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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明代 儒學 가운데 白沙 陳獻章, 醫閭 賀欽, 陽明 王守仁에 대한 退溪 李滉
의 비평은 儒學的 理想에 입각한 행위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 위에서
진행되었다. 백사와 의려의 학문을 검토하면서 퇴계는 그들과 같이 靜坐에 치우치
면 아무런 일도 처리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안정 상태만을 추구하게 되며, 이는 유
학적 이상 실현의 현장에 애초에 나아가지 않음을 초래한다고 비평하였다. 양명에
대해서도 퇴계는 그가 私欲 발생 원인으로서의 外物의 존재를 우려한 나머지 五倫
과도 같이 유학적 이상을 추구할 터전으로서의 외부 사물까지 차단하였고, 그 결과
人倫 자체를 없애버리는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퇴계는 양
명이 이해했던 것처럼 朱子 철학에 尊德性 공부가 결여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動
時와 靜時를 아우르는 敬 工夫에 기반을 두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도덕 행위의 실
천을 추구하는 주자 철학적 방안이 유학적 이상 실천에 보다 더 유효한 방법이라
고 보았다. 나아가 실제 삶의 현장에 나아갔더라도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는
행위자의 단독적 好惡를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륜으로 대표되는 외부 사물
의 존재를 인정하고, 축적되고 공유되어온 명백한 義理에 대한 講學과 窮理 공부에
준하여 실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퇴계의 비평 이면에는 天命의 의미를 강
조한 그의 理 이해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실천지향적 학문이 체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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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陽明 王守仁(1472∼1528)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明代(1368∼1644) 학자들
이 朱子(名 熹, 1130∼1200) 철학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진행하였던 이유가
주자 철학에서 발생하는 心과 理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는 분석은 이미 많은 학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1) 그리고 일반적으로 心과
理의 괴리에 대한 우려는 ‘儒學的 理想에 입각한 행위’ 실천의 문제의식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 양명을 통해 선명하게 제기된 이러한 의제
는 명대 儒學 전반에서 “실천”에 대한 중시를 읽어내는 시각3)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명대 유학의 이와 같은 흐름에 주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학
내부에서 실천과 관련한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있지 않다. 자신들의 이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유학은 언제나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왔으며, 명대 유학
역시 그러한 배경 위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朝鮮(1392∼1910)에서 처음으로 주자 철학에 대한 총괄적 해석의
시야를 제시한 退溪 李滉(1501∼1570)4) 역시 心과 理의 일치를 통한 유학
적 이상의 실현을 추구하였다.5) 퇴계는 이와 같은 자신의 학문적 목표를
1)

구스모토 마사쓰구, 송명유학사상사, 김병화·이혜경 옮김, 예문서원, 2005,
385~389; 모종삼, 심체와 성체1, 김기주 옮김, 소명출판, 2012, 112~113 참조.
특히 王陽明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陳來, 양명철학, 전병욱 옮김, 예문서원,

2)

3)
4)

2003, 50~51 참조.
박길수, ｢명초 정주학파(程朱學派)의 심학화 경향과 사상적 의의｣, 東洋哲學,
제39집, 韓國東洋哲學會, 2013, 56~57 참조.
錢穆, 陽明學述要, 北京: 九州出版社, 2010, 21~23 참조.
퇴계가 주자 철학 수용 측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그의 朱子大全과
朱子語類에 대한 문헌적 정리 작업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崔彩基, ｢退溪
李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그 刊行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
교 대학원, 2013; 김문식, ｢조선본 朱子語類의 간행과 활용｣, 史學志, 제43

5)

집, 단국사학회, 2011 참조.
退溪先生文集권25, ｢(鄭子中別紙｣(1561). “道體流行於日用應酬之間, 無
有頃刻停息, 故必有事而勿忘, 不容毫髮安排, 故須勿正與助長. 然後心與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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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기 위한 이론을 구축함과 동시에 白沙 陳獻章(1428∼1500)과 양명으로
대표되는 주자 철학에 대한 비판적 해석자들6)의 글을 읽고 뚜렷한 비평을
가하였다. 이는 퇴계가 주자 철학 본령에 입각함으로써 유학적 이상의 온전
한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퇴계는 백사와
양명의 일부 문헌을 접한 뒤 그들의 주장이 유학적 이상 실현에 적지 않은,
혹은 심각한 방해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
는 주자 철학이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데 가
장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퇴계의 이러한 입장을 읽어낼 수 있는 백사와 醫閭 賀欽(1437∼1510), 양
명에 대한 비평문으로 이 글에서 검토한 것은 ｢白沙詩敎辯｣, ｢白沙詩敎·傳
習錄抄傳, 因書其後｣, ｢抄醫閭先生集, 附白沙·陽明抄後, 復書其末｣, ｢傳習錄
論辯｣이다.7) 이는 모두 1550년대 초 퇴계가 白沙詩敎8)와 傳習錄, 醫
閭先生集 등에 대한 독서9)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것으로,10) 해당 글에서는

6)

一, 而道體之在我, 無虧欠, 無壅遏矣.” 퇴계 글의 작성 시기는 鄭錫胎 編著,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1-4, 退溪學硏究院, 2001-2006 참조.
백사를 주자 철학에 대한 비판적 해석자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재목, ｢
明代 理學의 心學的 轉換:陳白沙·湛甘泉의 心學｣, 孔子學, 제2집, 한국공자학
회, 1996, 41~49 참조. 참고로 백사와 濂溪 周敦頤, 明道 程顥, 伊川 程頤, 象山
陸九淵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한 서술은 陳榮捷, ｢白沙之動的哲學與創作｣, 王

7)
8)

陽明與禪, 台北: 臺灣學生書局, 1984, 72 참조.
이 네 편의 글은 모두 退溪先生文集권41 雜著에 실려 있다.
이 책은 甘泉 湛若水(1466∼1560)가 편찬한 白沙子古詩敎解(1521)를 가
리키는 듯하다. 白沙子古詩敎解는 湛若水가 스승 백사의 문집에서 시
와 문장을 발췌하여 해설을 덧붙인 책이다. 신민야, ｢《白沙子古詩敎解》
의 白沙詩 해석에 대한 正反 양면 고찰｣, 中國文化硏究, 제1집, 중국문

9)

화연구학회, 2002 참조.
退溪先生文集別集권1, ｢韓士炯【胤明】往天磨山讀書, 留一帖求拙跡, 偶書所
感寄贈.｣(1554) 참조. 이 시를 통해서 延平(問, 讀書錄, 白沙詩敎, 醫閭

先生集, 傳習錄, 困知記 등에 대한 퇴계의 독서가 이 시기를 전후로 하
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退溪先生年譜권2, 四十五年丙寅【先生六十六歲】 條의 주석에 다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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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山 陸九淵(1139∼1192), 백사, 의려, 양명이 거론되고 있다. 퇴계는 이들에
대해 “禪學”, “禪”, “釋氏”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는데, 퇴계가 이해
한 禪學의 특성은 “本心만을 宗旨로 삼으면서”,11) “頓悟”를 추구하며,12)
“人倫을 멸하고 事物을 끊고자 하는 것”13)으로 “일[事]을 싫어하고 안정[定]
을 구하”14)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퇴계는 주자 철학에 입각
하여 禪學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상산, 백사, 의려, 양명에 대해 禪
學과 유사한 사유를 가진 학자들로 분류하여 계보화함으로써15) 이들과 자
신을 선명히 대비시킨다.16)
이 보인다. “先生又嘗患中國學術之差, 白沙·陽明諸說盛行於世, 程·朱相傳之統
日就湮晦, 未嘗不深憂隱歎, 乃於白沙詩敎·陽明傳習錄等書皆有論辯, 以正其
失云.” 기존 연구에 따르면 ｢抄醫閭先生集附白沙陽明抄後復書其末｣은 1553년
에 작성되었으며 ｢白沙詩敎辯｣과 ｢白沙詩敎傳習錄抄傳因書其後｣ 역시 같은
시기에 쓰였을 것으로 간주되는데(최재목, 퇴계 심학과 왕양명, 새문사,
2009, 80 참조), 이 글에서는 연보 주석의 내용을 참조하여 ｢傳習錄論辯｣ 역
11)

시 이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退溪先生文集권41, ｢白沙詩敎傳習錄抄傳因書其後｣(1553추정). “陳白沙·王
陽明之學皆出於象山, 而以本心爲宗, 蓋皆禪學也.”; 退溪先生文集권41, ｢傳
習錄論辯｣(1566/1553전후). “陽明徒患外物之爲心累, 不知民彝物則眞至之理
即吾心本具之理, 講學窮理正所以明本心之體達本心之用, 顧乃欲事事物物

12)

一切掃除, 皆攬入本心衮說了, 此與釋氏之見何異?”
退溪先生文集권41, ｢白沙詩敎辯｣(1553추정). “滉按, 草廬此言亦禪家頓悟

13)

之機, 聖門無此法.”
退溪先生文集권41, ｢白沙詩敎傳習錄抄傳因書其後｣(1553추정). “其初, 亦
只爲厭事物之爲心害而欲去之, 顧不欲滅倫絶物如釋氏所爲. 於是創爲心卽理也之
說, 謂天下之理只在於吾內, 而不在於事物, 學者但當務存此心, 而不當一毫求理
於外之事物. 然則所謂事物者, 雖如五倫之重, 有亦可無亦可, 剗而去之亦可也,

