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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이 理와 心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퇴계가 중국과 조
선의 선배학자나 동료들을 상대로 그것의 이해를 둘러싸고 씨름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구축해가는 모습을 추적하는 것으로, 이퇴계 사상의 특징
과 그것의 사상사적 의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하였다. 논의의 진행
은 먼저 이퇴계가 明代의 羅整菴과 조선의 徐花潭을 비판하는 모습을
살피고, 그것의 이유로서 四端七情論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본격적으
로 리와 심의 관계를 본래성과 현실성의 문제를 통하여 논하였고, 마지
막으로 퇴계심학의 사상사적 의의를 양명심학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이퇴계가 리와 기를 준별하여 나정암과 서화담을 비난하
고, 또 사단칠정논쟁에서 기고봉을 詰難한 이유는 기 혹은 그것이 작용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한편에서 이퇴계
는 추구하여야할 이상으로서의 리가 기․현실과 유리되어 있다고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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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지 않았는데, 이퇴계는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사람의 마
음을 매개로 하여 그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리와 성에 능동성을 불어넣
는 방법으로 돌파하고 있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朱子의 리와 심의 관
계가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양명심학은 주자
의 심과 리의 ‘둘’의 측면에 기초하여 주자를 부정적 매개로서, 이퇴계는
‘하나’의 측면에 기초하여 주자를 긍정적 매개로 하여 각각 자신의 사상
을 재구축해 간 것이었음을 지적하였다.

● 주제어
이퇴계, 리, 마음(심), 퇴계심학, 양명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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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論
李退溪(1501～1570) 사상을 다루는 관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주자학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인 ‘理(氣)’
와 ‘마음(心)’에 초점을 맞춰 그의 사상을 단적으로 理學, 心學이라는 말
로 표현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 理와 心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퇴계
사상의 특징과 그것의 사상사적 의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퇴계의 리와 심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근래에는 이 둘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퇴계 사상의 특징을 논하고,
특히 ‘退溪心學’으로 불리는 분야에서는 중국 心學·陸王學의 흐름 속에서
그것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퇴계의 사상사적 위치를 확정하고자 하는 괄
목할만한 연구도 많이 제출되고 있다.1) 그렇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모두
충분한 답을 얻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이퇴계 사상의 중심은 ‘세계를 논하는 理學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心學’2)이며, ‘사칠론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3)라고 하는
견해에서 보자면, 필자도 기본적으로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
퇴계의 인간론은 주자학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무시하고 진행된 논의인
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 心學이라고 하더라고 이퇴계
의 그것은 良知를 중심으로 하는 陽明心學과는 다른 敬의 心學이었다고
하는 견해도 많이 제기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心學이라는 큰 틀에
서 보자면 주자와 왕양명·이퇴계의 사상사적 관계 설정을 포함하여 여전

* 본 논문은 필자의 일본어논문 朝鮮儒學者·李退溪の思想-理と心の問題 ( 八洲學園
大學紀要제3호, 2007년3월, 일본)을 수정·보완하여 번역한 것이다.
1) 리와 심의 관계, 또는 퇴계심학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모아서 분석한 최근의 연
구로는 김낙진, 退溪 李滉의 성리철학 연구 현황과 과제 ( 퇴계학논집3호, 영남
퇴계학연구원, 2008년, 특히 Ⅱ-2절)과 최재목, 퇴계심학과 양명학(새문사, 2009년,
특히 제1부Ⅱ,Ⅴ장) 참조.
2) 홍원식, 퇴계심학과 심경부주 ( 민족문화논총30집, 영남대민족문
화연구소, 2004년, 81면).
3) 김종석, 마음의 철학-퇴계심학의 구조분석 (퇴계학연구논총 철학사상(중),
경북대퇴계학연구소, 1997년, 232면).
3

退溪學論集 6호

히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있는 듯 하다.
그런데, 이퇴계가 활약하였던 16세기 전반은 고려 말에 주자학이 한반
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나서 거의 300여년이 지난 시기로, 주자학 연
구도 精緻함을 더해가던 시기였다. 이른바 이전 주자학의 주된 論敵이었
던 불교는 더 이상 조선주자학자의 직접적인 상대가 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관심은 주로 유학·주자학 내부로 향해지고 있었다. 주자학 연구
의 심화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인
가가 주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적인 인물의 하나가 바로
이퇴계였었다. 이퇴계는 당시 이미 수입되어 점차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
었던 明時代의 心學의 흐름을 잇는 陳白沙(1428～1500)나 王陽明(1472～
1528) 등을 論難하고, 한편에서는 주자후계자를 자임하였던 羅整菴(146
5～1547), 그리고 徐花潭(1489～1546) 등의 조선의 선배·동료학자들의 사
상에도 엄격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사상의 진폭을 넓혀가
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리와 심의 문제에서 이퇴계가 중국과 조선의 선배학자나
동료들을 상대로 그것의 이해를 둘러싸고 씨름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구
축해가는 모습을 추적해 보는 작업도 그의 사상의 특징과 사상사적 의
의를 살펴보는 유효한 시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李退溪의 羅整菴·徐花潭 批判
먼저, 이퇴계의 나정암비판을 살펴보자.
대저 나정암이 道의 일단을 못 본 것은 아니지만, 단지 그것의 가장 근원적
인 부분(大源頭處)을 잘못 인식한 것이다. 그 나머지의 자질구레한 논의는 이
치에 맞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두 존중할 것이 못 된다.4)
4) “大抵整庵於道, 非不窺一斑, 只是於大源頭處錯認了. 其余小小議論, 雖多有合理處, 皆
不足貴”( 重答奇明彦・別紙 退溪全書(1)권17, 4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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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암이 본 바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大頭腦處)에 있어서 잘못되었고, 그
나머지의 정밀하게 도달한 곳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단지 얼마 전
의 중국 문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위에 왕양명과 대립하여 禪學의 잘못
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정암을 위하는 일입니다. 5)

이상을 보면 이퇴계가 나정암의 사상을 전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에 소개한 두 번째 자료의 후반부는 이퇴계
도 나정암이 수행하였던 주자학에의 공헌, 즉 양명학 비판을 충분히 인
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퇴계에 있어 나정암의 사상은
‘大源頭處’ ‘大頭腦處’, 즉 주자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잘못되어 있었다. 때문에 이퇴계는 나정암 사상이 한 편에서 갖는 ‘多有
合理處’ ‘精到處’를 ‘모두 존중할 것이 못 된다’고 헛수고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퇴계가 이렇게 나정암에 대하여 ‘大源頭處’와 ‘大頭腦
處’에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6) 나정암이 理와 氣를 서로 구별하지 않고
一物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
근세의 나정암은 理와 氣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주
자의 설이 타당하지 않다고까지 하니, 나의 학문은 대수롭지 않아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7)
나정암이 이 학문에 있어서 일단의 살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 들어
간 곳이 바로 리와 기가 둘이 아니라는 주장에 있다. 후학들이 어찌 그 오류
5) “整庵所見, 於大頭腦處錯了, 其他精到處, 似未足尙. 只要見近古中原文獻如何, 且猶能
與陽明角立, 以争禪學之非. 是爲整庵而已”( 答洪應吉 , 退溪全書(1)권13,
348면).
6) 이퇴계와 나정암을 비교 취급한 전문적인 논문으로는 유명종, 羅整菴의 氣哲學과
李朝儒學 ( 인문과학,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3년), 유명종, 退高四七
論辯과 高峯의 논거-高峯의 羅整庵說 절충여부 ( 퇴계학보8권, 퇴계학연구원,
1976년), 友枝龍太郞, 李退溪의 羅整菴·王陽明 批判 ( 퇴계학보32권, 1981년)
7) “近世羅整庵, 倡爲理氣非異物之說, 至以朱子說爲非是, 滉尋常未達其指”( 答奇明彦·
論四端七情第一書 , 退溪全書(1)권16、4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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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답습하여 서로 이끌어서 미혹한 곳으로 들어가겠는가?8)

