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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퇴계는 理氣二元論의 구조 아래 그의 철학은 전개 시켜 간다. 理氣二
元論의 구조는 본체와 현상을 둘로 나눈 것으로 이들은 각각 절대성과
상대성을 그 본성으로 한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서로 동일한 범주에 양
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이들은 각각 理와 氣로 표현 된다. 문제는 절대
성에 해당되는 理가 流行하는 세계의 법칙으로 존재할 때 이미 그 법칙
과 작용을 함께 수반하기 때문에 순수한 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그
이름에 따른 작용도 함께 동반한다는 것에 있다. 이것을 퇴계는 사덕으
로 부르는데 퇴계의 구분에 따르면 이들은 流行하는 세계에 속한 법칙
으로 理의 본체인 太極과 구별되는 존재이다. 太極과 사덕을 구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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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流行하는 세계에 속한 개념으로는 太極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진다.
때문에 퇴계는 虛의 개념을 통해 이것을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퇴계에
있어 虛는 미결정성과 동시에 모든 법칙을 생성에 가능성을 지닌 것으
로 그 자체는 어떠한 이름도 법칙도 없으면서 동시에 언제든 사덕이 될
수 있는 이의 본체인 太極을 형용한 개념이 된다. 퇴계는 다시 虛의 개
념을 사람의 心에 적용시킨다. 사람의 心에 虛를 적용시키는 이유는 사
람의 타고난 形氣가 偏하지 않고 正하기 때문이다. 正하기 때문에 부여
받은 理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심은 반드시 이
의 본체인 虛를 그 속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心은 虛를 본성
의 한 부분으로 삼게 된다. 虛는 미결정성과 동시에 모든 법칙을 생성
에 가능성을 지닌 것이 되기 때문에 虛를 지닌 心 또한 동일한 기능을
그 본성으로 삼게 된다. 그리고 虛를 지닌 心이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사람의 정감이 된다. 퇴계는 虛라는 공통점 아래 太極의 기능과 心의
기능을 비교하고 궁극적으로 心이 가지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논하는데
그의 학문에 목적으로 맞춘다.

주제어
퇴계, 心, 虛, 靈, 理氣二元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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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退溪(李滉, 1510~1570)의 학문은 철저히 주자학적 토양아래 이루어
졌으며, 그 스스로도 주자를 평생의 스승으로 받들며 그 유지를 이어가
기를 희망했다. 때문에 그의 학문적 태도는 항상 주자의 견해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노력했을 뿐 정면으로 의혹은 제기하거나 자신의 새로운 학
설로서 이에 맞서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자의 학문을
맹목적으로 따르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니다. 퇴계의 학문은 그가 항상
강조했듯 眞知體得을 본령으로 하여 주자의 학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사색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진실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노
력했다. 때문에 퇴계의 철학은 단순히 주자학의 답습이기 보다 그의 주
체적 사색과 경험을 통한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퇴계의 학문
은 단순히 주자학이 아닌 퇴계의 방식으로 해석된 주자학이라 함이 옮
을 것이다. 퇴계의 우주론은 理氣二元論을 그 논리적 토대로 삼는데 이
는 주자학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주론에 그치지 않고
확장되어 사물의 생성과 성장, 동식물과 사람의 차이, 그리고 사람의 심
성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
하는 씨줄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또한 理氣二元論의 토양 위에 퇴계가 어떻게 그의 心性論
을 전개 했는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虛의 개념을 理氣
二元論의 핵심으로 상정하고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진행 방식은 우선 퇴계의 理氣二元論에 따른 우
주론의 분석을 통해 虛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 한 후 다시
이것이 어떻게 그의 심성론에 작용하는 가를 분석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퇴계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심성
론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주론과 심성
론을 동시에 서술한 퇴계의 「천명도설」을 그 중심에 두고 그 이들 문
제에 대해 그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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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방법으로 사용될「천명도해」와의 비교는 퇴계의 학문에 진의를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여겨진다.

Ⅱ. 理의 본체로서의 虛
1. 理의 두 가지 이름 - 太極과 四德
秋巒(鄭之雲, 1509~1561) 원작의 「천명도해」와 퇴계에 의해 수정
이 가해진 「천명도설」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전적
으로 퇴계의 학문관이 반영된 것이다. 때문에 「천명도해」와 「천명도
설」t이에 추가되고 빠진 부분에 대한 분석은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
는가를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자료를 제공한다. 「천명도설」은 총 10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은 각각의 서로 다른 주제를 그 핵심으로
한다. 이들의 구성 방식은 천지의 생성 및 운행의 우주관에서 사람의
선·악 및 행위를 다루는 도덕의 문제로 이어진다. 「천명도설」의 1절
에 해당되는 ‘論天命之理’는 천지의 생성 및 운행의 법칙을 밝히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1절에 대한 추만의 해석을 살펴보면 그는 誠을
천도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그는 誠을 元·亨·利·貞의 四德을 관
통하는 하나의 이치이며, 동시에 사물에 명을 내리는 근원으로 파악했
다.1) 그러나 퇴계는 誠의 중요성은 인정 하지만 원·형·이·정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작용하는 誠을 인정하지 않고, 원·형·이·정의 순환이 곧 誠
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또 추만이 천도에 운행을 강조하고, 그 속에
원·형·이·정 혹은 誠의 이치가 그 작용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것을 천도의 流行으로 표현한 것에 반해 퇴계는 천도라는 표현
을 “當二五流行之際”로 바꾸어 표기했다. 이것은 음양오행과 함께 천리
의 순환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理氣를 실재시하는 성리학적 관념과 천
1)「天命道解」 故 此誠也 貫四德 一其理 遂爲命物之源 此 所謂天命也

4

퇴계 心性論의 토대인 心의 虛와 靈 (엄진성)

