因...... →元之往復합慘兮， 序四時

미j錯行 -氣之)tJjj벼펴長兮， 判鬼神於뼈明. 챔|林農之品類、兮， 뼈命而受形， I페 

成器於쫓뽑兮， 김「無閒於通塞. 然偏正之많珠兮， 又區BIJ於動植 雖싸命之各止兮， 
λ熟非太和之化解， 雖統體之}車然兮，Y..뿔非榮짧而有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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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성론 

전기의 저작에서 이이의 섬성론을 알 수 있는 글은 별로 많지 않 

다. 우선， 이이가 승려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온 직후에 지은 「별홍표 

숙서 j (別洪表H序)에는 본연지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보통 사람(봤人)이 성인(聖人)과 같은 것은 본성이고， 성인과 

다른 것은 기질이다. 본성은 하나의 리(理)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닦으면 모두 성인에 이르지만， 기질은 맑고 흐림이 구분되어 요동 

치면 혹시 광인으로 떨어지기도 하니， 내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기질이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듣기로는 ‘본성은 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덜 수도 없는 것이며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허물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 성인은 선에 지극하지만 그 본성은 털 

끝만큼도 증가하지 않고 광인은 악에 지극하지만 그 본성은 럴끝 

만큼도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서 천변만화하여도 본성은 본래 그 

대로일 뿐이다. 나의 실수한 것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덜고 더할 

수 없고 이루고 허물 수 없는 본성은 반드시 증가하거나 감소된 

것이 없다. 전날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마치 거울에 낀 먼지와 같 

고 물에 든 진흙 찌꺼기와 같은 것이니， 먼지가 제거되면 거울의 

본체는 본래처럼 밝고， 진흙이 말끔히 가라앉으면 물의 본성은 원 

래대로 맑아질 것이니 내가 믿는 것은 여기에 있을 뿐이다 "48) 

이 글은 전체적으로 승려 생활에 대해 반성하는 기조를 깔고 있 

다. 그래서인지 불교에 빠졌던 자신의 잘못은 기질 탓이라고 하면서， 

기질과 대비하여 인간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본연지성에 대해 강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본성은 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덜 

수도 없는 것이며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허물 수도 없는 것’이 

48) r別洪表%序j 13~21 ， 꿨人之|피於聖者， 빡也. 異於聖者， 氣 lli 빡|며 -理， 修之則

皆근F於걷일， 氣分淸滿， 짧:LHIJ或P접於狂 흠之至此者 氣之所使ill 夫且‘閒不可益

者， 亦不可폈者， 不可成者， 亦不可많者’， 聖極於善， 而빠-기-:，;t엽豪末뀔， 狂極於훨、， 

미j싼不減豪末뀔，1-變萬化而'~I:l회自 tmlli， 흠之所失雖大， 而若夫不可월益. 不可
成많者， 則必無t曾減也， 前行之火， 如鏡之塵， 1m水之ìJ~， 塵去IT!1鏡體本明， ìJ~盡|끼j 

水'1예 J니해， 펌之所댐휴此페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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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설명한 대목은 불교에서 진여(휩如)나 법(法)에 대해 묘사한 전 

형적인 표현을 빌려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49) 본연지성 중심의 이 

같은 본성론은， 후기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후기 저작에서 

이이는 본성이란 우선적으로 ‘리와 기가 합쳐진 것’으로서 기질지성 

을 가리키며，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에 깃든 리를 가리킬 뿐이라고 말 

한다.돼) 이는 실질적으로는 ‘본성은 리(性입j理)’라는 주자학의 핵심 

명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편 이이가 직접 지은 글은 아니지만 1570년에 이황이 이이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이의 심성론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보인다. “본성이 발하여 정이 되고， 마음이 발하여 

의식이 된다"(性發랐情， 心發寫;좀‘)는 호병문( I꺼炳文)의 명제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에서， 이황은 이이의 견해가 옳다고 칭찬한다.51) 그런 