14)

15)

16)

是庸有異於釋氏之敎乎哉.”
退溪先生文集권41, ｢抄醫閭先生集附白沙陽明抄後復書其末｣(1553). “爲厭事求
定而入於禪.”
상산, 백사, 의려, 양명을 계보화한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최재목, 퇴계
심학과 왕양명, 107~108 참조.
퇴계의 주자 이후 학술사에 대한 주자 중심의 계보적 인식과 상산 중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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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퇴계가 백사, 의려, 양명 계열의 사유에 대해 진행한 비평을
검토하고 그러한 비평이 진행될 수 있었던 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퇴계의
학문적 성격을 읽어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퇴계가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의 실천 가능성을 중심으로 백사, 의려, 양명의 사유에 대응하였으며,
실천의 문제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이 해석한 주자 철학과 그들의 주장을
차별화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II. 退溪 李滉의 明代 儒學 비평
명대 유학에 대한 퇴계의 수용과 검토 및 대응은 다각도로 이루어진다.
퇴계는 명 초기 편찬된 性理大全과 四書大全에 대해 정밀한 독서를 하
였으며, 方石 謝鐸(1435∼1510)의 伊洛淵源續錄17)과 月湖 楊廉(1452∼
1525)의 皇明理學名臣言行錄18) 등을 구해본 뒤 조선에서의 간행에도 관
여한다.19) 이러한 사실을 참작한다면, 퇴계가 명대에 구성된 주자 철학의
계보에 대한 시야들, 곧 명 건국 이후 15세기까지 명대 학자에 대한 다양한
계보적 이해 가운데 일부를 접하고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20) 특
히 皇明理學名臣言行錄의 견해에 대해서 퇴계는 의려와 篁墩 程敏政
(1446∼1499)은 누락되고 康齋 吳與弼(1391∼1469)과 백사는 실려 있는 것
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21) 개별 학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지니고 있

18)

식은 그의 宋季元明理學通錄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伊洛淵源續錄은 羅從彦, 李侗과 朱熹, 張栻, 呂祖謙을 시작으로 16명의 宋代
학자를 싣고 있다.
皇明理學名臣言行錄은 薛宣, 吳與弼, 陳眞晟, 陳獻章, 胡居仁을 비롯한 15명

19)

의 명대 학자를 싣고 있다.
退溪先生續集권8, ｢伊洛淵源錄跋｣(1562); 龜巖先生文集別集 권1, ｢皇明理

20)

學名臣言行錄跋｣(1562) 참조.
이는 명대 초기 편찬된 元史 ｢列傳｣, ｢儒學列傳｣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

17)

서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퇴계는 宋季元明理學通錄의 ‘元諸子’를 구
성하면서 元史의 해당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 宋季元明理學通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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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까지 확인된다.22) 그 외에도 月川 曹端(1376∼1434), 敬軒 薛瑄(1389
∼1464), 整庵 羅欽順(1465∼1547) 관련 언급들 역시 발견된다.23) 그리고 앞
서 언급한 백사와 의려, 양명에 대한 비평이 있다.
퇴계학과 명대 유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이상의 학자와 문헌들
에 대한 총괄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첫 단계로 이 글에
서는 퇴계의 시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백사, 의려, 양명에 대한 그의
견해를 검토하고자 한다.24)
21)

退溪先生文集권19, ｢(黃仲舉｣(1559). “理學錄諸人所評皆當, 深喜所見於鄙
抱, 不約而相符契, 幸甚幸甚. 但考他書, 吳康齋晚節, 與家弟訟鬩, 有識甚加嗤薄
之, 不知其事之如何? 若果爾, 此亦不得爲全人, 誠可謂造詣之難, 而爲千古學道
者之至戒也. 白沙亦有失節於貂璫之譏, 此則恐出於吹毛之口, 然觀其學術, 專是
禪虛, 得非緣虛甚, 不免有制行之疎處耶. 未可知也. 鄙意數公外, 又有章楓山差
強人意, 如何如何? 醫閭·篁墩之不錄誠不可知, 而楊月湖所造因其贊語可以槩見,

22)

則凡所去取盡出於天下之公議, 何可必也?”
퇴계의 의려와 황돈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는 醫閭先生集과 心經附註에
대한 독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退溪先生文集권2, ｢閒居, 次趙士敬·具景瑞·金
舜擧·權景受諸人唱酬韻｣(1551)과 退溪先生文集別集권1, ｢韓士炯【胤明】往
天磨山讀書, 留一帖求拙跡, 偶書所感寄贈｣(1554) 참조. 특히 醫閭先生集 독
서 후 1553년, ｢抄醫閭先生集附白沙陽明抄後復書其末｣(退溪先生文集권41)을
작성하면서 백사보다 의려를 높게 평가한다. 다만 황돈에 대해서는 1566년

23)

｢心經後論｣(退溪先生文集권41) 작성 과정 속에서 비판적 평가가 반영된다.
敬齋 胡居仁(1434∼1484) 관련 언급은 居業錄을 구해보려는 했던 기록만이
문집의 書簡에서 발견된다. 退溪先生文集권22, ｢(李剛而｣(1564). “居業錄

24)

外, 如｢魯齋論｣·遺書·外書·分類皆所無者, 如蒙印寄, 幸亦大矣.”
퇴계가 명대 유학자 가운데 비교적 깊이 있게 논평한 학자는 이상의 세 사람
이다. 이와 관련하여 퇴계와 백사 혹은 의려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는 다음
이 있다. 몽배원, ｢이퇴계(李退溪)와 진백사(陳白沙)의 심학사상(心學思想) 비
교｣, 문지성 번역, 退溪學報, 제65집, 退溪學硏究院, 1990; 안영상, ｢백사학과
양명학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중기 성리학의 특징｣, 東洋哲學硏究, 제50집,
동양철학연구회, 2007; 최재목, 퇴계 심학과 왕양명. 몽배원은 퇴계와 백사
가 공통적으로 心의 涵養을 목표로 하면서도 “退溪는 경험의 누적과 지식의
확장을 통한 도덕적 주체의식의 배양을 보다 중시한 반면 白沙는 主體精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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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白沙와 醫閭에 대한 비평
퇴계가 백사와 의려의 글을 접한 것은 1550년 전후이다. 퇴계는 백사의
詩文이 정리되어 있는 白沙詩敎와 의려의 문집인 醫閭先生集을 읽고
해당 문헌에 대한 길지 않은 선명한 평가를 남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총
평 성격의 시문도 작성한다. 1554년 12월의 일이다.
쇠퇴한 기풍에 우뚝 선 이 진백사,
그 이름 남쪽 끝에 걸려 中華를 움직였다네.
어찌 우리 儒家의 계책 중시하지 않아,
결국 마침내 서방 천축국의 사특함(불교)으로 돌아가는가?
-이상은 백사시교이다.
의려 나고 자람 오랑캐 후예들 땅에서였는데,
스승 따라 한번 변하여 용감히 물러나 숨었다네.
하물며 푸름, 쪽에서 나올 수 있거늘,
禪에서 벗어나 우리 유가로 돌아옴에 더욱 단정하고 엄숙하였다네.
-이상은 의려선생집이다.25)

백사와 의려의 사승관계 역시 파악하고 있었던 퇴계는 스승인 백사에 대
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제자 의려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었
다. 위 인용문에도 드러나 있듯이 퇴계에게서 백사 비판의 핵심은 佛敎, 특
히 禪佛敎와의 유사성에 있다. ｢白沙詩敎辯｣에서도 퇴계는 백사가 동의한
입각한 자아수립 내지는 自我覺悟를 보다 강조”(43)했다고 하였다. 안영상은
‘主靜’과 ‘讀書窮理’를 기준으로 程朱學, 白沙學, 陽明學, 花潭學, 退溪學 사이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재목은 퇴계에게서 발견되는 이들과의 차이점
25)

이 敬에 대한 중시라고 보았다.
退溪先生文集別集권1, ｢韓士炯【胤明】往天磨山讀書, 留一帖求拙跡, 偶書所
感寄贈｣(1554). “屹立頹波陳白沙, 名懸南極動中華, 如何不重吾家計, 極處終歸西
竺邪. 右, 白沙詩敎. 醫閭生長裔戎方, 一變因師勇退藏, 況是靑能自藍出, 逃禪
歸我儘端莊. 右, 醫閭先生集.” 번역은 퇴계시 풀이6, 이장우·장세후 옮김,
영남대학교출판부, 2011, 530~5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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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廬 吳澄(1249~1333)의 “귀에 대고 가르치면 글자 하나 모르는 평범한 사
람이라도 신묘한 경지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하여, “禪家의
頓悟의 기틀”이라는 평가를 내린다.26)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지
않기에 보다 정확한 비판 지점을 읽어내기는 어렵지만, 백사가 초려의 말을
인용한 앞뒤 맥락을 고려하면,27) 문자와 독서를 넘어선 갑작스러운 깨달음
과 秘傳 전수의 경지에 대한 긍정을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백사가 “本心을 宗旨”로 삼아 “禪家의 방법”을 “悟入處”
(깨달아 들어가는 곳)로 선택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28) 퇴계는 이
지점이 제자 의려가 스승 백사에 대해 문제제기한 곳이라고 이해했을 것이
다.29) 그럼에도 백사를 여전히 주자 철학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보았던 것은 그가 讀書窮理 공부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30)
다만 이러한 측면은 백사보다 의려에게서 보다 명확하다고 퇴계는 보았
다.31) 여기에서 말하는 독서궁리 공부란 유학 경전에 대한 독서이며, 유학
경전에 담겨있는 五倫과 人倫에 대한 긍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선 위에서
백사에 대한 퇴계의 비판은 靜坐 공부를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이와 같은 비판에서는 의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26)