도의 운행이 별도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
다.2) 이렇게 원·형·이·정과 誠을 천도의 운행과 접목 시킬 때 이것이 가
리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流行하는 세계의 법칙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것은 理氣二元論의 각도에서 볼 때 流行의 한 쪽 측면만을 설명 했을
뿐 다른 측면인 본체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다. 때문에 퇴계는 다시 본
체와 流行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 힘을 쓴다.
理는 太極으로 太極 안에는 본래 사물이 없으니 어찌 四德이라 이름 붙일
수가 있겠는가? 다만 流行한 뒤에 보면 반드시 시작이 있으며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통함이 있으며 통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룸이 있고 이룸이 있으면
반드시 완성이 있다. 그러므로 시작하여 통하게 되고 통하여 이루게 되고 이
루어 완성되어 사덕의 이름이 세워진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합하여 말하면 하
나의 理일뿐인데 나누어서 말하면 이 네 개의 理가 있다. 그러므로 하늘이 하
나의 理로써 만물을 명하고 만물이 각각 하나의 理를 가지게 된 것이다3)

여기에서 퇴계는 流行의 有無에 따라 太極과 사덕을 구분한다. 이때
流行은 생성과 소멸 그리고 운동이 존재하는 현상계를 의미한다. 流行
은 시작, 통함, 이룸, 그리고 완성의 네 가지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곧 사덕의 작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형·이·정에 해당되는 사
덕은 流行의 법칙이 되며 그들은 각각의 자신의 이름에 따른 직분을 가
지게 된다. 예를 들어 元이라 칭함과 동시에 이것은 시작이라는 작용을
가지게 된다. 사덕이 이처럼 이름을 가지고 그것에 따른 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사덕과 太極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름과 사물은
모두 流行의 세계에만 존재할 수 있는데 반해 太極은 流行에 앞선 존재
로서 이것의 성격은 流行과 정반대로 그 속에는 어떠한 이름도 사물도

2) 유권종, 「퇴계의 「천명도설」연구」『공자학』9권, 2002, 183면
3)「天命道說」1절 <論天命之理> 理太極也。太極中本無物事。初豈有四德之可名乎。
但以流行後觀之。則必有其始。有始則必有其通。有通則必有其遂。有遂則必有其
成。故其始而通。通而遂。遂而成。而四德之名立焉。是以。合而言之。則一理而
已。分而言之。則有此四 箇理。故天以一理命萬物。而萬物之各有一理者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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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太極과 流行은 서로 다른 범
주에 속하며 流行의 각도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太極을 형용할 길이
없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太極을 존재하지 않는 상징적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流行의 법칙에 해당되는 원·형·이·정의 경우 그들은
각각 이름에 따라 서로 다른 작용을 가지지만 이들 작용은 단절된 것이
아닌 연속성 위에서 행해진다. 이들을 연속성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은
이들의 작용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다름 아닌 모든 사물의 생성과 성장
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물이 생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형·이·정이 순차적으로 그 사물에 적용되어야 한다. 가을에 열매를
맺는 식물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봄·여름·가을의 연속성이 필요함과
동일한 이치이다. 원·형·이·정이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들 넷
의 연속을 보장하는 또 다른 개념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원·형·이·정을 포섭하는 상위 개념을 상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퇴계의 방식은 원·형·이·정을 포섭하는 상위 개념이 아닌 ‘넷이면서 하
나고 하나면서 넷’이라는 매우 독득한 방식을 취한다. 퇴계의 방식을 취
할 경우 하나에 해당되는 대상은 원·형·이·정 중 그 어느 것으로 이름
불려서도 안 되며 동시에 언제든 이들이 넷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
닌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주상 원·형·이·정의 법칙이 존재하는
流行 세계에 속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流行하는 세계에서 流行을 가
능하게 하는 원·형·이·정 보다 더 큰 개념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는 미결정의 상태로 언제든 이들 넷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야 한다. 퇴계에 따르면 그 존재는 바로 太
極이다.

2. 理의 본체로서의 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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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極과 사덕을 流行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때 太極은 流行과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것에는 어떤 이름도 그 이름에 대응하는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미결정의 상태이다. 하지만 太極이 미결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원·형·이·정의 사덕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모
든 법칙의 가능성을 가진 미결성의 상태가 바로 太極의 본성이며 동시
에 理의 본체가 된다. 그리고 퇴계는 이것을 지칭하여 虛로 표현한다.
천지간에 理는 하나이나 氣는 만 가지로 다르다. 그러므로 理를 살펴보면,
만물은 합쳐져 모두 하나의 性이다. 기로 논하자면, 만물로 나누어져 각각 하
나의 氣이다. 왜냐? 理가 理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體가 본래 虛하기 때문이
다. 虛하기 때문에 相對가 없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物에 있어도 본
래 더하거나 덜어냄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기에는 원래 음과 양이 상대
하는 모양이 있는데 서로 그 뿌리가 된다. 그러므로 음 가운데 양이 없을 수
없고, 양 가운데 음이 없을 수 없다. 음 가운데 있는 양에는 또 음이 없을 수
없고, 양 가운데 있는 음에는 또 양이 없을 수 없다. 그 변화가 무수하게 많
겠지만 각기 상대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동식물이 이 理와
氣를 받는 것은, 그 性은 차이가 없지만 그 氣는 偏과 正이라는 차이가 없을
수 없다4)

위의 인용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도식으로 나눌 수 있다.
ⅰ) 理는 虛하다 → 虛하기 때문에 상대가 없다 → 상대가 없기 때문
에 사물에 있어서 더 이상의 加減도 없다.
ⅱ) 氣는 음양의 상대함을 그 뿌리로 둔다. → 때문에 음 가운데 양
4)「天命道說」5절 <論人物之殊> 天地之間。理一而氣萬不齊。故究其理。則合萬物而
同一性也。論其氣。則分萬物而各一氣也。何者。理之爲理。其體本虛。虛故無對。
無對故在人在物。固無加損。而爲一焉。至於氣也。則始有陰陽對立之象。而互爲其
根。故陰中不能無陽。陽中不能無陰。陰中陽之中。又不能無陰。陽中陰之中。又不
能無陽。其變 至於十百千萬。而各不能無對焉。然則凡物之受此理氣者。其性則無
間。而其氣則不能無偏正之殊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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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양 가운데 음이 있다. → 때문에 그 변화는 무수하게 많겠지만
각기 상대가 없을 수 없다.
i)는 理의 절대성을 표현한 것으로써 ‘더 이상의 加減을 필요치 않는
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모든 사물에 보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i)는 氣의 상대성을 표현한 것으로 理의 절대성과
대비됨을 볼 수 있다. 이는 理·氣의 범주를 구별하는 理氣二元論적 사유
에 해당된다. ⅰ)과 ⅱ) 즉, 理와 氣를 구분 짓는 핵심 단어는 虛이다.
ⅰ)에서 그는 虛를 절대성의 전제로 두고 虛하기 때문에 理가 조금의
가감도 없이 모든 사물의 법칙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한다. 이때의 理는
流行하는 세계에 속한 모든 사물의 근본에 해당된다. 때문에 그는 사물
의 근본에 대한 제자의 물음에 대해 “주자의 무극이면서 太極임을 가르
친 말은, 하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실은 그
造化의 근본이며, 만물의 뿌리라 하였다. 대개 이는 비록 형상은 없지만
그 지극히 빈 가운데 지극히 참된 본체가 있는 것이다.”5)로 대답한다.
이때 “지극힌 빈 가운데 지극히 참된 본체”는 곧理의 본체인 虛에 해당
된다. 그렇다면 理의 본체가 虛하다 할 때 虛가 지칭하는 의미는 무엇
인가?