데 이황이 기본적으로 호병문의 명제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찍이 기대승은 이황과 논변하면서 이황의 호발설 

이 호병문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52) 이황은 자신의 

이론이 호병문의 학설에 따른 것 같다는 기대승의 지적에 대해， 논쟁 

당시에는 호병문의 설을 이전에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많) 그러나 

49) 가령 「반야심경』에서는 “이 모든 법은 그 성질이 공하여 생겨나지도 않고 없 
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다"(是펴￠空애， 不牛不滅， 不펑不fJ!， 不f엽不減)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나온다 

50) r~成패께J(답5서)， 10-22, 꺼 옴， 댐싸之合따 蓋f버π싸'1 ' ， 然後랐tL ;fi:不휴形 

質之'1' ， \1IJ휩謂之뺑， 不댐謂κ~'I;I 也 (H 就形탠 '1' ， 單指셔:fijl fìrj듬之， QlJ本然、之N，
ll, 4:然之ä， 不可챙以써ill. 

51) r答쑤채敵問낌」， 『退않集J 14-33 L , ‘件發馬↑펴， 心發껴효’， 來說已得之.
52) "펴꽃集~ 2-18 L , "흙疑샤↑펴之해ITfîrn1之於人， 則皆짧胡J:1;;之說以應之. 大升心以

쩌疑， nu間之님， ↑펴-無不훤而四端|회然. 감七情x.M~有不쭉다1\. 應之j썩{터， 七↑펴 
乃發於氣耳 大Jl-7.以쩌疑，7.從미jft問之他人， flIJJt돼皆然 Q효間빼L然， ~，밴復월 
趣.

53) r退핏集~ 16-43 L , 패111野模탤， 於성냐f애鎭之說， 명_，f(쩍聞.it年杰國벨， 見5겹j: 
F꺼習， 率}캔J! 說.;A從TíUiî폼求得之， /↑꿨~fìrJ}觀之， 되'x1ï不可H쫓짧， 多1ï댐人忘썩. 
錯看藝~2，f샘함曲꽤， 其뺑有不可勝救쩌 獨_f::見0í~업[lLJ端七↑휩分l협理氣之說. 今l圖

'1 '分屬本出於靜而， 때亦不저1具테從r갖者， 其初願亦以행疑 J빙、索π來於心흙， 數
年띠後乃!E， ð햄以서냥꺼:f~~之說t양懶. J"~後섬朱了하u캉J션， %{:、後싫以애{디때已 0) 1 

f냥於tH鎭之說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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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의 지적이 계기가 되어 호병문의 이론을 접하게 된 이황은， 뒤 

에는 호병문의 이론에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의 지지를 표명한 

다.영) 이는 호병문의 이 설명이 자신의 이론에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570년에 이황이 호병문에 대한 이이의 견해가 옳다고 칭 