27)

退溪先生文集권41, ｢白沙詩敎辯｣(1553추정). “吳草廬亦云, 提耳而誨之, 可
使不識一字之凡夫立造神妙. 滉按, 草廬此言亦禪家頓悟之機, 聖門無此法.”
陳獻章集권2, ｢與胡僉憲提學｣. “以此知讀書非難, 領悟作者之意, 執其機而用
之, 不泥於故紙之難也. 况此經鄭玄默所注穴法處, 謂不得師傅口授, 終無自悟之

28)

理. 吳草廬亦云, 提耳而誨之, 可使不識一字之凡夫立造神妙. 如其言, 盡讀堪輿
家書, 不若得其人而問之易了.”
退溪先生文集권41, ｢白沙詩敎傳習錄抄傳因書其後｣(1553추정). “滉謹按, 陳白
沙·王陽明之學皆出於象山, 而以本心爲宗, 蓋皆禪學也. 然白沙猶未純爲禪, 而有

29)

近於吾學. … 但其悟入處終是禪家伎倆, 故雖自謂非禪, 而其言往往顯是禪語.”
退溪先生文集권41, ｢白沙詩敎傳習錄抄傳因書其後｣(1553추정). “其高弟賀克恭

30)

亦謂其師有過高之意, 後學從其善而改其差, 可也.”
退溪先生文集권41, ｢白沙詩敎傳習錄抄傳因書其後｣(1553추정). “此其不盡廢書

31)

訓, 不盡鑠物理, 大槩不甚畔去.”
의려에 대한 퇴계의 긍정적인 평가는, 완성된 원고는 아니지만 宋季元明理學
通錄권11에 인용된 의려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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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피건대, 靜坐의 학문은 두 程先生에게서 발단되었는데, 그 언설이
禪으로 의심된다. 그러나 延平과 朱子에게서는 (靜坐의 학문이) 心學의 본
원이 되지만 禪은 아니다. 백사와 의려 같은 사람은 일[事]을 싫어하고 안
정[定]을 구하였기 때문에 禪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려는 백사에 견주면 비
교적 거의 진실하고 바르다.32)

정좌 공부가 二程 이후 신유학의 마음공부 방법으로 긍정되었다는 사실
은 확실하지만, 이것은 자칫 선불교의 공부 방법으로 오인되기 쉽다고 퇴계
는 판단하고 있었다. 정좌로의 치중이 초래하는 문제는 바로 “일[事]을 싫
어하고 안정[定]33)을 구하”는 것이다.34) 물론 송대 신유학자들의 정좌 공부
에 대해서 “불가에서 禪定에 드는 것과는 매우 다르”며, “이들이 말하는 靜
坐는 지각과 의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열어둔 채로 마음의 주재능력을
키우고, 入定보다는 사색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사려를 억제하기
보다는 사려가 저절로 사라지게 하고, 사려가 떠오르면 그 사려에 집중해
판단하는 등의 일체 정신 활동”35)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퇴계 역시 백사
32)

退溪先生文集권41, ｢抄醫閭先生集附白沙陽明抄後復書其末｣(1553). “滉按, 靜

33)

如白沙·醫閭, 則爲厭事求定而入於禪, 然醫閭比之白沙, 又較近實而正.”
“厭事求定”에서 “定”의 의미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 “靜”과 유사하게 해석하였
다. 곧 마음의 평정 상태라고 본 것이다. 이는 퇴계가 다른 서간에서 “厭事求

坐之學發於二程先生, 而其說疑於禪. 然在延平·朱子, 則爲心學之本原而非禪也.

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후대 權寭(1693∼1747)의 ｢理
學通錄開刊始末｣에서는 동일한 구절을 “厭事求靜”이라고 인용하고 있기 때문
이기도 하다. 해당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退溪先生文集권28, ｢(金惇敍【丁
巳】(1557)｣ “彼莊列之徒徒知厭事求靜, 而欲以坐忘, 爲道之極致, 殊不知心貫動
靜該事物, 作意忘之, 愈見紛拏, 至其痛絶而力滅之, 則流遁邪放, 馳騖於汗漫廣莫
之域, 豈非坐忘便是坐馳也歟.”; 慕山遺稿권5, ｢理學通錄開刊始末｣. “書｢白沙
34)

傳習錄後｣言白沙之學出於象山, 書｢醫閭集末｣言白沙·醫閭之厭事求靜而入於禪.”
물론 이것은 퇴계의 시각에 따른 백사와 의려에 대한 평가이다. 명대 유학의
특징을 실천에 대한 중시에서 찾는 입장에서 백사와 의려는 이와는 상반된

35)

평가를 받는다. 특히 백사에 대해 내려진 퇴계와 상반된 평가는 陳榮捷, ｢白
沙之動的哲學與創作｣ 참조.
최석기, 조선 선비의 마음공부 정좌, 보고사, 2014,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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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좌 공부에 대한 회고적 진술36)을 통해 그의 정좌가 아무런 일도 처리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안정 상태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으
며, 나아가 정좌 공부가 유학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는 측
면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퇴계는 정좌에 치중하는 것에
는 어떠한 일의 실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정좌로의 치중이 유학적 이상 실현의 현장에 애초에 나아가지도 않
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퇴계의 비평이 겨냥하고 있는 지점은 유학
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 구체적으로 유학적 인륜 질서37)에 부합하는 행위
의 실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하겠다. 달리 말해 퇴계는 유학적 이상
에 입각한 행위의 실천 완수를 목표로 삼은 위에서 백사와 의려에게서 발
견되는 정좌 중시 경향에 대해 비판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陽明에 대한 비평

양명 철학을 접할 수 있는 대표적 문헌인 傳習錄에 대한 퇴계의 독서
가 얼마나 온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38) 양
명에 대한 퇴계의 비판은 선명하고 강력했다.39) 그 선명함은 유학적 이상
에 입각한 행위의 실천, 곧 인륜 질서 실천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 있으
며, 그 강력함으로 인해 퇴계의 비판 이후 조선 유학에서 양명 철학이 갖는
위상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매우 낮아졌다.40)
36)

退溪先生文集권41, ｢白沙詩敎傳習錄抄傳因書其後｣(1553추정). “然白沙猶未純
爲禪, 而有近於吾學. 故自言其爲學之初, 聖賢之書無所不講, 杜門累年, 而吾此心
與此理未湊泊脗合, 於是舍繁求約, 靜坐久之, 然後見心體呈露, 日用應酬, 隨吾所

37)

38)
39)

欲, 體認物理, 稽諸聖訓, 各有頭緖來歷, 始渙然自信云.”
유학적 인륜에 관한 설명은 이봉규, ｢인륜: 쟁탈성 해소를 위한 유교적 구성｣,
태동고전연구, 제31집, 태동고전연구소, 2013 참조.
최재목, 퇴계 심학과 왕양명, 94~95 참조.
퇴계의 양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적지 않다. 기존 연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제협, ｢異學 비판을 통해 본 ‘退溪心學’｣, 東洋哲學, 제40
집, 韓國東洋哲學會,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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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상산과 백사, 양명을 모두 禪學과도 같이 본심을 종지로 삼는 유
사한 계열의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의 실
천을 완수해내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학문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다만 백사와 의려의 문제가 정좌에 치중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면, 양명
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오륜을 포함하는 “事物”의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물론 퇴계는 양명이 외부 사물의 理를 구하는 것을 경시하면서 心이 곧
理라는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외부 사물이 心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외부 사물과의
관계맺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私欲에 대한 문제의식 차원에서 양명의
견해를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계는 양명이 문제시한 외부
사물에는 心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오륜과도 같이 유학적 이
상을 추구할 터전으로서의 외부 사물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외부
사물이 心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으로 인해 그것 자체를 부정적으
로 보는 양명의 사유는 외부 사물을 애초부터 제거하여 차단함으로써 인륜
을 없애버리는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
한 문제에 대해서 퇴계는 禪이 가지고 있는 병폐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았
으며, 이를 “窮理의 학문을 배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41)
다른 한편으로 퇴계는 궁리의 학문 이면에 이미 정좌,42) 尊德性 및 涵
養43) 등과 연관된 공부가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
40)

한정길, ｢조선조 관료 지식인의 양명학관 연구(2)｣, 陽明學, 제43집, 한국양

41)

명학회, 2016, 76.
退溪先生文集권41, ｢白沙詩敎傳習錄抄傳因書其後｣(1553추정). “至如陽明
者, 學術頗忒, 其心强狠自用, 其辯張皇震耀, 使人眩惑而喪其所守, 賊仁義亂天
下, 未必非此人也. 詳其所以至此者, 其初, 亦只爲厭事物之爲心害而欲去之, 顧不
欲滅倫絶物如釋氏所爲. … 然則所謂事物者, 雖如五倫之重, 有亦可無亦可, 剗而
去之亦可也, 是庸有異於釋氏之敎乎哉. … 欲排窮理之學, 則斥朱說於洪水猛獸之