이퇴계가 나정암의 견해를 理氣一物的인 것으로 하여 배척하고 있음
은 보는 그대로이다. 그러나 나정암의 실제로 困知記를 참조하자면,
“기를 인식하여 리로 하여서는 옳지 않다”9) 등의 언설이 나타내듯이 리
와 기를 무분별적으로 하나로 파악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정
암이 리·기를 구별하였던 목적은 “리는 단지 기의 리일 뿐이다. 참으로
기가 轉折하는 곳에서 이것(理)을 보아야 한다. 가면 오고, 오면 가는 작
용을 轉折이라고 한다.……感應하는 것은 기이다. 어떤 식으로 느끼면
그처럼 응한다. 이때 (그 감응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이 리이다”10)라
고 하듯이, 기에 대하여 초월적이고 우월적으로 존재하는 리, 또는 리의
작용과 능동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정암이 말하는 리는 기의
자발적 운동이 질서를 保持하는 상태로서, 기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이차적인 존재였다.11) 이퇴계의 나정암에 대한 최대의 불만도 여기에 있
었던 것이다. 다음의 나정암 언설에 대한 이퇴계의 반박은 인간론의 性·
情에 관한 것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나정암의 곤지기에서는 “道心은 性이고, 人心은 情”이라고 한다. “지극히
고요한 體는 볼 수 없는 까닭에 微라고 하고, 변화무쌍한 用은 헤아릴 수 없
는 까닭에 危”라고 한다. 이 말은 참으로 그럴듯하여 湛若水의 설에 비할 바가
8) “且羅整菴於此學, 非無一斑之窺. 而誤入處, 正在於理氣非二之說. 後之學者, 又豈可踵
謬襲誤, 相率而入於迷昧之域耶”( 非理氣爲一物辯證 , 退溪全書(2)권41, 332
면).
9) “認氣爲理便不是”( 困知記권下, 35조).
10) “理只是氣之理, 當於氣之轉折處觀之. 往而來, 來而往, 便是轉折處也.……夫感應者,
氣也. 如是而感則如是而應, 有不容以毫髮差者, 理也”( 困知記續권上, 38조).
11) 나정암의 理의 성격에 대해 하나 더 소개하면, “自夫子贊易, 始以窮理爲言. 理果何
物也哉. 蓋通天地, 亘古今, 無非一氣而已. 氣本一也, 而一動一靜, 一往一來, 一闔一
闢, 一升一降, 循環無已. 積微而著, 由著復微, 爲四時之温涼寒暑, 爲萬物之生長收藏,
爲斯民之日用彝倫, 爲人事之成敗得失. 千條萬万緖, 紛紜膠輵而卒不可亂, 有莫知其
所以然而然, 是即所謂理也.。初非別有一物, 依於氣而立, 附於氣以行也”( 困知記권
上、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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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그 해됨은 더욱 심하다. 무릇 道心을 未發의 前에 한정하면, 이 道心
은 敍·秩·命·討에 관여하는 것이 없게 되어, 性에 體는 있지만 用은 없게 된다.
人心을 未發의 後로 판단하면, 이 人心은 本原性命(의 학립)에 이바지할 바가
없게 되어, 情은 惡은 있지만 善은 없게 된다.12)

이퇴계가 인용하는 나정암의 ‘道心性也, 人心情也’는 困知記권上4條,
‘至靜之體～危’는 上권3條에 보이는 말이다. 또 ‘敍·秩·命·討’는 書經皐
陶謨篇에 보이는 말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릇 道心을
未發의 前에 한정하면～性은 體는 있지만 用은 없게 된다’고 하는, 이른
바 주자학의 體用論으로 나정암설을 비난하는 부분이다. 주자학에서 체
용론은 程伊川의 “體用一源, 顯微無間”13)과 관련하여, 사물 존재의 근원
과 구체적인 움직임, 또는 본체와 현상을 대립이 아닌 통일적인 구도로
파악하는 논리로 이해된다.14) 이퇴계는 이 체용론을 빌려 나정암설을
‘性에 體는 있지만 用은 없게 된다’고 공격하는 것인데, 이것은 입장을
뒤집으면 퇴계 자신은 성에는 본체도 있고 작용도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퇴계가 주자의 “理에는 情意도 計
度도 造作도 없다”15)는 해석을 둘러싼 질문에 대하여 “주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리에 動靜이 있는 까닭에 기에도 動靜이 있다. 만약 리에 動
靜이 없다면 기에 어떻게 動靜이 있을 것인가?’하였는데, 이것을 안다면
의심도 없어질 것이다. 대개 情意가 없다고 운운하는 것은 本然의 體이
고 능히 발동하고 능히 생하는 것은 至妙한 用을 말한 것이다”16)고 대
12) “若羅氏困知記, 則又謂道心性也, 人心情也. 至靜靜體不可見故曰微, 至變之用不可測
故曰危. 此是爲說頗近似, 非湛氏之比, 然其爲害, 則爲尤甚. 夫限道心於未發之前, 則
是道心無與於敍秩命討, 而性爲有體無用矣. 判人心於已發之後, 則是人心不資於本原
性命, 而情爲為有惡無善矣”( 答友人論學書今奉奇明彦 , 退溪全書(1)권17,
442면).
13) “至微者理也, 至著者象也, 體用一源, 顯微無間”(易傳序)
14) 荒木見悟, 朱子·王陽明(中央公論社, 일본, 1978년, 86면), 張岱年, 中国
哲學大綱(中國社會科學出版社, 중국, 1982년, 13～14면).
15) “蓋氣則能凝結造作, 理却無情意, 無計度, 無造作”( 朱子語類권1, 13조)
16) “朱子嘗曰, 理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氣何自而有動靜乎. 知此則無此疑矣.
蓋無情意云云, 本然之體, 能發能生, 至妙之用也”( 答李公浩·問目 , 退溪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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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것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물론 주자의 체용론이 이퇴계가 말하는
것처럼 性·理의 작용과 능동성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의심도 있을 수 있지만17), 중요한 것은 이퇴계가 체용론을 매
개로 하여 나정암의 주장과는 반대로 리와 기의 구별, 리의 능동성을 주
자학의 기본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다음에 소개하
는 자료는 이퇴계가 孔子, 周濂溪, 程明道, 朱子 등의 理氣에 관한 대표
적인 언설을 받아들여, 그들의 주장이 리와 기의 구별과 리의 능동성을
들어내는 것임을 명언하고 있는 말이다.
이제 생각해 보면, 공자와 주렴계는 陰陽은 太極이 낳은 것임을 분명히 말
하였다. 만약 리와 기가 처음부터 一物이라고 하면 태극이 곧 兩儀라고 하였
을 것이다. 어찌 태극이 양의를 낳을 수 있겠는가?……이제 생각해 보면, 理氣
가 과연 일물이라고 하면, 공자는 무엇 때문에 형이상과 형이하로 道와 器를
나누었으며, 정명도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했겠는가?……이제
생각해 보면, 주자가 평소에 理氣를 논한 많은 말들이 모두 리와 기를 一物로
말한 것이 없다.18)