다음은 퇴계의 虛가 虛無論으로 기울어지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高峯(奇大升 1527~1572)의 비난6)에 대한 퇴계의 답변으로 여
기에는 虛에 그의 입장이 상당 부분 잘 나타나 있다.

5)『退溪先生文集』권 16 「書」<答奇明彦論四端七情> 朱子訓。無極而太極。曰 : 上
天之載無聲無臭。而實造化之樞紐。品滙之根底。蓋理雖無形而至虛之中有至實之
體。
6)『高峯全集』,「兩先生四七理氣往復書」上篇, 卷1,<高峯答退溪論四端七情書> 今乃著
爲圖說 : 天之降命于人也。 非此心。無以萬此理氣也。故吾人之心。虛而且靈。理
氣之舍焉云云。理虛字下註曰理。靈字下註曰氣。則其爲分裂。亦太甚矣。而其理。
亦有所未然也。凡此二條 恐皆世俗口耳相傳之說。雖或未至碍理。然亦當論辨究極。
以被世俗鄙陋之見。而乃反取爲成說。以垂後來。則將使學者。胥爲虛無之論。而論
於老佛之境。其可乎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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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를 理하고 하는 것이 또한 근본한 곳이 있으니, 다만 구분하여 주석한
두 글자를 잘못이라 하여 이것도 아울러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7) 주
자가 말하기를, “지극히 虛한 가운데 지극히 實한 것이 있다.”8)고 하였는데
이것은 虛 하면서 實한 것에 불과하고, 허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며,
지극히 없는(無) 가운데 지극히 있는(有) 것이 존재한다9) 하였는데 이것은 없
으면서도 있는 것을 말한 것에 불과할 뿐, 없다가 없다 것을 말하는 것은 아
닙니다. 정자가 어떤 사람의 질문에 “또한 태허는 없다. 마침내 虛를 가리켜
이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 또한 虛에 나아가 實을 인식하도록 하고자 할
뿐이니, 본래 虛는 없고 實만 있다는 것을 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자 이래
로 虛를 가지고 이를 말하는 자는 진작부터 적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말하기
를 “도는 태허요 형이상이다”하였고 장자는 “虛와 氣를 합하여 性이라 이름
하였고”, 주자는 말하기를, “형이상의 虛는 혼연한 도리이다.”하였고, 또 말하
기를 太極을 말하지 아니하면 무극이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곳에 빠지게 되
어 만 가지 변화의 근본이 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 단지 理의 실상만을
밝히자고 드디어 理를 虛가 아니라고 하니, 그렇다면 주자(周子)·정자·장자·주
(朱子)등 大儒들의 논의들을 모두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주역』의 형이상
과 『중용』의 無聲無臭를 노장의 虛無의 설과 마찬가지로 道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돌리겠습니까? 공은 虛자의 폐단 때문에 장차 학자들이 서로 허무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어 도가와 불가에 빠지게 될까 염려하고 있지만, 나는 또
한 虛자를 쓰지 않고 實자만 고집하면, 장차 학자들이 상상하여 헤아리게 되
어 실제로 무위진인의 번쩍이고 빛나는 경지를 그곳에서 볼 수 있다고 여기
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보내온 가르침에 또한 理는 虛하기 때문에 상대가
없고 상대가 없기 때문에 加損됨이 없다는 말을 통렬히 꾸짖었습니다. 이제
이 말의 병폐를 자세히 생각해 보니, 단지 상대가 없기 때문이란 세 글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고쳐서 “理는 虛한 까닭으로 對도 없고 더하고 덜할 것도
없다”로 고치면 거의 말썽이 없을 듯합니다.10)
7) 虛를 理라고 靈을 氣라고 주석한 것을 말한다.
8)『朱子語類』권 13 天下之理。至虛之中。有之實者存。
9) 위의책 天下之理,(……)至無之中。有至實者存。
10)『退溪先生文集』권 16「書」<答奇明彦論四端七情> 至其論虛靈處以虛爲理之說。
則亦有所本。恐未可以分註二字之非。倂與此非之也。今且就所引數說而論之。朱子
謂至虛之中。有至實者存。則是謂虛而實耳。非謂無虛也。謂至無之中。有至有者
存。則是謂無而有耳。非謂無無也。程子之答或人曰。亦無太虛而遂指虛爲理者。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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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그는 주자의 “지극히 虛한 가운데 지극히 實한 것이 있다”
는 말을 빌려 자신의 논지를 전개 시켜 간다. 虛와 實은 상반된 개념으
로 이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해단되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은 어디까지 虛 와 實을 동일 법주에 두고 접근할 때 생겨나는 것
으로 만약 이들이 속한 범주를 달리 한다면 이 모순은 제거 될 수 있
다. 이미 퇴계는 太極과 사단의 구분을 통해 동일한 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虛와
實은 다름 아닌 太極과 사덕의 관계를 형용한 표현으로 그 진의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관계를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덕의 경우 이들은 각각 그 이름과 그에 따른 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流行에 속한 개념이며 이때의 작용은 항상 氣를 동반하기 때문
에 순수한 理의 본체 일 수 없다. 太極의 경우 이는 어떠한 이름도 없
지만 그러나 모든 법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流行 후의 현상에 각도에서 본다면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기에 虛
하다. 그러나 동시에 사덕을 流行의 법칙으로 둘 경우 사덕은 실재 존
재하는 법칙이 되며 따라서 사덕의 본체에 해당되는 太極 또한 존재해
야 한다. 이 경우 太極은 實이 된다. 이처럼 流行의 각도에서 理의 본체
인 太極을 볼 경우 그것은 사덕이 존재하기에 분명 존재하는 것이나 流
行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
다. 때문에 理의 본체인 太極은 虛이면서 동시에 實을 그 형용으로 삼
는 존재가 된다. 퇴계가 이처럼 虛와 實을 동시에 말한 까닭은 虛를 말