찬했다는 것은， 이 시기에는 이이가 이황과 마찬가지로 호병문의 견 

해를 수용하고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37세 이 

후에 이이는 호병문의 이 명제가 이황의 근본 견지를 뒷받침하는 것 

으로 보고 철저하게 비판한다.또) 호병문이 본성의 발함과 마음의 발 

함을 구분해서 설명함으로써 마음의 현상에 두 가지 근원을 설정했 

으며， 이황이 호발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단은 본연지성에서 나오고 

칠정은 기질지성에서 나온다고56) ‘두 근원을 설정하는’ 것은 호병문 

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3) 수야로 I I 0 L-

이이는 39세 되던 1574년 1월에 「만언봉사」에서 처음으로 궁리 · 

거경 · 역행의 수양론 체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후 이 수양론의 체 

계를 일관되게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 체계는 무엇보다도 역행을 거 

경 및 궁리와 맞먹는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한 점에 가장 큰 특정이 

있으며， 이때 역행은 곧 예(禮)의 엄수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알 수 

54) r答李宏件問닙」， r退漢集~ 36, 大批情월」字， 先f需以tl 發心發， 分였Ij뜸之， 많己 

明白， 無可疑處 ...... 先偏以情是自然發出， 故謂之tl‘發， 意是主張要如此， 故謂

之心發， 各就其重處듬之.; r天命圖說後됐」， r退漢集~41 ， “I챈發寫情， 心發馬意’，
멈五센→感훨ù之謂也 

55) w聖學輯要~ 20-55 L -56i , 先偏心性情之說， 詳備훗. 然各有所主， 而둡或不 

故後人執둡， 而迷冒者多찾. “싼發謂情， 心發寫意”굽者， 意各有在， 非分心性寫
二用， 때後人途以情意寫二l않〈‘性發寫情’， 非無心也， ‘心發馬意’， 非찍、性也 只是

“心能盡性， 性不能檢心" 意能運情， 情不能運意. 故主↑펴而듭i ， 則屬乎性， 王意대j 

듭， qlJ屬乎心， 其實ftlJ性是心之未發者也， ↑훔意是心之已發者也.>. 四端專듭‘f벌， 

七↑힘삽핸氣， 非有二↑좁， 띠後人途以理氣馬互發. 情/풍;二n皮， 理氣互發之說， 不可

以不辦.

56) ~退逢集J 16-9 L , 故愚홍렐以薦， 情之有四端七情之分， ~혐性之有本엠i氣」짧之異 

也. 然則其於'~E也，~可以理氣分듬之 꽃於h합， 獨不可以理氣分言之乎?



。 1 0 1 절학의 명생 과정과 시끼 구뿐 19 

있듯이 궁리 · 거경 · 역행의 수양론 체계는 전체적으로는 마음의 이 

발에 무게 중심이 놓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양론 체계는 

‘기발이승’， ‘이통기국’， ‘심시기’， ‘성섬정의일로’ 등 그가 37세에 내세 

운 이기론과 심성론상의 주요 명제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이의 이기론과 심성론을 계승한 율곡학파는 궁리 · 거경 · 

역행의 수양론 체계 역시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37세 이전， 이이가 자신의 이론을 세우기 전에 생각하고 

있던 수양론은 주희나 이황과 같은 거경 궁리의 이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이이가 23세 때에 이황에게 보낸 편지와， 책문 

중 하나인 「문책 J (文策)을 통해 알 수 있다. 

“주일무적이란 경(敬)의 요법(뽕法)이요， 온갖 변화에 대응수작 

(對應뼈H 뺨J)하는 것은 경의 활법(活法)업니다 만약 사물에 대하여 

낱낱이 궁리(第理)하여 각각 그 당연한 법칙을 안다면， 그때그때 

사물에 응접하는 것이 마치 거울이 물건을 비추되 그 중심은 흔들 

리지 않는 것과 같아서 동서로 응답하지만 마음의 본체는 본래 그 

대로일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사리(事理)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궁리하지 않고 매사를 그때그때 

에 따라 상량(商量)한다면 한 가지 일을 상량할 때 다른 일은 이미 

어긋나 지나가버리니， 어떻게 동시에 응접할 수 있겠습니까?"57) 

“주희 선생의 학문은 내려온 연원(써源)이 있고 도통(道統)을 

이었는데， 궁리하여 문(文)으로써 넓히고 거경하여 예(禮)로써 다 

잡았습니다"잃) 

이이가 32세 때 성혼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이가 거경궁리의 수 

양론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57) r上退漢李先生別紙J(1558) ， 9-2 L , 主 一無適， 敬之흥동法， 빼뺨‘萬變， 敬之活法.

若於事物上， • i第理，ITfí各其當然之jìlJ ， 則臨時應接， 如鏡照物， 不動其中， 東應

西答， 而心體自如. 因其平홉斷置事理， 分明故也. 不先第理， 而每事臨H후商量， 則

商量一事時， 他事己앓過， 安得齊밟應、接? 