이상과 같은 理氣一物的 견해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하나 더 지적
해 둘 것은 이퇴계가 그것을 통하여 이기의 가치적 차별을 시도하고 있
(2)권39, 299면).
17) 왜나하면 주자의 체용론은 “至微之理, 至著之事, 一以貫之”( 朱子語類권6, 14조),
“理無事, 則無所依附”(전게서, 15조)에서 보듯이 본체와 현상을 통일적으로 파악하
는 논리로, 일방적으로 理의 능동성을 보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8) “今按孔子周子明言陰陽是太極所生, 若曰理氣本一物, 則太極卽是兩儀, 安有能生者
乎.……今按若理氣果是一物, 孔子何必以形而上下分道器, 明道何必曰須著如此說
乎.……今按朱子平日論理氣許多說話, 皆未嘗有二者爲一物之云”( 非理氣爲氣一物辯
證 , 退溪全集(2)권41, 331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퇴계가 인용하는 공자의
말은 易繫辭上傳11章의 “易有太極. 是生兩儀”. 周濂溪의 언설은 太極圖說
의 “太極動而生陽～”. 程明道의 언설은 “形而上爲爲道, 形而下爲器”( 二程遺
書권1). 朱子의 언설은 ‘物上看’ ‘理上看’을 말하는 “所謂理與氣, 此決是二物.
但在物上看, 則二物渾淪, 不可分開, 各在一處. 然不害二物之各爲一物也. 若在理上看,
則雖未有物, 而已有物之理. 然亦但有其理而已。未嘗實有是物也”( 答劉叔文 , 
朱文公文集上, 800면).


8

理와 心의 문제로 본 李退溪 思想의 특징과 사상사적 의의(嚴錫仁)

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퇴계가 나정암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전개하는,
자신보다 한 세대 이전에 활약하였던 조선의 선배학자 서화담에의 비판
에서 엿볼 수 있다. 서화담 사상의 특징은 직접 그의 말을 인용해 보자
면, “기 밖에 리가 없다. 리는 기의 主宰者이다. 이른바 주재란 밖에서
와서 주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의 하는 일이 능히 그러한 까닭의 바
름을 잃지 않음을 주재하고 한다. 리는 기보다 앞서 존재하지 않는다
”19), “텅비고 고요한 성질은 기의 체이고, 모이고 흩어지는 작용은 기의
용이다”20) 등에 집약되어 있다고 본다. 곤지기의 조선 전래 시기는
1500년대 전반으로 추정되며21), 서화담과 라정암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
은 무리한 추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화담이 理의 독립과 능동성을 인
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氣를 전제로 하여 파악하는 견해는 나정암 사상
을 방불케 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서화담의 사상에 대하여 이
퇴계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이것으로 서화담의 소견을 생각해 보면, 기의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그 주
장은 리를 인식하여 기로 생각함을 면하지 못하고, 또한 혹 기를 가리켜서 리
로 하는 것도 있다. 그 때문에 지금 여러 학자들이 또한 그 주장에 익숙해 져
서, 반드시 기를 예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하는 불멸적인 것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불교의 견해에 빠진 것이 되니, 여러분
이 참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22)

이퇴계에 있어서 서화담의 사상은 리를 기로 인식하거나 기를 리로
취급하는, 즉 理氣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하는 논리로 보였던 것이고,
19) “氣外無理. 理者氣之宰也. 所謂宰, 非自外來而宰之, 指其氣之用事, 能不失所以然之正
者, 而謂之宰. 理不先於氣”( 理氣說 , 花潭集권2, 204면).
20) “虛靜即氣之體, 聚散其用也”( 太虛說 , 上同).
21) 송휘칠, 羅整菴의 困知記 와 奇高峯·李栗谷의 主氣論 ( 한국의 철학21호,
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 1993년, 17면).
22) “因思花潭公所見, 於氣數一邊路熟, 其爲說未免認理爲氣, 亦或有指氣爲理者. 故今諸
子亦或狃於其說, 必欲以氣爲亘古今常存不滅之物. 不知不覺之頃, 已陷於釋氏之見,
諸公固爲非矣”( 答南時甫 , 退溪全書(1)권14,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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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있어서 나정암과 아무런 차이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서의 서화담에 대한 이퇴계의 불만은 나정암에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즉 ‘반드시 기를 예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하는 불
멸적인 것으로 생각하려고 한다’고 하는 氣不滅論에의 불만이다. 이것은
서화담의 “한 포기의 풀과 한 그루의 나무의 미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기는 끝까지 흩어지지 않는다”23) 등의 언설에 대한 반론으로 생
각되는데, 이 반론의 근저에는 이퇴계가 갖고 있는 氣蔑視, 혹은 그것의
반대로서의 理重視의 사유가 흐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理氣의
가치적 차별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언설이 “理貴氣賤”24), “理極尊無
對”25)일 것이다. 여하튼 이퇴계에 있어서 이 理氣의 가치적 차별관이 앞
에서 언급한 리의 능동적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연동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음으로 고찰해 볼 것은 이퇴계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나아
가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나정암과 서화담의 사상을 理氣一物的인 견해
로 물리치고 비판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조금 진부한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奇高峯(1527～1572)과의 사이에서 행해진 ‘四端
七情論爭’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그 모습을 스케치해 보고자 한다. 이
논쟁에 임하는 퇴계의 입장은 처음부터 확고부동한 정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8년간에 걸친 논쟁을 통하여 개정과 수정을 행하면서 자신
의 사상을 구축해 갔으며, 그 고심하는 모습에서 이퇴계의 문제의식과
23) “雖一草一木之微者, 其氣終亦不散”( 鬼神死生論 , 花潭集권2, 205면). 이와
관련하여, 이 점에 있어서는 서화담과 나정암의 사이는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화담이 氣不滅論에의 경향성을 갖고 있었음에 반하여, 나정암은 “氣聚
而生, 形而爲有. 有此物即有此理. 氣散而死, 終歸於無. 無此物即無此理. 安得所謂死
而不亡者耶”( 困知記권下, 13조)라고 하여, 氣는 흩어져 無로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의 遠景에는 서화담이 張橫渠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음에 대하여, 나정암은 장횡거의 사상을 氣와 太虛를 실재화하고
있다고 하여 세차게 비난하는(山下龍二, 羅欽順と氣の哲學 , 陽明學の硏究
下, 現代情報社, 日本, 1971년, 68～79면)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與朴澤之 , 退溪全書(1)권12, 335면.
25) 答李達李天機 , 退溪全書(1)권13, 354면.
10

理와 心의 문제로 본 李退溪 思想의 특징과 사상사적 의의(嚴錫仁)

그가 지향하고자 하였던 바를 간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다.