亦欲其就虛而認實耳。非謂本無虛而但有實也。故程，張以來。以虛言理者。故自不
少。如程子曰。道。太虛也。形而上也。張 子曰。合虛與氣。有性之名。朱子曰。
形而上底虛。渾是道理。又曰。太虛便是太極圖上面一圓圈。如此之類。不勝枚擧。
至於朱子論無極而太極處。亦曰。不言無極。則太極同於一物。而不足爲萬化之根。
不言太極。則無極淪於空寂。而不能爲萬化之根。嗚呼。若此之言。可謂四方八面。
周徧不倚。攧撲不破矣。今徒欲明理之實。而遂以理爲非虛。則周，程，張，朱諸大
儒之論。皆可廢耶。大易之形而上。中庸之無聲無臭。其與老莊虛無之說。同歸於亂
道耶。公慮虛字之弊。將使學 者。胥爲虛無之論。而淪於老佛之域。滉亦慮不用虛
字。膠守實字。又將使學者。想像料度。以爲實有無位眞人閃閃爍爍地在那裏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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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서는 流行과 본체로 구분되는 理氣二元論의 세계를 표현할 길
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虛를 말하지 않고 實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결
과 용마루나 북극성처럼 流行 속에서 그 기준을 찾게 되어 마침내 현상
너머의 理의 본체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퇴계의 입장은 후학에 대
한 걱정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만약 후학들이 實이 곧 虛임을 알
지 못하고 實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虛를 논하기 위해 老佛의 허무에 道
를 진실로 虛함으로 파악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결
론적으로 말하자면 퇴계가 虛를 말한 까닭은 이의 본체에 절대성과 미
결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퇴계의 태도는 고봉의 지적을
대하는 그의 대응에서도 잘 나타난다. “對가 없기 때문에 虛가 없다”는
표현의 지적에 대해 퇴계는 자신 또한 이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
고 “虛 하기 때문에 對가 없다”로 수정을 가한다. “虛 하기 때문에 對
가 없다”는 것은 위문장의 말미에 나오는 것으로 이는 고봉의 지적 후
수정된 부분에 해당 된다.11) 기존의 “對가 없기 때문에 虛가 없다”는
표현은 ‘對’ 자체가 상대성을 함의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성의
개념 아래 虛를 둠으로서 마치 虛가 氣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 경우 虛는 허무로 해석되거나 氣에 포함된 개념이 되
어 자칫 理氣二元論의 구조를 훼손하게 된다. 때문에 퇴계는 對와 虛의
순서를 바꾼 “虛 하기 때문에 對가 없다”로 그 표현을 수정한다. 이 경
우 虛가 對에 앞서기 때문에 상대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그 독
립성을 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절대성을 본성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虛는 현상의 각도에서 理의 본체를 형용한 것이며 이때
理는 미결정성 및 절대성을 그 성격으로 한다.
理의 본체로서의 虛를 이야기한 후 퇴계는 다시 理氣二元論의 다른
뼈대가 되는 氣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理氣
11) 퇴계의「「天命道說」은 1553년에 천명도룰 정정하였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작성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 고봉과 사단칠정에 관한 논변을 하는 과정에서 천명
도의 도상을 더 정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헌, 「고봉 기대승의 사칠변과 천
명도」전통과 현실, 8집, 고봉학술원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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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元論의 구조 아래 氣는 理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 氣는 상대성과
변화를 그 본성으로 삼고 있기에 항상 일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형
기에 따라 偏·正의 차이를 가진다. 이 결과 동일한 理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에는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流行하는 세계에 속한 모든 사물
은 理와 氣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때 각각의 사물들은 그 이
름을 얻고 동시에 그 이름에 맞는 작용과 형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부여 받은 理를 훼손 없이 보존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는 곧 사람의 영험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모든 사물
들에 부여되는 理가 동일하다 할 때 그 차이는 그 작용과 형을 담당하
는 형기에서 구분되어 진다. 때문에 理를 훼손 없이 보존할 수 있는 사
람의 형기는 마땅히 理를 보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를 훼
손 없이 보존한다는 것은 곧 理의 본체인 虛가 보존됨을 의미한다. 퇴
계에 따르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사람의 心이다. 그는 心을 虛와
靈의 집(舍)으로 표현하며 그 속에 虛가 보존 될 수 있음을 피력한다.
이는 미결정성과 절대성의 虛를 사람의 心속에 보존한 형태로서 이후
모든 정감의 원인을 心에 둘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우선 心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그 형기를 통한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의 구분
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정감의 원인으로서 心의 虛·靈
1. 氣의 偏·定에 따른 동식물과 사람의 차이
사람과 동식물이 생길 적에 음양의 正氣를 얻은 것은 사람이 되고, 음양의
치우친 기를 얻는 것은 동식물이 된다. 사람은 이미 음양의 바른 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 기질이 通하고 또한 밝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식물은 이미 음
양의 치우친 氣를 얻었기 때문에 그 기질이 막히고 또한 어둡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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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과 동식물로 보면 사람은 正이고 동식물은 偏이 되지
만, 동물과 초목으로 보면 동물은 偏중의 正이고 초목은 편중의 편이다. 그러
므로 동물은 기질이 혹 한쪽 길로 만 통하고 초목은 단지 그 理만을 갖추고
전체가 막히고 통하지 않는다. 그 性이 혹은 통하거나 혹은 막히는 까닭은 곧
氣에 偏하거나 正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12)