58) r 文策」， 「給遺J 6-271 , 若夫考추之學， 淵源有自， 而道統有歸， 第理而博之以文，

居敬ITfí;\i':J之以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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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내 마음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까? 미발의 중(未發ι 

'11) 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경 

(싸)하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1'잉子)는 ‘치지(셨지 1)의 

공부를 하면서 경(값)에 있지 않는 경우란 없다’고 말했습니다 "59) 

이 인용문에서 이이는 마음의 미발에 대한 경의 수양을 강조하면 

서， 경을 통해 미발의 중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미발에 대한 

직접적인 공부가 실질적으로는 곤란하다고 보고 이발의 공부를 강조 

하는， 39세 이후의 궁리 · 거경 · 역행의 수양론 체계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생각이다. 즉 전기에 이이는 명백히 주희와 이황의 수양론에 머 

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경세론 

이이의 경세론을 흔히 변통론 또는 경장론으로 이름 붙이곤 한다. 

이이가 ‘변통’을 주장한 대표적인 글은 「만언봉사」이고， ‘경장’을 주장 

한 대표적인 글은 「성학집요』이다~성학집요』에서 이이는 왕조의 변 

천 단계를 창업(創業) . 수성(守成) . 경장(更張)의 셋으로 구분하면 

서，60) 당대의 책무가 경장에 힘쓰는 데에 있음을 강조한다. 

“경장해야 할 때를 당해서 그대로 지키는 데에 힘쓴다면 이는 

병에 걸렸는데도 약을 물리치는 것과 같아서 누워서 죽기를 기다 

리는 것입니다 ...... 비유하자변， 자손이 조상의 옛집을 지키고 

있는데 지은 지 오래되고 재목도 묵어서 집이 썩어 곧 무너지려고 

하므로 대목을 못 만나변 수리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집 주인은 천 

리 길이라도 멀다 하지 않고 가서61) 급히 대목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목을 구할 수 없다는 핑계로 가만히 앉아서 집이 

59) r깐成써덴J(1567) ， 9• 26, í:lllìJ, I씨입낌心之則? 木發之'1'是 t!L I매以兄之? 能

짜~WJ兒之웃 rιf'J 了 I::::!, ‘ ~1T:ß:쩌 nTli不1t1?!.왜.’ 
60) ~성학집요J 25-101•, H:f初不 各꺼싸효， 鋼H大캘， WJ創굉장，Jr1Z따k핏張극원 

rl lJ已，

61) r맹자J r양혜왕(씻惠T) 상J 1 에 “노인장께서 천 리 길을 별다 하지 않고 오 

셨으니， 앞으로 우리나라을 이롭게 하실 수 있겠는지요?(및不냉千핀띠來， 꺼; 

將 {jμ‘，f IJ 텀 1야1 1'?)"라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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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폐단이 생긴 정치를 

경장하는 것도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 사람의 마음은 

옛 풍속을 편안히 여기고 세상의 습속은 이전에 하던 방식에 푹 

빠지곤 하니， 마치 기둥을 아교풀로 붙여 놓고 거문고를 타려고 

하며 나무를 지키고 앉아서 토끼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서， 구차하 

게 눈앞에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다가 뜻하지 않은 

엄청난 재앙을 빚어내는 일이 많습니다 "62) 

그런데 전기 저작인 「군정책 J (軍政策)에서 이이는 이와는 전혀 다 

른 변모를 보인다. 국방의 일과 관련하여 경장이 필요한지 묻는 시험 

관의 질문에 대해 이이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 조종(祖宗)의 법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아름다워서 그 

위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인재를 얻어 법을 시행한다변 병졸과 

백성을 기름에 극진하지 않음이 없을 것인데， 하필이면 경장을 해 

서 선왕의 일을 계승하는 뜻에 어긋나게 하겠습니까?"63) 

이 문장의 취지는 앞서 본 「성학집요』의 그것과는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것이다. 