3. 四端七情論爭
잘 알려진 것처럼 四端은 孟子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仁義禮智의
性 의 발단(端)으로서의 惻隱·羞惡·辭讓·是非라는 4개의 情 을 말한
다.26) 七情은 禮記禮運篇의 喜怒哀樂愛惡欲27)과 더불어 中庸1장의
“喜怒哀樂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자가 性·情의 용어에 를 표시한 것은 이 용어가 맹자가 아니라, 주
자에 의해 새롭게 정의된 것임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즉, 맹자
에서는 단지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惡之心, 義之端也……”라고 하여
四端=心이었던 것이, 주자에 의해 “惻隱·羞惡·辭讓·是非는 情이다. 仁義
禮智는 性이다. 마음(心)은 性과 情을 통솔한다”28)고 하여, 心·性·情의
용어로 재정립되었음을 말한다.29) 주자에 이르러 사단도 칠정과 동일하
게 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된 것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이 같은 情으로서의 사단과 칠정의 관계, 혹은 그것들의 위상이다. 또한
주자학의 기본개념인 理氣가 사단과 칠정에서 각각 어디에 배속되는가
의 문제도 당연히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자사상 자체에서는 性에 대하여 “性卽理”라고 하여 명확히
26)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惡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禮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
也”( 孟子公孫丑上, 6章).
27) “何謂人情. 怒哀懼愛惡悪欲. 七者, 弗學而能”.
28) “測隱·羞惡·辭讓·是非情也. 仁義禮智性也. 心統性情者也”( 孟子集註公孫丑上, 6
章).
29)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 에도시대의 이토 진사이(伊藤仁齋)가 “晦庵以四端爲情,
尤無謂. 孟子明曰四端之心, 而未嘗曰四端之情”( 語孟字義권上, 情2조, 岩波
日本思想大系 伊藤仁齋·伊藤東涯, 138면)이라고 하여 맹자와 주자의 차이
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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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로 제시하고 있지만, 情에 대해서는 “性은 體이고 情은 用이다”30), “대
개 性은 마음의 理이고 情은 性의 用이다”31) 등으로 설명되는 정도로
의외로 이기론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행해
졌다고도 말하기 어렵다.32) 조선사상사에 있어서 사칠논쟁의 일차적인
의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닥쳐간 것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논쟁에 임하는 이퇴계의 다음의 언설에서 엿볼 수 있다.
性과 情의 논변은 선유들이 자세히 발명해 놓았다. 그렇지만 사단·칠정에
대해서는 단지 이것을 함께 情이라만 하여 아직 리와 기의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33)

사칠논쟁은 말하자면 심성론, 보다 정확히는 情論의 理氣論的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쟁은 이퇴계 사상의 중심이 理·
氣의 통념적 대상인 이른바 본체론으로서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에 있
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
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논쟁은 결국 세계를 해석하는
기본 개념인 理·氣를 이용하여 ‘인간’을 설명하려는 시도였기에, 인간론
만이 명확히 들어나는, 또는 세계에 대한 논의가 전부 배제된 것은 아니
었다는 것이다. 인간론이 중심이었지만 거기에는 理·氣의 개념이 수행하
는 주자학의 전통적인 세계관도 함께 섞여 그 배후를 구성하고 있었다
는 것이다. 이퇴계 사상의 중점은 물론 인간론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 하나에만 초점을 조준해 버리면 나정암과 서화담을 비판한 근본
의도도 그가 주자후계자로서 수행하려는 장대한 의도도 놓쳐버리고 말
30) “性是體, 情是用”( 朱子語類권5, 65조).
31) “蓋性即心之理, 情即性之用”( 朱子語類권5, 66조).
32) 웨이밍 뚜(Wei-ming Tu), 四·七논쟁을 통해 본 退溪의 人性論 (퇴계학연구논총
서양의 퇴계연구, 경북대퇴계학연구소, 1997년, 380면).
33) “性情之辯, 先儒發明詳矣. 惟四端七情之云, 但俱謂之情, 而未見有以理氣分說者焉”(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一書 , 退溪全書(1)권16, 4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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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기에서 논의의 진행상 이 논쟁의 발단과 경위를 간단히 개설해 보
자. 먼저 논쟁의 발단은 鄭之雲(1509～1561)이 天命圖 天命圖說 을
지어 “사단은 리에서 발동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동한다”34)고 한 것을,
이퇴계가 이것을 정정하여 “사단은 리의 발동이고, 칠정은 기의 발동이
다”35)고 한 것에서 시작한다. 즉 이퇴계에 의한 정정은 원래의 정지운의
설보다도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에 직접 연결시켜 리 자체의 능동성을
한층 더 명료하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고, 특히 기고봉이 그 설명을 구하는 질문을 이퇴계에게 보낸 것이
었다. 질문을 받은 이퇴계의 태도는 처음 自說에 별로 자신이 없었는지,
기고봉에게 설명 대신에 “사단의 발동은 순전한 리인 까닭에 不善이 없
다. 칠정의 발동은 기를 겸하기 때문에 善惡이 함께 한다” 고 자설을 수
정하였다.36) 이것에 대하여 기고봉은 중용의 칠정은 정의 전체를 가리
키는 것이고 맹자의 사단은 그 중에서 선출한 것을 지칭하는 것37)이
므로, “자사와 맹자는 나가서 말하는 곳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사단과 칠
정의 구별이 있는 것이다. 칠정 외에 따로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다”38)
라고 하며, 선생(퇴계)의 의견을 따른다면 결국은 “리와 기를 나누어서
두개로 하고 만다. 이러면 칠정은 성에서 나오지 않고 사단은 기와 관계
없게 된다”39)고 반론의 수위를 높여 간다. 이에 이퇴계는 論四端七情第
一書 에 있어서는 사단과 칠정은 같은 정이지만 ‘所就’ ‘所指’ ‘所從來’
34)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 天命圖說後敍·天命舊圖 , 退溪全書(2)권41, 325
면).
35)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上同, 326면).
36) “又因士友間, 傳聞所論四端七情之說. 鄙意於此, 亦嘗自病其下語之未穩. 逮得砭駁, 益
知疎繆. 卽改之云, 四端之發純理, 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 故有善惡. 未知如此下語
無病否”( 與奇明彦 , 退溪全書(1)권16, 402면).
37) “子思之言, 所謂道其全者, 而孟子之論, 所謂剔撥出來者也”( 附奇明彦非四端七情分
理氣辨 , 退溪全書(1)권16, 407면).
38) “子思孟子所就以言者不同. 故有四端七情之別耳. 非七情之外復有四端也”(上同, 408
면).
39) “是理與氣判而爲兩物也. 是七情不出於性, 而四端不乘於氣也”(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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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主’ ‘所重’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축으로 하여 반론을 펴며,
論四端七情第二書 에서는 第一書 에서의 주장을 몇 가지 고쳐서 이
논쟁의 최종 결론이 되는 “사단은 리가 발동하여 기가 이것을 따르고,
칠정은 기가 발동하여 리가 여기에 탄다”40)고 하는 수정론을 제출하였
다. 이때 이퇴계에 있어서 가장 원군이 되어 준 것이 주자어류의 “四
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41)의 말이었다. 주자의 이 말은 다른 곳에서
는 볼 수 없다고 하는데,42) 이퇴계는 이 발언에 의해 自說뿐만 아니라,
정지운의 설도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자신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43) 기고봉은 처음에는 이 말도 주자의 우연한 발언으로 신뢰하지
않았고44), 또 이퇴계의 수정설에 대해서도 “칠정은 理氣를 겸유하고, 사
단은 단지 理發의 한쪽만 있게 된다”45)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의 四端七情後說 , 總論 에서는 다소 이
퇴계의 설을 수긍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논쟁은 애매
한 부분을 남긴 채로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이퇴계와 기고봉의 최대의 쟁점은 사단의 위상을
어떻게 파악할까를 둘러싼 것이었다. 이퇴계의 입장은 사단=리로 하여
그것의 자발적인 능동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기고봉은 사단도 칠정의 일부이고, 칠정이 리와 기의 합인 것처
럼, 사단도 기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리의 능동성을 부정하
40) “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之”(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二書 , 退溪全
書(1)권16, 417면).
41) 朱子語類권53, 83조.
42) 蔡茂松, 退溪·栗谷哲學의 比較硏究(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5년, 47면).
43) “自承示喩, 即欲獻愚, 而猶不敢自以其所見爲必是而無疑, 故久而未發. 近因看朱子語
類論孟子四端處, 末一條正論此事. 其說云,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 古人不云乎.
不敢自信而信其師. 朱子吾所師也. 亦天下古今之所宗師也. 得是說, 然後方信愚見不
至於大謬, 而当初鄭說亦自爲無病似不須改也”(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一書 , 
退溪全書(1)권16, 407면).
44) “論理發氣發之語, 爲偶發而偏指”(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二書 , 退溪全書
(1)권16, 415면).
45) “七情則兼有, 而四端則只有理發一邊”(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三書 , 退溪全書
(1)권17, 4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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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기고봉이 후일, “그러나 주자의 이른바 ‘사단은 리가 발동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동한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생각해 보고, (이
전의 내 주장이) 미흡하였음을 깨달았다”46)고 하여, 이퇴계 理發說의 근
거가 되고 있는 주자의 발언을 시인하면서, “사단이 리의 발동임은 참으
로 그렇다”47),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나누어 구별하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48), “사단은 리에서 발동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것
은 리가 발동한 것이라는 말도 진실로 의심할 바가 없다”49)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일견 기고봉이 퇴계의 주장에 찬의를 표하는 것
으로 보인다. 퇴계는 이러한 기고봉의 발언을 미루어 자신의 의견이 받
아들여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소개하는 기고봉의 발언
은 실제로는 그의 입장이 여전히 이퇴계설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으면 사단과 처음부터 다르지 않다. 칠정이
비록 기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리도 또한 원래부터 그 가운데에 있어서
그 기가 발하여 절도에 맞으면 곧 천명의 성이고 본연의 성이 된다. 그렇다면
어찌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하여 사단과 다음이 있겠는가? ……이른바 ‘기질의
성은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라는 말은 대개 본연의 성이 기질의 성에
들어 있기 때문에 ‘섞어서 이것을 말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기질의 성의
선한 것은 곧 본연의 성으로 따로 다른 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
가 말한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과 사단은 실제의 내용은 갖지만 이
름이 다른 것이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50)
46) “然以朱子所謂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者, 參究反覆, 終覺有未合者”( 附奇明彦
四端七情後說 , 退溪全書(1)권17, 440면).
47) “四端是理之發者, 是固然矣”(上同)
48) “四端七情之分屬理氣, 自不須疑”(上同).
49) “夫四端發於理而無不善, 謂是理之發者, 固無可疑矣”( 附奇明彦四端七情總論 , 
退溪全書(1)권17, 442면).
50) “然而七情之發而中節者, 則與四端初不異也. 蓋七情雖屬於氣, 而理固自在其中, 其發
而中節者, 乃天命之性·本然之体. 則豈可謂是氣之發而異於四端耶.……夫所謂氣質之
性, 以理與氣雜而言之者, 蓋以本然之性墮在氣質之中, 故謂雜而言之. 然氣質之性之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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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으면, 곧 리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므로, 사단과 처음부터 다르지 않다.51)