동일한 理를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식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은 氣의 偏·正 때문이다. 그리고 氣의 偏正으로 인해 통함과 막힘의 차
이가 생겨난다. 이때 통하고 막히는 것은 모든 사물에 동일하게 부여
된 理 이다.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流行하는 세계의 모든 대상은 반
드시 그 이름에 맞는 법칙과 작용을 가진다. 동식물 또한 그 이름에 맞
는 법칙을 가지며 동시에 그 법칙에 따른 작용과 그 형상을 가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날짐승이 하늘을 날
고, 들짐승이 산천을 뛰어 다님은 그 이름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에 해
당된다. 사람 또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正氣를 타고 났기에 부여 받은
理를 보존함을 그 본성으로 한다. 퇴계에 있어 流行하는 세계에서 사물
을 결정하는 원인은 그 타고난 형기에 있기 때문에 그는 드러난 형상을
통해 그 근원을 탐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것은 현대의 관점으로 볼
때 다소 견강부회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퇴계의 학문 자체의 정합성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인물의 형상이 다르게 됨은 역시 陰陽이기의 소치이다. 대개 陽의 性은 順
하여 평하고, 陰의 性은 逆하여 거꾸러졌다(倒). 그래서 사람은 천지의 빼어
난 자식이 되어 陽을 이루었으므로, 머리는 꼭 하늘과 같고 발은 꼭 땅과 같
아서 平正直立하게 된다. 物은 천지의 치우치고 막힌 자식으로 음이 되며 그
12) 위의책 人物之生也。其得陰陽之正氣者爲人。得陰陽之偏氣者爲物。人旣得陰陽之正
氣。則其氣質之通且明。可知也。物旣得陰陽之偏氣。則其氣質之塞且暗。可知也。
然就人物而觀之。則人爲正物爲偏。就禽獸，草木而觀之。則禽獸爲偏中之正。草木
爲偏中之偏。故禽獸則其氣質之中。或有一路之通。草木則只具其理。而全塞不通
焉。然則其性之所以或通或塞 者。乃因氣有正偏之殊也。其形之所以或白或黑者。乃
示氣有明暗之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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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기에 형상이 사람과 같지 않아서 혹은 횡하고 혹은 역하였다. 그러나 금수
는 이에 陰 중에 陽이 되었으므로 生이 전혀 전도되지 아니하고, 횡이 되었으
며, 초목은 이에 陰 중의 陰이 되었으므로 生이 반드시 逆하고 전도 되었으
니, 이것이 다 품기가 같지 않음이요, 氣의 順과 逆이 있는 까닭이다.13)

사람은 平正直立 하기 때문에 陽 의 氣를 받아 위로는 하늘을 닮고
아래로는 땅을 닮아 하늘과 땅의 이치를 한 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順하다. 이와 달리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물들은 陰·陽중 하나에 치우쳐
그 부여받은 기운을 그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막혀서 逆하게 된다. 順하
다는 것은 곧 하늘로 부여 받은 理를 훼손 없이 그대로 체현할 수 있음
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사람만이 천지 流行의 모든 법칙을 체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퇴계는 왜 사람에게 있어서만은
원·형·이·정이 아닌 인·의·예·지를 말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자료
이다. 사람에게 주어진 인·의·예·지는 곧 천지 流行의 사덕이 사람에게
들어와 조금의 훼손도 없이 사람에 맞게 그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이는
사람의 氣가 正하여 부여받은 理를 보존할 수 있게 때문에 가능한 것이
다. 때문에 퇴계는 사람을 천지의 빼어난 자식으로 보며 동식물 가운데
서 가장 우수한 존재로 파악한다. 사람을 영험하고 우수한 존재로 파악
한 것은 이미 선진 공맹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맹자
가 人禽之辨을 통해 동물과 사람의 형기를 동일하게 본 것에 비해 퇴계
는 氣의 偏·正에 근거하여 형기에 해당되는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조차
다소간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무릇 血氣가 있는 것은 본래 모두 지·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나 짐승의
치우친 지각이 어찌 우리 사람들의 가장 신령한 지·각과 같단 말입니까? 더

13) 위의책 人物之形所以異者。亦陰陽二氣之所致也。蓋陽之性。順而平。陰之性。逆而
倒。故人爲天地之秀子而爲陽。故頭必如天。足必如地。而平正直立。物爲天地之偏
塞子而爲陰。故形不類人。而或橫或逆。然禽獸則乃爲陰中之陽。故生不全倒而爲
橫。草木則乃爲陰中之陰。故生必逆而爲倒。此皆稟氣之不同。而氣有 順逆之所致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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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여기에 지·각을 말한 것은 실로 마음을 전하는 법이 위태하고 미묘하고
정성스럽고 한결 같다는 뜻이니, 이 지·각 두 글자를 가지고 虛·靈의 두 글자
를 아울러 말하며, 인심의 體와 用의 신묘함을 밝혔습니다. 읽는 자는 마땅히
나의 마음의 깨닫는 대로 나아가서 진정한 뜻을 완미하고 체득하여야 비로소
진실하게 알아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멀리 鳥獸의 지·각을 끌어다가
본래 뜻을 어지럽게 하고 의심해서는 안 될 곳에 의심을 두겠습니까? 저 뭇
사람들의 지·각이 聖賢과 다른 것은 곧 氣에 거리끼고 욕심에 어두워서 자연
히 본성을 잃은 것이니, 또 어찌 이것을 근거로 사람의 마음이 알고 깨닫지
못한다고 의심하겠습니까?14)