42)

災, 欲除繁文之弊, 則以始皇焚書爲得孔子刪述之意.”
退溪先生文集권41, ｢抄醫閭先生集附白沙陽明抄後復書其末｣(1553). “滉按, 靜
坐之學發於二程先生, 而其說疑於禪. 然在延平·朱子, 則爲心學之本原而非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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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傳習錄論辯｣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45) 먼
저 퇴계가 인용한 傳習錄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至善 또한 반
드시 사물에서 합당한 것을 구해야만 비로소 至善입니다.”라고 제자가 양명
에게 의문을 표하자, 그는 “만약에 단지 그와 같은 儀節에서 합당함을 구한
것을 至善이라고 한다면, 바로 연극배우가 따뜻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
드리며 봉양하는 여러 의절들을 합당하게 연출한 것도 至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한다.46) 이에 대해 퇴계는 다음과 같이 변론한다.
心에 근본을 두지 않고 다만 밖에서 儀節을 강구하는 것은 참으로 연극배
우와 다를 것이 없겠지만, 백성의 떳떳한 마음과 物의 준칙은 하늘이 내려
주신 참되고 지극한 이치가 아님이 없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가? 또한 朱
子가 “敬을 위주로 하여 그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궁구하여서 그 앎을 지
극하게 한다.”라고 한 것을 듣지 못하였는가? 心이 敬을 위주로 하고 사물
의 참되고 지극한 이치를 궁구하여, 마음이 理義를 깨달아 눈앞에 온전한
소가 없는 것과 같이 되면, 內外가 밝아지고 精粗가 일치된다. 이를 통해
誠意·正心·修身하여 家와 國에까지 미루어가고 天下에 이른다면, 성대하여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도 연극배우라고 할 수 있겠는가?47)
43)

退溪先生文集권41, ｢白沙詩敎傳習錄抄傳因書其後｣(1553추정). “又按, 朱子晩
年見門弟子多繳繞於文義, 果頗指示本體, 而有歸重於尊德性之論. 然是豈欲全廢
道問學之功, 泯事物之理, 如陽明所云者哉, 而陽明乃欲引此以自附於朱說, 其亦
誤矣. 況入大學者先小學, 欲格物者務涵養, 此固朱子之本意, 而見於大學或問

44)

與｢(吳晦叔書｣.”
물론 퇴계의 이러한 답변은 양명이 주자 철학에 대한 비판 지점으로 존덕성

45)

공부의 결여와 도문학 공부로의 치중을 거론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傳習錄論辯｣에는 傳習錄의 네 구절에 대한 소개와 퇴계의 비평이 담겨 있
다. 이에 대해서는 “親民說에 대한 비판” 하나, “至善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비판” 둘, “知行合一說에 대한 비판” 하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논의 사항만을 다룬다. 분류 제목은 최재목, 퇴계

46)

47)

심학과 왕양명, 96~100 참조.
傳習錄권上, ｢徐愛錄｣ 4조목 참조. 이는 ｢傳習錄論辯｣의 세 번째 논의 사항
에 인용되어 있다.
退溪先生文集권41, ｢傳習錄論辯｣(1566/1553전후). “不本諸心而但外講儀節者,
誠無異於扮戲子, 獨不聞民彝物則, 莫非天衷眞至之理乎? 亦不聞朱子所謂‘主敬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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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은 합당한 의절의 수행을 곧바로 至善이라고 여긴다면, 형식적으로
해당 의절을 따르기만 하더라도 그 행위를 至善의 행위로 간주하게 될 것
을 염려하였다. 퇴계는 이에 대해 敬을 통해 답변한다. 그에 따르면, 敬을
통해 근본이 세워진 상태의 사람은 형식적으로 의절을 따르기만 할 리가
없다. 퇴계가 생각하기에 敬 공부가 근본이 되어 강학하고 궁리한다면 양명
의 우려는 해소될 수 있으며, 敬 공부가 근본이 된 강학과 궁리는 궁극적으
로 (양명도 동의할 유학의 학문적 목표인) 本心의 體를 밝히고 用을 온전히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48)
｢傳習錄論辯｣의 마지막 부분에서 퇴계는 행위 실천에 관한 핵심 주제인
知行 문제를 다룬다. 양명이 제출한 知行合一說이 실천 완수를 목표로 한다
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傳習錄論辯｣의 이 부분은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의 실천”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그 방법의 실효성 차원에서 퇴계가
양명에 대해 비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양명과 제자의
지행합일 관련 논의 소재가 孝이며, 퇴계 역시 인륜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서 확인할 수 있다.49) 퇴계에 의하면, 양명 지행합일설의 결정적인 문제점
은 形氣 차원의 好惡와 義理 차원의 지행을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그러
한 지행에 대해 외부 사물을 배제한 인간 내부 本心의 층위에서 해명함으
로써, “學”과 “勉”을 통한 의리 차원의 실천, 곧 인륜 질서에 부합하는 행위
구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유학의 지행 문제는 인륜 질서 구
축을 목표로 하는 의리적 지행의 문제이며, 이 의리적 지행은 居敬이 전제

立其本, 窮理以致其知’乎? 心主於敬, 而究事物眞至之理, 心喩於理義, 目中無全
牛, 內外融徹, 精粗一致. 由是而誠意·正心·修身, 推之家國, 達之天下, 沛乎不可
48)

禦. 若是者, 亦可謂扮戲子乎?”
退溪先生文集권41, ｢傳習錄論辯｣(1566/1553전후). “陽明徒患外物之爲心累,

49)

不知民彝物則眞至之理即吾心本具之理, 講學窮理正所以明本心之體達本心
之用, 顧乃欲事事物物一切掃除, 皆攬入本心衮說了, 此與釋氏之見何異?”
退溪先生文集권41, ｢傳習錄論辯｣(1566/1553전후). “徐愛問知行合一之說曰,
‘人有知父當孝兄當弟者, 卻不能孝不能弟, 是知與行分明是兩件.’”; “若如其
說, 專事本心而不涉事物, 則心苟好好色, 雖不娶廢倫, 亦可謂好好色乎? 心
苟惡惡臭, 雖不潔蒙身, 亦可謂惡惡臭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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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외부 사물에 대한 궁리를 거쳐야만 완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50)
퇴계는 형식적 의절 수행을 유학의 이상적 행위 실천으로 오인할 가능성
이 거경을 통해 차단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기반을 하여 오륜과 인륜
으로 대표되는 유학적 이상 실천 터전으로서의 외부 사물을 인정하고, 그러
한 외부 상황들에서의 옳음을 찾는 궁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퇴계는 매우 충실한 주
자 철학의 해석자로서 거경궁리 공부론 체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양명의 이
론에 대해 비평을 가하였다.

III. 退溪學의 실천지향적 성격
16세기 조선에서 주자 철학을 수용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
던 인물로 꼽히는 퇴계는 충실한 주자 철학 계승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퇴계 스스로 자임하기도 하였으며, 그의 사유와 행적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12세기 南宋에서 체계화된 주자의 철학이 16세기 조
선에서 동일한 형태로 구현되었기보다는 어느 정도 변형되고 재해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존 연구를 통해 주자 철학과는 다른 퇴계학의 고
유성이 여러 층위에서 검토되었으며, 이는 주자 철학 해석자로서 퇴계의 위
상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퇴계학을 바라보았을 때,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되었
으면서도 여전히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는 지점은 바로 그의 “理”에 대한
해석이다. 일반적으로 “능동성”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퇴계 理 개념의 성격
50)

退溪先生文集권41, ｢傳習錄論辯｣(1566/1553전후). “人之心發於形氣者, 則
不學而自知, 不勉而自能, 好惡所在, 表裏如一. 故才見好色, 即知其好而心
誠好之, 才聞惡臭, 即知其惡而心實惡之, 雖曰行寓於知, 猶之可也. 至於義
理則不然也. 不學則不知, 不勉則不能, 其行於外者, 未必誠於內. … 且聖
賢之學, 本諸心而貫事物, 故好善則不但心好之, 必遂其善於行事, 如好好色
而求必得之也, 惡惡則不但心惡之, 必去其惡於行事, 如惡惡臭而務決去之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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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한 후, 그러한 理에 담긴 함의와 백사, 의려, 양명에 대한 비평에 흐
르고 있는 일관된 문제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天命으로서의 理

퇴계 理 개념의 특성은 유학의 전통적 개념인 天命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해석된다는 것이다. 주자 철학의 핵심인 理는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데, 그 가운데 퇴계의 理에서는 天命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러한 해석의 근
저에는 퇴계의 理가 특정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는 사유가 깔려 있다.51)
바로 理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天命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퇴계학의 理에서 天命에 대한 중시를 읽어내는 것은 퇴계가 1553년 전후
작성한 天命을 주제로 하는 圖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天命을 주제로 하는
그림, 즉 ｢天命圖｣ 작성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학자는 秋巒 鄭之雲(1509∼
1561)이지만, 추만의 ｢天命圖｣를 접한 퇴계는 그의 天命 이해가 자신과 상
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에 퇴계는 자신의 天命 이해에 입각한 ｢天命
圖｣로 새롭게 수정한 뒤, 개정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天命圖說後
叙｣라는 글을 통해 밝힌다.
｢天命圖｣(문집본 ｢天命新圖｣)와 ｢天命圖說後叙｣를 통해 발견되는 퇴계의
51)