이상의 기고봉의 언설은 앞에서 理發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에 이어서
나오는 말로, ‘然而’, ‘然’(그러나)의 역접 접속사로 제시되어 있다. 즉 기
고봉이 가장 말하고자 하였던 결론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요
점은 七情의 中節=四端으로 하여 그것을 ‘同實而異名’으로 위치시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기고봉이 앞에서 리와 기를 분별하고 理發을
언급한 것은 ‘異名’, 말하자면 관념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 한해지며, 현
실적으로는 그러한 분별은 있을 수 없다(同實)고 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그렇지만 학자들은 마땅히 리가 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기가 과
불급 없이 자연히 발현하는 것이 바로 리의 본체의 그러한 것임을 알아
야 한다”52)고 하는, 명백하게 리를 기의 질서·조리로 파악하는 발언도
남기고 있다. 즉 이러한 주장은 기고봉 자신은 나정암을 비난하고 있지
만53), 주자사상이 한편에서 견지하고 있던 리의 능동성 부정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기와 기질에 두터운 신뢰를 표시하였던 나정암과 軌路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54)
이퇴계가 기고봉의 강한 반발을 받아 自說을 개정·수정하면서도 사단
=이발의 주장만큼은 끝까지 관철한 것, 그리고 나정암과 서화담의 사상
을 理氣一物的인 견해로 치부하여 배척한 이유는 바로 이 점에 관계되
善者, 乃本然之性, 非別有一性也. 然則鄙說謂, 七情之發而中節者與四端同實而異名
云者, 疑亦未害於理也”( 附奇明彦四端七情後설 , 退溪全書(1)권17, 440～
441면).
51) “然其發而中節者, 乃發於理而無不善, 則與四端初不異也”( 附奇明彦四端七情總論 ,
退溪全書(1)권17, 442면).
52) “然學者須知, 理之不外於氣, 而氣之無過不及, 自然發現者, 乃理之本體然也”( 附氣
明彦非四端七情分理氣弁 , 退溪全書(1)권16, 408면).
53) 기고봉은 論困知記 라고 하는 독립적인 글을 지어 羅整菴을 비난하는데, 나정암
사상과 禪學의 관계, 理氣一物說, 道心人心性情說, 良知非天理說 등의 오류를 지적
하고 있다.
54) 이퇴계도 論四端七情第一書 에서는 기고봉과 나정암의 유사성을 지적하였는데,
改正本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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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이퇴계에 있어서 기·칠정 내지는 기질 등이 스스로의 운동
법칙 속에 善으로서의 리를 具有한다고 하는, 또는 기의 작용이 자연히
리가 된다고 하는 등의 현실에 신뢰를 보내는 낙관주의는 도저히 용인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정암과 서화담의 사상을 포함하여 기의 자연적
발현을 리의 본체로 파악하는 기고봉의 주장은 결국 인욕을 천리로 오
인하고 마는 극히 위험한 사상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었다.
학문을 논하면서 분석을 싫어하고 뭉뚱그려 하나의 설로 만들려고 힘쓰는
것은 옛 사람이 이것을 鶻圇呑棗라고 하였으니, 그 병통이 적지 않다. 이렇게
계속한다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기를 (본연의)성으로 논하는 폐
단에 빠지고, 인욕을 천리로 인식하는 병통에 빠지고 말 것이다.55)