퇴계는 동물과 사람이 모두 지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氣의 偏·正
에 의해 결코 같지 않음을 피력한다. 그리고 덧붙여 사람의 지각을 虛·
靈으로 말함으로써 氣의 편중을 偏·正 이외에도 사람의 지각을 구성하
는 또 다른 요소가 있음을 언급한다. 虛·靈은 곧 사람의 心을 지칭하는
것으로 氣의 正과 더불어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다.
이처럼 氣의 偏·正에 따라 동식물과 사람의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은
理氣二元論의 구조와 더불어 氣强理弱의 법칙이 현상에 작요하기 때문
이다. 氣强理弱은 주자의 논법으로 이는 流行하는 현상세계의 경우 理
보다 氣가 강하게 작용하며 비록 동일한 理가 각각의 사물에 부여되었
다 할지라도 그 그릇의 형태에 따라 그 본래의 법칙이 전부 발현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氣强理弱의 법칙에 따른다면 陰으로 偏한 식물은 지
각이 있을 수 없고 陽 가운데 陰에 속하는 동물은 陽 가운데 陽에 속한
사람과 동일한 지각을 가질 수 없다. 이들은 모두 그 氣가 偏하기 때문
14)『退溪先生文集』14권 凡有血氣者。固皆有知覺。然鳥獸偏塞之知覺。豈同於吾人最
靈之知覺乎。況此說知覺。實因傳心之法。危微精一之義。而以此二字。幷虛靈言
之。發明人心體用之妙。讀者當就吾心知覺處。玩味體認。出正意思來。方見得眞實
無差。豈可遠引鳥獸之知覺。以汨亂正意。而置疑於不當疑之地耶。若夫衆人知覺。
所以異於聖賢者。乃氣拘欲昏而自失之。又豈當緣此而疑人 心之不能識與悟耶。來
喩云。知覺。恐不可如此釋。今衆人至於鳥獸。皆有知覺。此豈識其所當然。悟其所
以然者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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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하지 못하고 각기 그 형상에 따른 작용과 그 작용에 따른 법칙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날짐승이 나는 것과 들짐승이 네 발로 걷
는 것 그리고 육식 동물이 육식을 하고 초식 동물이 풀을 뜯어 먹는 것
은 모두 그 드러나 형상에 맞는 작용과 그에 따른 법칙을 가지기 때문
에 그러한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사람과 동일한 理를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현하지 못하고 정해진 틀에 맞추어 수동적으로 살아
갈 뿐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사람 또한 그 氣强理弱의 법칙 아래 그
드러난 형상에 따라 그 작용과 법칙을 가지게 된다. 사람이 그 드러난
형상에 따른다 할 때 正氣 받은 사람이 부여받은 理를 훼손 없이 보존
할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 보존된 理가
다름 아닌 理의 본체인 虛라는 것에 있다. 미결정성과 절대성을 본성으
로 하는 虛는 流行하는 현상 세계에서는 모든 법칙의 가능성에 전제 조
건이 된다. 때문에 虛를 보존한 心 또한 미결정성과 동시에 모든 법칙
을 생성하는 대상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2. 정감의 원인으로서 心의 虛·靈 그리고 그에 따른 心의
직분
하늘이 사람에게 命을 내리셨으니, 이 氣가 아니면 이 理가 머무를 곳이
없게 되며, 이 心이 아니면, 이 理와 氣가 머무를 곳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心은 虛(也理)하고, 靈(也氣)하여 理와 氣의 집이 된다. 그러므로 그
理는 즉 四德之理는 五常이 되고, 그 氣 즉 음양오행의 氣는 氣質이 되니 이
것들은 人心에 갖추어진 것으로 모두 하늘에 근본하고 있다15)

사람의 기는 正하기 때문에 부여받은 理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15)「天命道說」 6절 <論人心之具> 天之降命于人也。非此氣。無以寓此理也。非此
心。無以寓此理氣也。故吾人之心。虛理而且靈。氣爲理氣之舍。故其理卽四德之理
而爲五常。其氣卽二五之氣而爲氣質。此人心所具。皆本乎天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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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은 理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理의 본성에 해당되는 虛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사람의 心이 虛의 집(舍)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心은 虛 뿐만 아니라 靈도 함께 그 구성 요소
로 삼고 있다. 퇴계는 虛와 靈의 아래 “也理”와 “也氣”를 주석으로 달
고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靈은 氣를 형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心
에 靈이 있는 까닭은 心은 어디까지나 流行에 속한 사람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비록 心이 理의 본체인 虛를 보존하고 있다지만 그것은 어디
까지나 그 범주는 流行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理의 본체로서의 太極
과 心의 虛는 그 기능상으로는 동일하지만 결코 동일한 범주에 속한 개
념은 아니다. 하지만 기능상 미결정성과 동시에 모든 법칙을 생성하는
원인으로서의 虛를 가지고 있기에 사람은 원·형·이·정이 아닌 이들을 본
받은 인·의·예·지를 그 안에 가질 수 있게 된다.
인·의·예·지는 원래 한 가지 일을 주로 하여 발한 것임은 사실이나, 한 가
지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익히고 음미해 보면, 이 네 가지는 서로 바뀌어 用이
되는 것이다. 萬正淳이 이른바, ‘네 가지 덕은 서로 떠난 적이 없어서 일을
만나면 차례차례로 층층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람이 혼자 말없이 연구해 아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16)

무릇 性의 본체에는 다만 이 네 가지가 있어서, 渾然히 하나의 理 가
운데 온갖 작용을 함유하여 마치 어떤 情狀과 意思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형상도 방소도 없으니, 만일 공부를 깊이 하여 참됨을 쌓고 오
래도록 노력하여 홀로 밝고 넓은 근원을 보아 일상의 어느 곳에서나 분
명하게 터득함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확충하여 무궁하게 응용하는 데
힘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17) 퇴계는 인·의·예·지를 원·형·이·정과 마찬
16) 『退溪先生言行錄』권2,「類編」,<講辨> 仁義禮智。固有主一事發者。然而就一事
而熟琓之。則四者迭相爲用。萬正淳。所謂四德。未嘗相離。過事則迭見層出。要
在人獸而識之是也。
17) 『退溪先生文集』권37,「서」<答李平叔問目(大學)> 蓋性之本體。只有此四者。渾
然一理中。含具萬用。若有情狀意思。而實非有形象方所。如非用功之深。眞積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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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넷이면서 하나며 동시에 하나이면서 넷인 구조로 파악한다. 단
이들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원·형·이·정의 경우 그 본체가 流行 이전의
太極에 있고, 인·의·예·지의 경우 그 본체가 流行에 속한 心에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주적 차이를 제외한다면 그 작용에 있어서는
太極과 心은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물은 부여받
은 理를 보존할 수 없으며 이의 본체인 虛를 가지지 못하기에 그 정해
진 이름에 따른 작용을 제외한 어떤 것도 생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
람만은 心 속에 虛를 보존함으로써 모든 법칙을 생성 할 수 있는 미결
정성을 자신에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곧 정감의 산출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의 정감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心에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다. 이제 流行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감만은 太極이 아닌
사람의 心에 그 근원을 둘 수 있고 정감에 있어 사람은 창조자의 위치
에 오르게 된다. 사람의 모든 정감은 반드시 그 행위를 수반한다. 때문
에 정감의 창조자로서 사람은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사람의
모든 정감과 그것에서 비롯된 행위를 행위자의 책임이 되며 이 책임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당위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사람이 다른 동식물
과 달리 氣强理弱의 법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감의 영역에 있어서만
은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물은 氣强理弱에 따라 그 이름에 따른 직분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다. 때문에 포식자인 맹수가 병들고 늙은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맹수가
맹수인 까닭에 당연한 행위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누구
도 맹수의 행위가 비도덕적이라 힐난할 수 없으며 힐난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스스로 자신의 정감에 창조자인 사람의 경우 강자가
약자를 핍박 할 경우 이는 선하지 못한 행위이며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퇴계는 虛와 靈의 결합을 통해 心을 정감의 원인으로 둠으로써
우주론에서 본격적으로 사람의 정감을 다룬 심성론으로 그 중심을 이동