퇴계의 理가 특정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는 해석과 이를 통해 天, 上帝와
理를 연결시켜 이해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李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
問, 瑞文堂, 1973; 柳正東, ｢退溪의 哲學思想 硏究｣, 東洋哲學의 基礎的 硏
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6; 裵宗鎬, ｢退溪의 宇宙觀｣, 退溪學硏究, 제1
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87; 김형효, ｢퇴계 성리학의 자연 신학적 해석｣, 
退溪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韓光文化社, 1997; 李光虎, ｢上帝觀을 중심으
로 본 儒學과 基督敎의 만남｣, 儒敎思想硏究, 제19집, 한국유교학회, 2003;
이종우, ｢退溪 李滉의 理와 上帝의 관계에 대한 연구｣, 철학, 제82집, 한국
철학회, 2005; 김형찬, ｢내성외왕(內聖外王)을 향한 두 가지 길｣, 철학연구,
제34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7; 이향준, ｢理發說의 은유적 해명｣, 철학
, 제91집, 한국철학회, 2007; 김기현, ｢퇴계의 敬사상: 畏敬의 삶의 정신｣, 
退溪學報, 제122집, 退溪學硏究院,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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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命 이해의 내용은 크게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추만 ｢天命圖｣
에 대한 퇴계의 개정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을 때 뚜렷이 발견되
는 것으로 하나는 “天命의 방향성”52)이고 다른 하나는 “天命의 의미”53)이
다. 유학의 전통 개념인 天命에 담겨있는 인륜적 색채와 하늘의 명령이라는
이미지를 감안한다면, “天命의 방향성”에 대한 수정을 통해서는 저 위에서
도덕 명령을 내리는 어떤 것의 존재가 주장되며, “天命의 의미”에 대한 재
정의를 통해서는 그 어떤 것이 바로 현실세계에 개입하고 있는 도덕 가치
로서의 理임이 주장된다. 즉 理에서 天命의 의미를 강하게 읽어낸다면, ｢天
命圖｣를 통해 표출된 天命으로서의 理는 “어디에선가부터 내려오는 도덕
명령이라는 형태로 현실세계에 개입하는 도덕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이 퇴계학에서 강조된 理의 의미이자 그 理가 가지고 있는 위상 및 능력의
내용이다. 여기서 현실세계로의 개입이란, 도덕 가치가 그 자체로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실현을 지향함을 뜻한다.
이 지점에서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天命으로서의 理가 유학의 전통적
탐구 영역인 天人 관계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점이다.
달리 말해 퇴계 ｢天命圖｣에서 표현되고 있는 理, 즉 天命의 의미를 가진 理
의 현실세계로의 개입은 인간, 구체적으로 인간 心性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을 뜻한다. 이로써 퇴계학에서 理는 인간에게 도덕 명령을 내리는 명령자로
서의 위상을 가진 天命之性으로 전환되며,54) 동시에 인간은 도덕 명령으로

52)

退溪先生文集권41, ｢天命圖說後叙｣(1553). “自北面南而分前後左右, 仍以後
子爲下前午爲上者, ｢河｣·｢洛｣以下皆然也. 其所以然者, 陽氣始生於下, 而
漸長以極於上, 北方, 陽氣之始生也. 彼｢圖｣·｢書｣率以陰陽消長爲主, 而以
陽爲重, 則由北而始於下, 固當然也. 至於｢太極圖｣, 則異於是, 原理氣而發
化機, 示上天命物之道, 故始於上而究於下. 其所以然者, 天之位固在於上,
而降衷之命不可謂由下而上故也. 今之爲圖, 一依濂溪之舊, 安得於此而獨違

53)

54)

其旨乎. 當初, 靜而因｢河｣·｢洛｣之例, 由下而始, 改而從濂溪之例, 滉之罪
也.”
退溪先生文集권41, ｢天命圖說後叙｣(1553). “蓋｢太極圖｣始於太極, 次陰陽五行
而後, 有妙凝之圈. 妙凝之圈卽斯圖所揭天命之圈是也.”
退溪先生文集권41, ｢天命圖說後叙｣(1553). “天命之圈卽周子所謂無極二五妙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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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理의 개입을 수용하여 그에 따라 행위를 해야만 하는 지위에 놓인다.
퇴계학의 理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도덕 명령을
내리는 명령자의 위상을 가진 理의 작용이 인간 자신에게서 경험 가능한
특정한 현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퇴계 ｢天命圖｣에서 理는 인간 내면에서
도덕 가치의 작용으로 발견되며, 동시에 하늘의 명령과도 같은 권위를 가진
특정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天命之性이 인간 감정 층위
에서 실현된 四端이다. 뿐만 아니라 퇴계에게서 그러한 理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도덕 행위 실천으로의 요구를 동반한 채, 해당 상황에서의 올바름으
로 구현되어 알려진다. 이것이 格物의 공효인 物格에 대한 퇴계의 해석이
다. 나아가 퇴계는 “職分”이라는 말을 매개로 이와 같은 理의 작용이 현실
에서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인간을 도덕 행위로 어떻게 이끄는지 설명하며,
이를 토대로 인간의 도덕 행위 실천의 당위성을 주장한다.55) 퇴계에게서
天命으로서의 理는 도덕 가치의 실현이 인간에게 職分과도 같은 의무로 주
어져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은 그러한 자신
의 職分을 완수해내기 위해 의무적 행위를 실천한다는 사유가 정립된다. 天
命의 의미가 강조된 理는 인간 내면에서 감지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의
근거이고, 그 의무감은 도덕 행위 실천의 추동력인 것이다.
현실에서의 유학적 이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퇴계학에서 天命의 의미가
강조된 理는 하늘의 명령과도 같은 지엄한 도덕 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인간은 그 도덕 명령의 수행을 자신의 職分
으로 받아들이면서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삶
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백사와 의려, 양명을 향했던 퇴계의 비
평은 도덕적 의무감의 근거인 天命으로서의 理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어 있
다는 것이고, 이는 그들의 사유에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추동력으로서의 의무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5)

而凝者也, 而子思則就理氣妙合之中, 獨指無極之理而言, 故直以是爲性焉耳.”
退溪先生文集권38, ｢(申啓叔沃○壬戌(1562)｣. “有所受職分者, 苟無修爲之事,
則天命不行矣, 故子思之言天命, 自率性·修道·存養·省察, 以至於中和之極功而後
已, 卽此圖所本之意也. 況圖中因稟賦之偏正, 而明人物之貴賤, 若只存賦予而闕
修爲, 是有體而無用, 君有命而臣廢職, 何以見人之貴於物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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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天命으로서의 理와 인간의 관계
주자학적 理에서 天命의 의미를 한층 강조함으로써 퇴계는 工夫가 ‘인간’
과 ‘天命으로서의 理’의 관계 속에서 도출되는 인간의 행위임을 역설한다.
인간은 누구나 도덕 가치를 완수해내기 위하여 현실 속에서 그 도덕 가치
의 실현을 하늘의 명령에 따르듯이 추구해야 하며, 여기에 동반되는 평상시
노력이 바로 공부인 것이다. 퇴계는 그 토대적 공부로 敬을 제시한다.56)
퇴계의 敬이 天命으로서의 理와 인간의 관계 위에서 정립되는 것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上帝에 대한 畏敬의 강조에 주목한다.57) 또한 퇴계에게서
敬 공부의 핵심은 天命이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아는 것이다.58) 天命
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음에 대한 앎과 天命에 대한 畏敬의 방법으로 敬이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553년 ｢天命圖說後叙｣가 작성된 시점
에서부터 1568년 聖學十圖가 완성되는 시기59)까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퇴계의 백사, 의려에 대한 비판은 정좌 치중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며, 양
명에 대한 비판 내용은 주자 철학에서 존덕성 공부가 간과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 외부 사물로의 궁리 결여에 대한 우려였다. 그리고 백사
와 의려의 정좌 치중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일[事]을 싫어하고 안정[定]을
구하”는 것이었다. 물론 정좌 자체에 대해서 퇴계는 靜時의 心 상태를 체험
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승인하며, 그 근거로 “主靜”-靜時의 心 상태를
위주로 하는 것-을 중시했던 신유학의 전통적 사유 계보를 제시한다.60) 그
56)

退溪先生文集권41, ｢天命圖說後敍｣에 수록된 ｢天命新圖｣에 적혀있는 工夫

57)

관련 단어는 ‘敬’, ‘存養’, ‘省察’이다.
퇴계의 敬에서 외경을 강조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李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김형효, ｢퇴계 성리학의 자연 신학적 해석｣; 김기현, ｢퇴계의

58)

敬사상: 畏敬의 삶의 정신｣; 최재목, 퇴계 심학과 왕양명.
退溪先生文集권41, ｢天命圖說後敍｣(1553). “學者於此, 誠能知天命之備於己,

59)