4. 맺는말 

37세 이전의 저작을 통해서 볼 때 이이는 이기론에서는 대체로 

‘기일분수’의 견해를， 수양론에서는 거경 궁리의 견해를 지니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심성론과 경세론에서도 후기의 이론과는 

62) 같은 글， 25-11 , 當更張때務邊댄， 則是뿔快而tp藥， 몽k미j待死옷 ...... 警如孫댄 
先人之舊힘， 年深材故， J흉杓將類， 而非遇工師， 不能修改， 主廠家者， 將不遠千里，
;형:求τ떼乎?t대護以不得 l펌j， 坐미視其f없:tc:乎? 更張뺑政， 1可以쫓~!l:t. 嗚呼1 人

情安於故f감， 世習j썽於前規， ~젖柱鼓;'l;、， 守1朱待免， 원幸 닙前之無事， 업훌成意外之 
奇뼈者， 多잣. 

63) r軍政策」， 『습유J 4-32 L , 唯我祖宗之法， 경않善즙뽑美， 無以尙롯. 得人미j行ìt， 則

兵民之養， 無所不用其極옷. 1마必更張， 以乖繼述之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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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장이 많이 드러난다. 곧 전기의 이이는 아직까지 자신만의 독 

자적인 이론체계를 수립하지 못한 채， 대체로 주희의 신유학 이론을 

따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이의 전기 저작 중 현대의 연구자들이 자주 거 

론하는 글 대부분은 『율곡전서』의 『습유~(給遺)에 실려 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율곡전서』를 처음 편찬한 사람은 이재(李繹 1680 

1746) 이다. 이재는 대략 1742년에서 1744년에 걸쳐 『율곡전서』 편찬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없) 그런데 이재가 『율곡전서』를 편집하 

는 원칙을 적은 「율곡선생전서수정범례 J (票갑先生全書修正凡例)에서 

는， 이이가 젊었을 때 지은 음풍영월 류의 문장과 과거 답안의 글은 

대부분 수록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이것은 이재가 “한결같이 도학을 

밝히며 정치의 핵섬을 논한 것으로서 세상을 교화하는 데에 보탬이 

되는 것이 주가 되었다”고 이이 문집의 글을 평가한 것과 관련이 있 

다.65) 그런데 1749년에 홍계희(洪탱禮)는 활자로 『율곡전서』를 인행 

하면서 이재가 빼 놓은 이이의 글들을 『습유~ 6권으로 편차하여 이 

재가 편집한 전서의 뒤에 붙였다. 홍계희는 이때 “과거 답안으로 지 

은 글은 (이재가 편찬한) 원래의 편집본(原編)에서는 수록하지 않았 

지만 『습유』는 원집에 비해 다소 격이 떨어지므로 선생의 저작이 분 

명하다고 이미 알려진 글은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재가 빼 놓 

은 글을 『습유』로 다시 수록하게 된 이유를 밝힌다.66) 곧 이재， 홍계 

희 등 『율독전서』의 편집자들은 이미， 현재 『율독전서』의 『습유』에 

들어 있는 과거 답안들이 이이 철학의 핵섬적 논의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의 연구자들이 이이 연구 

를 수행하면서 『율곡전서』의 글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무차별적으 

로 이용한 것은， 이재와 홍계희 등의 편집원칙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 

64) r율곡전서 해제J(민족문회추진회， http://，때w.minchu.or.kr/index.jsp?bizName 
=MH) 참조. 

65) r票까先生全書修正J'L例J ， 先生文集， 非諸家詞章文字之比 -以明道學關治體，

有補於t받敎者馬主. 少時漫敏n今誠及科場程文之類， 多剛去.

66) r폈갑先生全書給遺修正J'L{:列 J ， 科場원文， 多不收錄於!京編， 미~;뚫事體， 視)명編 

稍輕， 짧知其행先센.作， 則不敢뻐j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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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결과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이이가 남긴 문헌들이 자료적 가치의 측 

면에서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이이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이의 철학적 견지는 37세 이후 

에 명확해졌으므로， 이이 철학은 37세 이후의 후기(곧 정립기) 자료 

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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