久。而獨觀昭曠之原。瞭然有得於參前倚衡之際。其於擴而充之。應用無窮。殆難
以得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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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이제 퇴계는 『중용』의 미발·이발의 개념을 끌어와 太極과 心의 기
능적 동일성을 보이고자 시도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心이 정감의 원
인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미결정성과 동시에 모든 법칙을 생성 할 수 있
는 虛와 그것에 재료가 되는 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虛·靈
은 분리될 수 없고 또 각각은 理와 氣를 상징하기 때문에 理氣二元論의
법칙으로 인해 섞일 수 없다. 이들이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기
때문에 미발의 상태에서는 어떠한 정감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발의 상태
에서는 모든 정감을 낳는 근원이 될 수 있다.
意라는 것은 心이 發한 것이며, 心은 性·情의 주재자이다. 그러므로 이 心
의 未發 이전이란 마치 太極의 動靜의 理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 陰陽으로 나
눠지지 않은 것과 같다. 하나의 心안의 혼연한 하나의 性은 純善만 있고 惡은
없다. 이 心이 已發할 때에 이르면 마치 太極이 이미 나눠져서 動은 陽이 되
고 情은 陰이 되는 것과 같다. 이때 氣는 비로소 작용하기 때문에 그 情이 發
하는 데에 善과 惡의 구분이 없을 수 없으나 그 단초는 매우 미미하다. 여기
에서 意는 心이 발하는 것으로 또 그 情을 끼고 좌지우지하는 혹은 천리의
공정함(公)을 따르기도 하고 혹은 인욕의 사사로움(私)을 따르기도 한다. 선·
악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로부터 말미암아 결정된다. 이것이 이른바 ‘意幾의
善·惡’이다.

여기에서 퇴계는 직접 太極과 心의 기능적 유사성을 언급하며 心의
미발과 이발을 太極이 流行을 낳기 전과 낳은 후에 비유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일 뿐 心과 太極을 동일시 한 것은 결코 아니
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心은 어디까지나 流行을 그 범주로 삼고 있
으며 心으로부터 생겨나는 정감 또한 작용을 그 본성으로 삼고 있기 때
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발과 이발에 따른 性과 정감의
관계이다. 우선 性에 대해 살펴보면 퇴계는 心과 性을 구분해서 보지만
이들의 작용에 있어서는 결코 그 先後를 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性의
작용은 곧 心을 그 조건으로 하고(所能然), 心의 작용 또한 性을 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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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삼기 때문이다(所以然). 이 경우 性은 오직 법칙만 존재하는 순
수 理가 아닌, 법칙과 작용을 함께 지닌 하나의 독립된 법칙이 된다. 性
을 독립된 법칙으로 볼 때 性은 心과 무관하게 스스로 발할 수 있는 존
재이며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이다. 이것은 곧 인·의·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은 心의 미발에 상태에 존재하며 心과 무관하게 그 법칙성
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지 그 이름과 이름에 따른
작용을 가질 뿐 그것이 정감으로 구현되어 流行하는 세계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心을 거쳐야함 한다. 心의 미발 상태는 어떠한 정감의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 미결정의 상태로 여기에는 도덕법칙인 인·의·예·
지만 존재한다. 때문에 미발의 상태는 항상 善한다. 하지만 이발하여 心
이 정감을 낳을 때 정감은 그 이름에 적합한 작용을 氣로부터 빌려오고
이 과정에서 때로는 인·의·예·지가 아닌 외부 대상을 법칙으로 삼게 된
다. 이것 또한 하나의 이름을 가진 정감이다. 그리고 이때의 정감은 性
을 그 법칙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善·惡의 가능성을 모두 지니게
된다. 그리고 性을 그 법칙으로 하지 않고 외부의 대상을 법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心이 그 스스로 법칙을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을 자기 안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心에 본래 존재하는 인·의·예·지에서 비
롯된 사단과 외부 대상을 법칙으로 한 칠정이 생겨나게 된다. 외부 대
상을 법칙으로 삼은 칠정은 어디까지나 심의 기능에 의한 부산물이며
太極에 대한 모방일 뿐 결코 그것은 인·의·예·지에서 비롯된 사단을 넘
을 수 없으며 사람의 행위에 표준이 될 수 없다. 때문에 퇴계는 되도록
이면 칠정이 아닌 사단에 따른 정감을 가지기를 요청한다. 그가 사단과
칠정을 이야기하고 칠정의 근원을 心에서 찾은 것은 어디까지나 행위자
스스로에게 자신의 정감에 따른 행동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이지 心의
기능에 우월성이나 칠정이 사단을 뛰어 넘을 수 있을 보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心의 직분을 이야기 한다.
‘心이 太極’이라함은 이른바 人極입니다. 즉 物과 我가 없고, 안과 밖이 없
고, 분단도 없고 方體도 없는 이치입니다. 바야흐로 그것이 고요해지면, 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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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모든 것을 갖추어 한 근본이 되니, 본디 마음에 있다든가 物에 있다는 구
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움직여 사물에 응접하면 모든 사물의 이치가 곧
나의 心에 본래 있는 이치로서 다만 心이 주재하여 저마다 그 법칙에 따라
응할 뿐, 나의 心에 미루어 나감을 기다린 뒤에 사물의 이치가 되는 것은 아
닙니다.18)