尊德性而致信順, 則良貴不喪, 人極在是, 而參天地贊化育之功, 皆可以至之矣.”
退溪先生文集권7, ｢進聖學十圖箚｣(1568). “畏敬不離乎日用, 而中和位育之功可
致. 德行不外乎彛倫, 而天人合一之妙斯得矣.”; ｢夙興夜寐箴圖｣에 대한 퇴계의
설명. “以上五圖, 原於心性, 而要在勉日用, 崇敬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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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퇴계는 이러한 주정의 의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한
다. 그럴 경우 “靜에 빠져 事物을 끊어버려”, “天理를 없애고 人倫을 끊어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61) 이러한 맥락에서 퇴계는 “日用
酬酌과 動靜語默의 때를 벗어나지 않는” 공부를 가장 효과적인 공부라고
여겼다.62) 퇴계는 주정과 정좌에 치우치는 경우,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
위 실천의 상황 그 자체로 나아가지 않게 될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 문제
시하였던 것이다.
이는 결국 動時와 靜時가 실제 삶에서는 하나의 心의 두 양상을 가리키
기에 動靜에 일관하는 하나의 공부를 정립해야 했던 사유, 즉 주자 철학에
60)

退溪先生文集권41, ｢抄醫閭先生集附白沙陽明抄後復書其末｣(1553). “按, 靜坐
之說, 明道嘗擧以告上蔡, 而伊川每見人靜坐, 亦嘆其善學. 但伊川又謂才說靜,
便入於釋氏之說, 不用‘靜’字, 只用‘敬’字, 則已慮靜之爲有偏矣. 惟明道他日復謂
性靜者可以爲學, 則夫朱子獨言明道敎人靜坐者, 豈非靜在明道則屢言之, 在伊川
則雖言之, 而復不以爲然乎. 要之, 明道言靜卽‘敬’字之義, 伊川恐學者未悟, 故加
別白焉. 其後如龜山, 如豫章, 如延平一派, 皆於靜中觀喜怒哀樂未發氣象, 而上

61)

蔡亦謂多著靜不妨, 此豈非明道之敎乎. 至和靖始終一箇‘敬’字做去, 豈非伊川之
敎乎.”
退溪先生文集권42, ｢靜齋記｣(1556). “且聖人之主靜, 所以一天下之動, 非謂其
泯然無用也, 學者之求靜, 所以立萬用之本, 非欲其漠然不應也. 故主靜而能御動
者, 聖賢之所以爲中和也, 耽靜而絶事物者, 佛老之所以爲偏僻也. 中和之極, 位
天地而育萬物, 偏僻之極, 滅天理而殄人倫. 故程·朱門下, 屢以是警切於學者, 而
門人之賢者, 往往亦流入於虛無寂滅而不自返, 何哉? 知靜之汨於動, 而遂乃厭動
而求靜, 則未免遺粗而索精, 去器而探道, 不知不覺而陷溺至此, 所謂差之毫釐,
謬以千里者, 甚可畏也. 時甫之爲人, 恬靜端愨, 其爲學不枝蔓而能親切, 吾知其
無是患也. 然其意亹亹乎以靜爲先, 則義理之微, 蠶絲牛毛之辨, 惡保其必能無差

62)

耶?”
退溪先生文集권43, ｢延平(問跋｣(1554). “夫晦菴夫子, 未見先生之前, 猶出入
釋·老之間, 及後見先生, 爲學始就平實, 而卒得夫千載道統之傳. 是則凡晦菴之折
衷羣書, 大明斯道於天下者, 皆自先生發之, 而其授受心法之妙, 備載此書. 今驟
讀其言, 平淡質愨, 若無甚異, 而其旨意精深浩博, 不可涯涘. 推其極也, 可謂明竝
日月, 幽參造化, 而其用功親切之處, 常不離於日用酬酢動靜語默之際. 此先生靜
坐求中之說, 所以卓然不淪於禪學而大本達道靡不該貫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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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敬 공부를 중시하는 사유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퇴
계의 정좌 공부 승인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靜時 心 상태
에 대한 퇴계의 설명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나 滉이 ｢靜齋記｣를 적어 南時甫에게 부치면서 별도로 다음과 같이 적었
다. “전에 논한 ‘靜時氣未用事, 故理得自在’라는 것, 이것의 의미는 孟子의
性善論과 같으니, 本源까지 지극히 궁구하여 말한 것이다. 氣가 動하여 惡
으로 흘러간다는 것에 이르러도, 理가 어찌 한 순간이라도 쉬겠는가? 다만
氣에 의해 가려졌기 때문에 理가 환히 투철하고 主張하거나 發揮할 수 없
을 뿐이다. 그러하다면 理는 靜에는 있지만 動에는 없는 것이 아니며, 氣
역시 靜에는 없지만 動에는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63)

“靜時氣未用事, 故理得自在”는 “靜時에는 氣가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理가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되며, 이것은 靜時의 心 상태를 理
氣 개념으로 해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氣가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理가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함으로써, 靜時의 心 상태를
理가 心에 본연의 모습 그대로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 것이다. 나
아가 이것이 孟子의 性善論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였으니, 여기서의 理는 선
한 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곧 靜時의 心에는 理가 본연의 모습 그대
로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은 주자 철학의 대전제인 성선, 즉 선한 성이 氣
혹은 形氣와 같은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퇴계는 주자 철학의 敬 공부가 動時와 靜時의 공부를 아우른 것임
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敬 공부에 있어 靜이 근본이 된다는
주자의 말에 찬동하였다.64) 이를 위의 설명과 함께 이해한다면, 주자 철학

63)

退溪先生文集권42, ｢靜齋記｣(1556). “滉旣述｢靜齋記｣, 寄時甫, 別有小簡曰,
‘向所論靜時氣未用事, 故理得自在, 此意與孟子性善之論同, 乃亦是極本窮源而
言也. 及夫氣動而流於惡也, 理亦何嘗有一刻停息? 但爲氣之所蔽, 故理不得昭融

64)

透徹, 主張發揮爾. 然則理非靜有而動無, 氣亦非靜無而動有, 明矣云云.’”
退溪先生文集권42, ｢靜齋記｣(1556). “竊嘗思之, 以爲靜而存養, 動而省察, 固學
者所共知也, 而吾所謂靜與彼之虛無寂滅者絶不同. 此則非人人之所能知也. 故其
用功也, 每淪於禪寂. 若或患是然也, 遂欲舍靜養, 而專用力於動察, 則又非所以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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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敬 공부가 정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은 퇴계가 보기에 선한 성이 자신의
원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心의 靜時 상태를 근본이자 기준으로 삼아야 한
다는 뜻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특정한 일을 직면한 순간에 靜時의 心
상태에 입각하여 그 일을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靜時의
心 상태를 퇴계는 理가 主張하거나 發揮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다시 선한 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靜時의 心 상태에서도 도덕 가치
로서의 선한 성은 主張하거나 發揮하고 있다고, 곧 선함으로의 지향을 드러
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퇴계는 敬 공부를 중시하면서, 靜時의 心 상
태에 주목하였고, 이를 선한 성이 원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心의 상
태가 動靜을 일관하는 敬 공부의 근본과 기준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한 것
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本源의 차원에서 理가 主張하거나 發揮하는 상황이
라고 함으로써 天命으로서의 理와 敬의 친연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퇴계학에서 강조된 天命의 의미를 가진 理에 입각하여 敬 공부를 바라본
다면, 이는 인간 자신에게 도덕적 가치 실현이 명령처럼 職分으로 주어져
있음을 아는 것이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시선에 따라 그 도덕 가치에
대해 외경함으로써 집중하는 것이다. 퇴계의 敬을 天命으로서의 理와 긴밀
하게 해석함으로써 敬 공부는 天命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지녀야
하는 외경의 자세를 뜻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그 天命의 내용인 선한 성에
항상 집중하여 자각하고 민감하게 따름을 통해 도덕 명령 완수에 대한 의
무감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敬은 靜時 心 상태를
근본으로 한다는 사유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動時와 靜時를 일
관하는 하나의 공부이다.65) 언제나 도덕 명령을 내리고 있는 理에 대한 주
全體大用之學. 故學以不偏爲貴. 河·洛以下, 論此理多矣, 而莫備於朱子與南
軒論中和之書. 其言有曰, ‘言靜則溺於虛無, 此固當慮. 若以天理觀之, 動之不能
無靜, 猶靜之不能無動也, 靜之不能無養, 猶動之不可不察也. 但見得一動一靜互
爲其根, 不容間斷之意, 則雖下靜字, 元非死物, 至靜之中, 自有動之端焉. 固非遠
65)

事絶物, 閉目兀坐而偏於靜之謂’, 而終之曰, ‘敬字工夫通貫動靜, 而必以靜爲本.’”
退溪先生文集권19, ｢(黃仲擧｣(1559). “未發則爲戒愼恐懼之地, 已發則爲體察
精察之時, 而所謂喚醒與提起照管之功, 則通貫乎未發已發之間而不容間斷者, 卽
所謂敬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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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따름을 통해, 하늘의 명령과도 같은 그 도덕 명령 완수의 의무감을 삶
의 모든 영역에서 유지하는 공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백사와 의려가 정좌에 치중함으로써 유학적 이상 실현의 현장
에 나아가지도 않으려한다는 퇴계의 비판은 그들이 구체적인 상황에 뛰어
들어 해당 상황의 옳음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는 의무감의 결여에서 비롯한
문제를 겨냥한 것이고, 이는 곧 그러한 의무감의 근거인 天命으로서의 理의
존재를 간과하였거나 혹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다. 달리 말해 퇴계는 天命으로서의 理의 존재를 인정한 위
에서 그로부터 기인한 유학의 이상에 입각한 행위 실천으로의 명령이 동인
으로 작동함으로써 실제 행위의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
러한 의도 아래 경을 강조하면서 정좌 중시 입장을 비판하였다. 설혹 정좌
에 대한 중시가 “自得”과 “自然”에 근거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도덕 실천
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66)되거나 “天理體認”의 층위에서 도덕 실천의 정당
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해명67)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계의 시선에
따르면 여전히 그들의 주장은 개체 차원의 판단에 의해 임의대로 유학적
이상 실현의 현장에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양명에 대한 퇴계의 비평 역시 위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퇴
계는 양명이 주자 철학에 대해서 道問學 공부에 치우쳐 존덕성 공부를 경
시했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를 바탕을 하여 외부 사물에 대한 공부를 제거하
고 本心 차원의 공부만을 남겨둔 것이라고 평가한다. 존덕성에 대한 주자
철학에서의 표준적인 설명은 “내가 하늘에서 받은 올바른 理를 공경히 받
들어 지키는 것”68)인데, 여기에서 공경히 받들어 지켜야 하는 것으로서의
덕성은 곧 퇴계학에서 天命으로서의 理이자, 天命之性이라고 해석될 수 있
66)