앞에서 이퇴계의 理貴氣賤의 용어를 소개하였는데, 이퇴계에 있어
서 기는 악의 원인이 되는 성가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칠정에 악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기가 반드시 순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가 순수하면 선이 되고 기에 덮여서 리가 감추어지면 악이
될 뿐이다.56)
마음이 아직 발동하지 않을 때에는 氣가 아직 힘을 쓰지 않아 오직 理만
있음이니 어찌 악이 있겠는가. 발동할 때에 理가 氣에 가려져 악으로 나아가
는 것이다.57)

이른바 현실비판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5) “夫講學而惡分析, 務合爲一說, 古人謂之鶻圇呑棗. 其病不少. 而如此不已, 不知不覺之
間, 駸駸然入於以氣論性之蔽, 而墮於認人欲作天理之患矣”(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
二書 , 退溪全書(1)권16, 413면).
56) “若七情不可言無惡者, 以其氣未必純善故也.……理顯而氣順則善, 氣揜而理隱則悪耳”(
答鄭子中講目 , 退溪全書(2)권25, 10면).
57) “心之未發,氣未用事, 唯理而已, 安有惡悪乎. 惟於發處, 理蔽於氣, 方趨於惡”( 與洪應
吉 , 退溪全書(1)권13, 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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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리를 그 근본에 입각하여 논해 본다면, 원래 지극히 선하지 않음이
없다. 그렇지만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옳은 것이 있으면 그른 것이 있음은
또한 필연적인 일이다. 그런 까닭에 격물궁리는 그 시비선악을 규명하여 취사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58)
‘천지의 큰 덕을 生이라고 한다’는 말로 보자면 비록 (현실이) 不正(=邪)하
다고는 할 수 없지만, 二氣와 五行 운행의 가지런하지 못하고 한결같지 못함
에서 보자면 단지 올바르기만 하고 부정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또한 형
세에 따른 필연적인 일이다.59)

이퇴계에 따르면 현실이 본래 모습은 ‘邪’가 아닌 ‘至善’이지만, 실제의
현실은 二·五의 氣에 의해 善惡과 邪正이 교차하는 장소가 된다. 또 이
퇴계는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을 天上과 水中의 달에 비유하여 그것이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기고봉의 주장60)에 대하여,
천상과 수중의 달이 모두 하나의 달이라고 하더라도 천상의 것이 진짜 달
(眞形)이고 수중의 것은 단지 그림자(光影)일 뿐이다. 그러므로 천상의 달을
추구하면 실질을 얻을 수 있으나, 수중의 달을 잡으면 아무것도 얻음이 없다.
참으로 성을 기 가운데 있게 함은 수중의 달그림자를 잡으려다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떻게 선을 밝히고 몸을 성실히 하여 본연의 성의 처음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리요.61)
58) “事物之理, 循其本而論之, 固莫非至善. 然有善斯有惡, 有是斯有非, 亦必然之故也.
故凡格物窮理, 所以講明其是非善惡而去取之耳”( 答李叔獻·別紙 , 退溪全書
(1)권14, 372면).
59) “以天地之大德生言之, 雖不可謂有邪, 以二五之難齊不一處言之, 其不能但有正而都無
邪, 亦勢所必至也”( 答趙起伯大學問目 , 退溪全書(2)권38, 273면).
60) “天地之性譬, 則天上之月也. 氣質之性譬, 則水中之月也. 月雖若有在天在水之不同, 然
其爲月則一而已矣. 今乃以爲天上之月是月, 水中之月是水, 則豈非所謂不能無碍者乎.
而況所謂四端七情者, 乃理墮氣質以後事, 恰似水中之月光而其光也”( 答奇明彦·論四
端七情第三書 , 退溪全書(1)권17, 429면).
61) “天上水中雖同是一月, 然天上眞形而水中特光影耳. 故天上指月則實得, 而水中撈月則
無得也. 誠使性在氣中, 如水中月影撈而無得, 則何以能明善誠身而復性之初乎。”(上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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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반론을 행하고 있는데, 기질의 성＝수중의 달＝그림자(光影), 천상
의 달을 진짜(眞形)라고 구분하는 것은 이퇴계의 현실에 대한 불신감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이퇴계에 있어서 기 혹은 현실은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정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리와 기의 엄격한 구별, 그리고 理發로서의 리의
능동성․주도성을 논리적인 차원을 넘어 사실성을 띠는 것으로 적극적
으로 역설할 필연성이 있었던 것이다.
기의 본체는 고요하여 이때는 이것을 악이라고 할 수 없으나, 기만으로 어
찌 순수한 선이 될 수 있겠는가? 이 기가 아직 활동하지 않을 때에 리가 그것
의 주인이 되는 까닭에 순선을 유지하는 것이다.62)
천하에 리 없는 기 없고, 기 없는 리도 없다. 사단은 리가 발하여 기가 이
것을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이것에 타는 것이다. 리에서 기
가 따르지 않는다면 리가 나올 수 없으며, 기의 경우에 리가 타지 않는다면
욕심에 빠져 금수가 될 것이니, 이것은 변함없는 定理이다.63)

이퇴계는 특히 논쟁 중에서 ‘七情氣發而理乘之’를 사람이 말에 타는
것에 비유하여 “사람은 말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고, 말은 사람이 없으
면 길을 잃어버린다”64)고 설명하는데, 이것과 더불어 위 첫 번째 언설의
‘理爲主’가 리의 기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
다. 기고봉과 같이 리의 통제 없이 기＝칠정을 방치해 둔다면 사람은 사
람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62) “湛一氣之本, 當此時未可謂之惡, 然氣何能純善. 惟是氣未用事時, 理爲主, 故純善耳”(
答李公浩·問目 , 退溪全書(2)권39, 301면).
63) “天下無無理之氣, 無無氣之理.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 理而無氣之發,
則做出來不成, 氣而無理之乘, 則陷利欲而爲禽獸, 此不易之定理”( 答李宏仲問目 ,
退溪全書(2)권36, 226면).
64) “蓋人非馬, 不出入, 馬非人, 失軌途”(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二書 , 退溪全書
(1)권16, 4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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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理와 心의 관계―본래성과 현실성의 문제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퇴계의 현
실비판 의식은 앞에서 인용한 ‘사물의 리를 그 근본에 입각하여 논해 본
다면, 원래 지극히 선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현실 그 자
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본래적인 모습에의 동경을 배경으
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라키 겐고(荒木見悟)가 그의 불교
와 유교에서 송명유학을 파악하는 기본 관점인 ‘本來性―現實性’의 설
명을 인용해 보면, “본래적인 것은 본래적인 까닭에 어떤 時點에 있어서
도 실재하게 되는데, 동시에 또한 본래적인 것은 종종 ‘현실적’인 것에
의해 은폐될 염려가 있다. 본래적인 것이 강하게 요구되는 근저는 현실
적인 것에의 깊은 반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거꾸로 현실적인 것에의 가
차 없는 비판은 본래적인 것의 자기표현이라는 성격을 갖는다”65)고 한
다. 이 구도는 이퇴계 사상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개 모양과 形氣를 갖고 온 천지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器이고, 그것에 갖
추어져 있는 理는 곧 道이다. 道는 器를 떠나 있지 않지만 그 形影이 없음을
말하는 까닭에 이것을 形而上이라고 한다. 器는 道를 떠나 있지 않지만 그 形
象이 있으므로 이것을 刑而下라고 한다. 태극은 음양 가운데에 있지만, 음양과
섞이지 않으므로 형이상이라고 할 뿐으로 (위치상)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음양은 태극을 벗어나지 않지만 원래 形氣이므로 형이하라고 할 뿐으로, 아래
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66)
대저 학자들이 형이상과 형이하를 매번 둘로 나누고자 함은 단지 일상의
사물이 형이하가 되는 것은 알지만, 일용사물 사이에 형이상이 포함되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형이상자를 아득히 멀고 헤아리기 어려운 곳
65) 荒木見悟, 新版 佛敎と儒敎(硏文出版, 日本, 1993년, 5면).
66) “凡有貌象形氣, 而盈於六合之內者, 皆器也, 而其所具之理即道也. 道不離器, 以其無形
影可指, 故謂之形而上也. 器不離道, 以其有形象可言, 故謂之形而下也. 太極在陰陽
中. 而不雜乎陰陽, 故云上耳, 非謂在其上也. 陰陽不外於太極. 而依旧是形是氣, 故云
下耳, 非謂在其下也”( 答李宏仲 , 退溪全書(2)권35,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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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67)