이치는 본래 있는 것이지 결코 心으로부터 궁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
다. 心은 단지 본래 있는 이치를 응접하고 주재할 뿐이다. 이것을 미발
과 이발의 문제로 확대시킬 경우 미발 상태에 존재하는 인·의·예·지가
바로 본래 존재하는 이치이다. 心이 이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지 자신
에 존재하는 인·의·예·지를 응접하고 그것에 따른 정감을 발하면 될 뿐
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휘 된 정감은 하늘로 부여받은 이치를 조금의
훼손 없이 그대로 체현 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 이치가
아무 여과 없이 직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心 이라는 필터를 거쳐
나타나는 것이기에 원·형·이·정이 아닌 인·의·예·지를 그 법칙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의 ‘心이 太極’이라는 말은 사람의 행위가 곧
하늘의 이치와 합일 될 수 있고 사람의 心에서 비롯된 정감이 곧 하늘
의 뜻에 비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사람의 정감을 다루는 심
성론의 문제를 역으로 우주론의 영역으로 끌어 올린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람의 올바른 행위가 곧 천지 流行의 법칙과 합일 되어 어디에도 의지
하지 않고 사람 스스로가 행위의 입법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다.

Ⅳ. 나가는 말
理氣二元論의 구조는 주자학에서 기원한 것이지만, 주자는 종종 그의

18) 이황저 고산 역해 『自省錄/言行錄/聖學十圖 』동서문화사 2008년 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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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속에서 스스로 이것에 反하는 주장을 하곤 한다. 이는 주자 스스
로가 의도한 모순이기 보다는 그의 학문에 성숙정도에 따른 관점의 차
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
도 여전히 주자의 학문은 그 내부 모순으로 인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와 달리 퇴계는 상당부분 완성된 형태의 주자에 학문을 받아 들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자의 학문을 일관하는 理氣二元論이라는 틀을 그 중심에
세움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학문을 형성하게 된다. 理氣二元論을
그 틀에 세운 까닭은 모든 학문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은 流行
하는 세계에 속해 있으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 세
계에 대한 기준을 세울 경우 그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것에 맞추어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퇴계는 理氣二元論의 틀을 통해 流
行하는 세계를 설명하고 동시에 이 세계의 기준을 고정 불변의 절대성
에 둠으로써 流行하는 세계에 변하지 않는 법칙을 수립하고자 했다. 이
는 고착화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고정이 아닌 모든 流行을 가능하게하
며 동시에 그 자신은 어떠한 형태도 가지지 않으면서 모든 이름을 가능
하게 하는 절대 법칙으로서의 고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퇴계는 流行
과 流行 이전의 법칙을 구분하고 이를 太極이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太極은 流行하는 세계의 개념을 통해서는 어떠한 이름도
가질 수 없기에 다시그것을 형용해서 虛로 표현한다. 流行의 관계를 통
해 이끌어낸 虛는 理氣二元論을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으로
그것은 미결정적 이면서 동시에 모든 이름과 법칙을 생성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그 본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理의 본체이며 理氣二元論의 틀
속에서 流行과 더불어 또 다른 축을 맡게 된다. 문제는 퇴계가 이러한
虛를 사람의 心에다 부여시킨 것이다. 이 말은 곧 사람의 心이 太極이
될 수 있고 사람이 太極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름과 법칙을 생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범주상 사람은 어디까지나 流行에 속한 존재
이며 그렇기에 그 자신 속에 太極을 지닐 수는 없다. 때문에 퇴계는 太
極과 心을 동일한 대상으로 보는 대신 그 기능적 측면에 있어 太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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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동일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心의 미발과 이발의 기능을 설
명함에 있어 미발을 太極에 대비 시켜 미결정적 이면서 동시에 모든 이
름과 법칙을 생성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상태로 두고 이발을 사덕에 대
비시켜 사덕이 모든 사물의 생성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
의 정감을 산출하게 한다. 이제 사람은 모든 정감은 流行의 법칙을 따
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법칙에 따라 산출된다. 하지만 비록 모든
정감이 사람의 心으로부터 산출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流行의
법칙에 따른 원·형·이·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때문에 퇴계가 心
의 虛를 통해 밝히고자 한 것은 정감의 산출자로서의 사람에 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감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으로 보인 후 그 책임
을 그 자신에게 지움으로써 정감의 산출자인 스스로가 流行하는 원·형·
이·정의 법칙에 나아가기를 희망한 것에 있다. 퇴계의 이런 태도는 심성
론을 우주론에까지 끌어올려 사람의 의지가 곧 우주의 법칙과 일치 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사람의 정감이 곧 법칙이 될 수 있음을 보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11년 4월 30일(토)에 투고 완료되어,
2011년 5월 10일(화)부터 5월 30일(월)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1년 6월 15일(수)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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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心性論의 토대인 心의 虛와 靈 (엄진성)

ABSTRACT

Toegye`s Mind-and-Herat theory foundation
of heart`s Etpy·Spirit
Uhm, Jin-sung
Type of li - gi dualism by deploying the structure of his philosophy
goes down. Type of li - gi dualism structure of the body and is divided
into two phenomena. Each of these is an absolute and relativity in its
nature. Absolute and Relativity is not compatible. Absolute and the
incompatibility of relativity, and they are each represented by li and gi.
li belonging to the absolute laws of relativity, when the problems arise.
li this case can not maintain the purity. In this case,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law would also be accompanied. To define it as a
four virtues Toegye This is the law of the world with the movement. It
is separated from the 'Great ultimate'(Tai Chi). 'Great ultimate' is the
body of the li. 'Great ultimate' of the world that the movement can not
be explained by the concept. Toegye because that brings the concept of
empty(hu). empty creation of any law in nature is the possibility.
However, even the law itself does not have any name. At the same
time can be four virtues. adjective empty to be a 'Great ultimate'.
Toegye Empty again applies a concept of a person. The reason to apply
to people born since xing gi. The straight of person`s xing gi(body).
Because li to xing gi does not compromise. because of the need to
preserve the li should have a Empty. Because of the nature of herat and
empty have to. With Empty and will also have the same functiona.
And Empty through herat to a person's emotion is coined. Toegye

心

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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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

function of the
and 'Great ultimate' by comparing the features of
herat with the office to clarify something, has the purpose of the study.

Key words: Mind-and-Heart, Great ultimate, Type of li - gi dualism,
empty(hu), To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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