안영상, ｢백사학과 양명학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중기 성리학의 특징｣, 198;
손흥철, ｢白沙 陳獻章의 自得의 修養論｣, 南冥學, 제20집, 남명학연구원,

67)

68)

2015, 388.
김영민, ｢리(理)의 재정위(再定位)와 심(心)의 재정의(再定義):담약수(湛若水)의
철학｣, 철학, 제85집, 한국철학회, 2005, 70~73.
中庸章句 27장에 대한 朱子의 주석. “尊者, 恭敬奉持之意, 德性者, 吾所受於
天之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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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퇴계는 이러한 덕성을 공경히 받들어 지키는 방법으로 小學 공부
에 해당하는, 그리고 本源 涵養의 공효를 가져오는 敬 공부가 주자 철학에
이미 확고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음을 말한다.69) 바로 이 本源 涵養의 의미
를 퇴계학에서는, 하늘의 명령과도 같은 도덕 명령을 완수해야만 한다는 의
무감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70)
퇴계가 본 양명은 주자 철학에서 토대 공부로 제시하고 있는 敬의 함의
를 간과하거나 혹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론에 대한 비판을 진행하
였다. 그러나 퇴계에게서 인간의 유학적 이상 실천 행위는 유학적 이상 실
천으로의 명령과 그에 따른 의무적 수행이 天命으로서의 理를 통해 해명됨
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퇴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
위자의 단독적인 호오에 준하여 구체적 도덕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고 주장한 양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개진했다. 이는 행위자의 호오에
따른 행위가 자의적일 가능성에 대한 염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우려
이면에는 -강학과 궁리를 통해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유학적 의리에 대한
69)

退溪先生文集권41, ｢白沙詩敎傳習錄抄傳因書其後｣(1553추정). “又按, 朱
子晩年見門弟子多繳繞於文義, 果頗指示本體, 而有歸重於尊德性之論. 然是豈欲全
廢道問學之功, 泯事物之理如陽明所云者哉, 而陽明乃欲引此以自附於朱說, 其亦誤
矣. 況入大學者先小學, 欲格物者務涵養, 此固朱子之本意, 而見於大學或問與｢(

70)

吳晦叔｣書. 若此類甚多, 不啻丁寧反復三致意焉, 何嘗使人逐虛外而忘本原哉.”
퇴계는 本源을 涵養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靜時에는 戒愼恐懼 공부를 언급하
면서도 動時와 靜時를 일관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主一”을 제시한다. 그리고
퇴계는 가장 요긴하고 절실한 방법으로 “외적인 행동을 다스려서 마음을 기
르는 것”과 그것의 구체적 실제 공부인 “三省”, “三貴”, “四勿”을 중시한다. 이
는 전형적인 주자학적 경 공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퇴계의 입장은 다
음의 글 참조. 退溪先生文集권16, ｢(奇明彦｣(1559). “本原之地下功, 滉方此
求之, 而未審其可否. 今承俯詢, 敢擧以取正焉. 聞之, 心爲萬事之本, 性是萬善之
原. 故先儒論學必以收放心養德性爲最初下手處, 乃所以成就本原之地以爲凝道廣
業之基, 而其下功之要, 何俟於他求哉? 亦曰‘主一無適’也, 曰‘戒愼恐懼’也. 主一
之功通乎動靜, 戒懼之境專在未發, 二者不可闕一. 二者不可闕一, 而制於外以養
其中尤爲緊切. 故‘三省’·‘三貴’·‘四勿’之類, 皆就應接處言之, 是亦涵養本原之意
也. 苟不如是, 而一以心地工夫爲主, 則鮮不墮於釋氏之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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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이 유학적 의리에 대한 확신의 근거 가운데 하
나로 퇴계는 天命으로서의 理의 존재를 긍정하고, 그러한 理의 존재를 인정
함으로써 도출되는 도덕 실천으로의 필연적 이행을 강조한다. 유학적 이상
에 입각한 행위의 실천은 하늘의 명령에 준하는 유학적 이상 실천으로의
명령을 통해서만이 실행될 수 있다고 퇴계는 본 것이며, 그러한 명령에 대
해 인간이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을 삶의 전 영역에서 견지하고 있음으로써
실천으로의 추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간과하였기에 양명
은 의무감 견지 노력에 대한 중시 대신, 오히려 행위자의 단독적 호오에 대
한 중시로 흘러갔던 것이다. 이러한 양명의 이론은 축적되고 공유되어온 의
리에 따라 강학과 궁리 공부 하는 것을 중시하는 주자 철학의 입장과도 충
돌하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 天命의 의미를 근간으로 하는 理가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된다는 퇴계의 사유와도 충돌한다.
3. 天命으로서의 理의 실현

유학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구체적인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비단 인간 내면의 도덕 명령에서
비롯한 의무감을 견지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도
덕 명령이 구현된 실제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도덕 행위의 실
제 내용이다.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퇴
계는 天命으로서의 理와 그 理의 명령에 따른 도덕 행위 실천을 준비하는
행위자의 관계에 입각한 敬 공부를 제시하였다. 퇴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天命의 의미를 가진 理가 도덕 행위 실천
을 담보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하였다. 그것
은 퇴계학 이해에 관건이라고 여겨지는 “理發”과 더불어 1570년 최종 제출
된 “理自到”에 대한 분석을 연속성 상에서 진행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퇴계가 강조한 理는 구체적인 실제 삶 속에서 유학적
이상에 부합하는 도덕 행위를 실천하는 인간이 견지해야 하는 태도를 설정
하는 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와 동시에 퇴계에게서 그 理는 실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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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장에서 유학적 이상으로 구현되려는 지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
은 인간에게 자체의 능력으로 알려지는데, 인간은 이에 따라 실천함으로써
그 이상을 실현한다. 이러한 理에서 天命의 의미를 강하게 읽어내는 것은
퇴계학의 독창성을 드러내주는 발언이라고 간주되는 “理發”과 “理自到”를
통해 퇴계학의 理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개입한다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먼저 四端을 理發이라고 퇴계가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이는 유학적 이
상 실현을 지향하는 理가 인간의 감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理發이라 해명된
四端을 퇴계의 天命 이해에 따라 본다면, 유학적 이상 실현의 전 과정 속에
서 天命으로서의 理는 인간을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구체적인 행위의 실천
으로 이끌며,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仁義禮智를 내용으로 하는 理가
의무감과 더불어 인간의 감정에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四端이다. 퇴계의 理
發에서 理의 능력이 天命으로서의 理를 통해 해명된다면, 퇴계에게서 四端
으로 드러난 理에는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삶에서 四端의 추동
을 받아 도덕 행위를 실천하도록 요구한다는 의미까지 담기게 된다. 인간의
도덕 행위 출발점이자 원동력으로서의 四端은 도덕 행위를 실천하라는 명
령의 맥락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며, 인간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
신에게서 발견되는 四端이라는 도덕적 반응을 바라보면서 그에 입각한 행
위 실천의 명령을 의무감과 함께 수용적 자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격물 공부의 공효로서 이해되는 물격 상태에 대한 퇴계의 분석
은 인간이 격물하는 것에 따라 “物理의 極處가 스스로 이른다.”라는 것이
며,71) 이것이 바로 “理自到”의 의미이다.72) 독서궁리를 통해, 실천해야 하
71)

退溪先生文集권18, ｢(奇明彦｣(1570). “然則方其言格物也, 則固是言我窮
至物理之極處, 及其言物格也, 則豈不可謂物理之極處, 隨吾所窮而無不到乎?
是知無情意造作者, 此理本然之體也, 其隨寓發見而無不到者, 此理至神之用
也. 向也但有見於本體之無爲, 而不知妙用之能顯行, 殆若認理爲死物, 其去

72)