리와 기의 엄격한 구별을 강조하는 이퇴계이지만, 추구하여야 할 이상
으로서의 리․태극이 기․음양이나 일용사물의 현실과 유리되어 존재하
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에서 아라키의 말을 빌려 본래성―현실성 운운한 것은 이퇴계 사
상을 이해하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와 마음(心)의 조응관계에서 도출되는 마
음의 중시, 말하자면 陽明心學과 대비되는 이퇴계의 심학이 그것이다.
퇴계심학에 대해서는 근래에 많은 연구가 제출되었지만, 결론을 서두르
지 않고 리와 심을 중심으로 한 본 논문의 관점에 의거하여 주변의 문
제부터 하나씩 접근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퇴계에 있어서의 본래성과 현실성의 관계부터 고찰해 보자.
구체적으로는 앞의 인용문에 보이는 일절 ‘태극은 음양 가운데에 있다’
고 하는, 즉 理氣相卽의 사유에 의해 나타나는 퇴계사상 자체의 논리적
모순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모순이라는 용어를 끄집어 낸 것은 주자학에
서 “道不離器”, “太極在陰陽中” 등이 강조되는 입장에서는 리와 기의 구
별이나 리의 능동성의 지위는 취약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전형
적인 모델이 다름 아닌 나정암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퇴계에도 위에
서 본 理氣相卽的인 주장과 관련하는 다음과 같은 언설이 있다.
대저 리는 홀로는 행해질 수 없다. 때문에 리를 말하려고 하면 먼저 기를
말해야 한다.68)
대저 리가 있으면 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易의)數가 있게 된다. 리는 기가
없으면 홀로 행할 수 없음이니, 어찌 수를 버릴 수 있겠는가?69)
67) “大抵學者於形而上下, 每欲分而二之者, 只見得日用事物爲形而下, 而不見得日用事物
之間, 又包所謂形而上在裏面, 故將形而上者求之於幽深況惚之地”( 答禹景善問目 ,
退溪全書(2)권32, 159면).
68) “蓋理不能獨行. 故將說理處, 先說氣”( 答禹景善·別紙 , 退溪全書(2)권32,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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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여기에서의 ‘理不能獨行’, ‘理不能遺氣以獨行’의 말은 지
금까지 고찰해온 이퇴계의 사상과는 명백히 충돌하고 있는 듯이 느껴진
다. 이것에 대한 이퇴계의 해결책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단적으로 결론
부터 취해보자면, 그것은 마음(心)을 매개로 하여 理·性에 능동성을 불어
넣는 방법이었다. 다음의 글에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가, 성이 먼저 움
직이는가의 문제를 통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는 퇴계 자신의 독자적인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지, 성이 먼저 움직이는지의 설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개 마음이 이 리를 구비하고 있는 까닭에 능히 動하고 靜하는 것이
므로 성과 정의 이름도 있는 것이고, 성과 정이 마음과 대립하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곧
성의 그러한 까닭(所以然)이고, 성이 움직이는 것은 곧 마음의 능히 그러한 바
(所能然)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선후를 나눌 수 없는가? 마음은 성이 아니면
動因이 없는 까닭에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고 할 수 없고, 성은 마음이 아니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까닭에 성이 먼저 움직인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는 사단을 논하는 곳에서 性·情을 모두 마음으로 말하였다. 張橫
渠는 “마음은 성·정을 통솔한다”고 하였고, 주자도 또한 “움직이는 그 자체는
마음이고, 움직이게 하는 근거(動底)는 성이다”고 하였다. 이른바 動底란 마음
이 움직이는 까닭을 말함이니, 마음 밖에 따로 성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
니다. ‘리가 발하여 기가 따르고, 기가 발하여 리가 탄다’고 하는 설은 곧 마음
가운데에 나아가서 리와 기를 나누어서 말한 것이다. 心 한 자를 들어보면 리
와 기의 둘을 모두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70)
69) “蓋有理便有氣, 有氣便有數. 理不能遺氣以獨行, 亦何能遺却數耶”( 答鄭子中別紙 ,
退溪全書(2)권25, 14면).
70) “心先動·性先動之說, 竊恐未然. 蓋心具此理而能動靜, 故有性情之名, 性情非與心相對
而爲二物也. 旣曰非二物, 則心之動卽性之所以然也, 性之動卽心之所能然也. 然則何
以不可分先後耶. 心非性, 無因而爲動, 故不可謂心先動也, 性非心, 不能以自動, 故不
可謂性先動也. 故孟子論四端處, 性情皆以心稱之. 張子云心統性情, 朱先生亦云動處
是心, 動底是性. 所謂動底者, 卽心之所以動之, 故非外心而別有性之動也. 至如理發氣
隨, 氣發理乘之說, 是就心中而分理氣言. 擧一心字, 而理氣二者兼包在這裏”( 答金而
精·別紙 , 退溪全書(2)권29, 89면). 張横渠의 心統性情 ( 張子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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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퇴계의 결론이 心先動과 性先動의 양설을 함께 물리치고 있음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는 그대로이지만, 여기에서는 먼저 ‘性非心, 不能以自
動’,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마음 가운데에 나아가’ 理發·氣發을 말하는
부분에 주목해 보자. ‘마음이 아니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性이란 결
국 성의 자발적 운동을 부정하는 말에 다름 아닐 것이다. 또 이 말을 주
자학에서 말해지는 性=理, 心=氣의 논리71)를 빌려 적용해 본다면, 이것
은 앞에서 소개한 리의 능동성을 부정하는 ‘理不能遺氣以獨行’과도 관련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칠논쟁의 理發에 대하여 ‘마음 가
운데에 나아가’라고 하여 조건을 다는 것은 주자학이 한편에서 견지하는
리의 未動論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발언이 성과 리는 마음에서 능동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
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 즉 이 언설에서 간취되는 이퇴계의 입장은 한
쪽에서 주자의 未動論을 의식하면서 성·리의 능동성의 범위를 사람의 마
음에 한정하는 것에 의해, 그 미동과 능동 양방향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관여하지 않으면 성·리의 능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언설은 이퇴계의 주장을 반감하는 것은 아닐
까? 주자학 사상사에 있어서 이퇴계 사상의 강점은 그것이 마음이든 무
엇이든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성·리 자신의 독자적 능동성을 주장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퇴계 사상에
있어서의 성·리와 마음의 관계이다. 혹 이것들을 같은 성질의 것으로 생
각하고 있었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앞에서 보류해 두었던 이퇴계가 心先動과 性先動의 양설을 모두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던 이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퇴계는 마음의 움직임(心動)은 性의 ‘所以然’이고, 성의 움직임(性動)
권14 性理遺拾 ), 朱子의 動處是心, 動底是性 ( 朱子語類권5、47조).
71) 예를 들어, “性猶太極也. 猶陰陽也”( 朱子語類권5, 43조), “心者氣之精爽”(上同, 2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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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心의 ‘所能然’이라고 한다. 마음은 성의 원인제공이 있고나서야 움직
임이 가능하고, 성은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리로써 그 마음에 있는 있는
까닭에 움직인다고 하는 의미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퇴계가 그 성과
심은 처음부터 대립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또 선후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자설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에 대하여는 이퇴계가 위의 언설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입
장을 정리하여 말한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또 대개 ‘함께(俱)’라고 한 말은 (심과 성의) 두 물건이 함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심과 성은 이미 선후로 나누어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또 어떻게 두
물건이 있어 함께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맹자는 惻隱은 仁의 端緖라고
하면서, 중간에 心字를 하나 집어넣고 이를 총괄하여 “측은한 마음은 인의 단
서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아주 분명하고 누락된 것이 없으니, 심·성의 선
후를 나눌 수 없음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앞(의 편지)에서
‘마음의 움직임은 성의 소이연이고, 성의 움직임은 마음의 소능연이다’라고 한
것이니, (별개의 두 물건이 있어)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즉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실로 성의 움직이는 까닭을 말할 뿐이니, 모름지기 소
이연·소능연의 여섯 자에 나아가 체인해야 할 것이다.72)