道不亦遠甚矣乎? 今賴高明提諭之勤, 得去妄見, 而得新意長新格, 深以爲幸.”
退溪先生文集권18, ｢(奇明彦｣(1570). “‘物格’與‘物理之極處無不到’之說, 謹聞
命矣. 前此滉所以堅執誤說者, 只知守朱子‘理無情意無計度無造作’之說, 以爲我
可以窮到物理之極處, 理豈能自至於極處. 故硬把物格之格·無不到之到, 皆作己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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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준비한 인간에게 그 도덕 실천 내
용으로서의 理는 실질적 도덕 행위 내용으로 알려진다는 것이다. 퇴계의 天
命 이해를 바탕으로 본다면, 구체적인 도덕 행위 내용은 天命의 의미가 강
조된 理가 삶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인간에게는 이것이
도덕 실천의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의무감을 동반하여 알려진다. 인간은 바
로 이 의무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알려진 그 도덕 실천 내용에 따라 실천하
게 되며, 이 의무감을 견지한 인간에 의해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는 완
성되고 유학적 이상은 실현된다는 것이다.
理發과 理自到라는 해석이 제출된 사단과 격물 공부, 물격 공효 논의에
서 퇴계의 백사, 의려, 양명 비판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것들에 담겨있는 현장성이다.73) 퇴계는 우물로 들어가려는 어린 아이를 목
도하는 순간 인간에게 발생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필연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감정인 사단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옳음의 내용의 알려짐,
즉 물격 공효 역시 실제 구체적인 상황을 맞닥트린 바로 그 실천 행위 현
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퇴계의 理發과 理自到는 인간의 도덕 행
위 실천의 현장에서 天命으로서의 理가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라고 해석 가능한 것이다. 도덕 실천 현장이 강조된 퇴계의 서술에는 天命
으로서의 理가 인간의 감정과 실천 현장의 층위에서 어떠한 형태로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는지에 대한 해명이 담겨있다. 이것이 도덕 실천의 실현을 목
표로 하여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여러 층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
는 天命으로서의 理이며, 퇴계학의 실천지향적 성격은 이러한 理의 자기 전
己到看. 往在都中, 雖蒙提諭理到之說, 亦嘗反復紬思, 猶未解惑. 近金而精傳示左
右所考出朱先生語及理到處三四條, 然後乃始恐怕己見之差誤. 於是, 盡底裏濯去
73)

舊見, 虛心細意, 先尋箇理所以能自到者如何.”
물론 퇴계 역시 유학적 이상을 실현함에 있어 주자 철학에서 강조하는 유학
의 축적되고 공유되어 온 의리에 대한 공부, 즉 독서궁리를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의 理自到에서 도덕 행위 실천의 현장성의 의미가
강하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에 주목한다. 이는 격물에 대한 주자의 설명 가운
데 “卽物”의 의미를 통해 해명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陳來, 주희의 철학, 이종란 외 옮김, 예문서원, 2002, 33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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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적 특성에 근거하여 제시된다.
이와 달리 퇴계에 의해 해석된 백사, 의려, 양명은 天命으로서의 理가 실
현될 수 있는 인간의 도덕 행위 실천의 현장 그 자체에 나아가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퇴계에게서 인간의 도덕 행위가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임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이러한 경향은 오륜과 인륜으로 구체화되는
유학의 이상 실현의 장소로서의 삶의 현장에 대한 거부라고도 읽히게 된다.
天命으로서의 理에 입각하여 해석된 퇴계의 理發, 理自到 이론은 구체적 삶
에서 행위자로서의 인간을 도덕 실천으로 인도하는 理, 그리고 격물 공부를
한 인간에게 알려진 理, 즉 도덕의 내용에 따라 의무감을 견지한 채 실천하
는 인간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명대
유학 가운데 백사, 의려, 양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에 대한 퇴계의 비
평 이면에는 天命으로서의 理를 근간으로 하는 자신의 실천지향적 이론이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 역시 가능하다.

IV. 나가기
이 글은 퇴계학의 理가 天命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으며, 이 天命으로
서의 理를 중심으로 체계화된 퇴계의 학문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현실에
서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적 사유 속에서 제
시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일부 명대 유학자들의 관점에 대
한 퇴계의 비평이 이러한 지향에 입각하여 진행된 것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퇴계는 백사와 의려에 대한 비평을 통해, 정좌 공부를 함으
로써 도달할 수 있는 靜時 心 상태를 일부 긍정하면서도 그러한 靜時 心
상태만을 추구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는, 아무런 일도 처리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안정 상태만을 추구하는 폐단을 지적하였다. 이는 퇴계학이 靜時 心
상태에서 발견되는 天命으로서의 理의 작용, 곧 도덕 명령에 대한 항상된
주목과 민감한 따름을 근본적인 공부로 삼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실제 일
을 처리하는 순간에 그 도덕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의무감에 집중하면서
해당 상황에 걸맞은 도덕 행위를 반드시 실천해내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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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한편 퇴계는 양명에 대한 비평을 통해서 그가
간주했던 것처럼 주자 철학에 존덕성 공부가 결여된 것이 아니며, 動時와
靜時를 아우르는 공부를 통해 도덕 행위로의 의무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도덕 행위의 실천을 실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물론 의무감을 견지한 채 삶의 현장에 나아갔더라도, 도덕행위는 행위자의
단독적인 호오를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륜으로 대표되는 외부 사물
의 존재를 인정하고, 축적되고 공유되어온 명백한 의리가 실려 있는 유학
경전에 대한 강학과 궁리 공부를 한 것에 준하여 실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구도에서는 인간 내면에서 발견되는 天命으로서의 理가 자신
에게 갖추어져 있음에 대한 앎과 외경을 통해 도덕 실천의 토대가 갖추어
진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퇴계는 현실에서 유학적 이상이 실현되는 것은
유학적 이상에 입각한 구체적인 도덕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
역시 간과하지 않았다. 퇴계에게서 天命으로서의 理가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인 상황에서 올바름으로서의 理와 동일한 것이지만, 분명 그곳에는 구체적
옳음으로 구현된 理에 따라 수행하는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간
의 도덕 행위는 하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미지로까지 표현될 수
있는 강력한 의무감이 동반되어야만 현실 속에서 실천될 수 있다고 퇴계는
보았다.74) 때문에 도덕 행위가 행해지는 현장에서 理가 그 자체의 능력에

74)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연구의 다음과 같은 서술을 참조할 수 있다. “퇴계의
理는 천명일 뿐만 아니라 仁한 우주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
법이 일으키는 이성감정을 敬畏心이라고 했지만, 퇴계의 理가 일으키는 이성
감정에는 敬과 함께 四端이 포함된다. 사단은 仁한 우주의 마음이 인간에게
일으키는 덕성의 마음이다.” 양명수, ｢퇴계 사상에서 理의 능동성의 의미｣,
退溪學報, 제138집, 退溪學硏究院, 2015, 67. 즉 퇴계의 理를 해석함에 있어
그것에 담겨있는 仁의 의미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글에
서는 仁義禮智를 내용으로 하는 理에 대해서 퇴계가 天命의 의미를 강조하여
재해석하였으며, 이 강조가 곧 백사, 의려, 양명으로 대표되는 명대 유학의 한
갈래에 대한 비평의 근거가 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의무감으로부
터 촉발된 도덕 행위 실천일지라도 그 행위의 완수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어
떠한 경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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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올바름으로 인간에게 알려진다는 점을 긍정하였
지만, 한편으로는 올바름의 기원에 자리하고 있는 理, 곧 天命으로서의 理
에 대해 외경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감지되고 유지되는 도덕 실천으로의 의
무감을 삶의 전 영역에서 민감하게 자각하고 있는 것을 우선시했던 것이다.
퇴계의 백사, 의려, 양명으로 이어지는 이론들에 대한 차별화 시도는 理
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기반을 하며, 그 핵심은 天命으로서의 理에서 도출
되는 유학적 이상 실천으로의 명령과 그에 따르는 의무감에 대한 성찰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해석은 백사, 의려, 양명의 입장에서 퇴계의 비평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통해, 한편으로는 각 이론들이 실제 행위로 행위자들을 얼마
나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실효성의 측면에서 재평가하는 것을 통
해 보다 선명한 현재적 의의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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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egye Yi Hwang’s Criticism of Neo-confucianism in Ming
Dynasty and Practice-oriented Yi Hwang’s Philosophy
Kang Kyung-Hyun
(Yonsei Univ.)
T’oegye Yi Hwang(1501~1570)’s criticism on the articles of Chen
XianZhang(1428-1500), He Qin(1437~1510) and Wang ShouRen(1472~1528),
who are neo-confucians in Ming Dynasty, is made unde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practical probablity of behavior based on confucian ideals.
First, examining Chen and He’s articles, Yi Hwang criticized that
emphasizing only sitting in meditation may result in pursuing the stability of
body and mind but not managing any task, and that will lower the practical
probability of behavior based on confucian ideals. Next, Yi Hwang judged of
Wang as follows: Wang rejected making connection with external things,
because he thought that desire was born in men while they made connection
with external things. From Yi Hwang’s perspective, Wang’s idea rejected the
circumstance itself where behavior based on confucian ideals was conducted.
Those Yi Hwang’s critics is based on his practice-oriented philosophy. He
emphasized the implication of Heavenly Mandate from concept Li. And from
this interpretation, he tried to highlight the meaning that Li keeps ordering
moral commands such as Heaven’s command. Based on this, Yi Hwang has
established the theory of practical inclination, Jing has been settling at core.
This could be explained as the learning of maintaining an obligation to
complete moral command like Heaven’s command in all areas of life.
Furthermore, T’oegye tried to show how Li leads to fulfill the practice of
behavior based on Confucian ideals by describing Four Sprouts and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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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investigation of things as “issuance of Li” and “Li emerging by itself”.
Key words: Chen XianZhang, He Qin, Wang ShouRen, T’oegye Yi Hwang,
Practice-oriented, Heavenly Man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