이퇴계는 성과 심을 ‘俱’의 관계로 파악해 버리면, 결국 별개의 두 물
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요컨대, 성과 심의 역할을 소능연·소이연으
로 구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적으로 완전히 동시에 행해지는 것
으로, 실제로는 아무런 구별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퇴계에 있어서 성
과 심은 無媒介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72) “且凡言俱者, 有二物偕倂之謂. 心性旣不可以先後分言之, 則又安有二物而可謂之俱動
耶. 孟子說惻隱是仁之端, 而中間下一心字以總攝之曰, 惻隱之心, 仁之端也. 此言極分
曉無透漏, 可見心性之不可分先後處. 故前者鄙說, 謂心之動卽性之所以然也, 性之動
卽心之所能然也. 非謂俱動. 卽謂心之所能動, 實性之所以動云耳, 須就所以然所能然
六字體認出”( 答金而精 , 退溪全書(2)권29,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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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마음(心)은 말하지만 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중용은 성은
말하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논어는 性·命·仁·義에 대해서는
아울러 말하지 않지만 맹자에서는 아울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무
엇인가? 대개 마음과 성은 하나의 理(치)이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말하면
성이라 하고,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말하면 마음이다. 대학에 성에 대한 언
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明德·明命이 어찌 하늘에서 받은 성이 아니겠는가. 중
용에 마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戒懼·謹獨이 어찌 사람 마음에 있
지 않겠는가.73)


이 글은 이퇴계 8대손의 龜蓮이 輯錄한 것으로, 四書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蓋心性一理也’의 어구에 주목하면 충
분하리라 생각한다. 이퇴계가 성과 심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
하고 있었음을 전하는 말이다.

5. 王陽明 批判과 李退溪 思想의 特徵
그런데 여기까지 논의를 진행해 보면, 또 하나의 큰 문제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즉 陽明心學과의 문제이다. 이퇴계의 心=性·理의 구도는
주자학의 ‘性卽理’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心卽理’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등
장한 양명심학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심즉리’에 관한 왕양명
의 대표적인 언설을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마음의 본체는 곧 천리이다.74)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성은 곧 리이다.75)
73) “大學言心而不言性, 中庸言性而不言心. 論語不兼言性命仁義, 而孟子亦兼言而詳說之.
又何也. 蓋心性一理也. 自其稟於天而言謂之性, 自其存諸人而言謂之心. 大學雖不言
性, 而明德明命何莫非稟於天之性乎. 庸雖不言心, 其戒懼謹獨何莫非存諸人之心乎”(
四書總論 , 陶山全書(4)遺集권23, 325면).
74) “心之本體, 即是天理”( 傳習錄中, 王陽明全集권2, 58면).
75) “心之本體即是性 ,性即理”( 傳習錄上, 王陽明全集권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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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성은 불선이 없으니 마음의 본체도 원래 바르지 않
음이 없다.76)

그렇다면 이퇴계의 심=리의 주장은 주자에서 멀어지는 것일까? 그렇
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왕양명에 접근한 것이었을까? 우선,
왕양명을 비판하는 이퇴계의 말을 들어보자.
왕양명은 단지 바깥 사물이 마음의 누가 되는 것을 걱정하여, 사람의 떳떳
한 도리와 사물의 법칙의 참되고 지극한 이치가 곧 내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理이며, 講學하고 窮理하는 것이 바로 본심의 體를 밝히고 본심의 用을 통달
하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사사물물 모두를 없애버리고 모두
본심에 끌어들여 뒤섞어 말하려 하니, 이것은 釋氏의 견해와 무엇이 다른가.77)

이퇴계가 보는 양명학의 결점은 外物의 客體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主體로서의 人心 한 곳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왕양명이
실제로 외물을 외물로서 인정하지 않았는지 어떤지는 차치하더라도, 그
가 말하는 ‘심즉리’설은 “虛靈不昧하여 온갖 리를 갖추어서 萬事가 그곳
으로부터 나온다. 마음 외에 리 없고 마음 외에 만사도 없다”78)라는 말
이 단적으로 나타내듯이, 사람의 마음이 있기에 외계의 사물도 있다고
하는, 말하자면 唯心論的 경향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퇴계
는 바로 그 점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사물은 내 마음의 밖에 존재하
76) “心之本體則性也, 性無不善, 則心之本體, 本無不正也”( 大學問 , 王陽明全集
권26, 970면).
77) “陽明徒患外物之爲心累, 不知民彝物則眞至之理, 卽吾心本具之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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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傳習錄論辯 , 退溪全書(2)권41, 333면).
78) “虛靈不昧, 衆理具而萬事出. 心外無理, 心外無事”( 傳習錄上、 王陽明
全集권1, 15면). 山下龍二는 心即理說을 이 말에 근거하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한에서의 사물만이 사람에 있어서의 사물이며, 인식할 수 없는 사물이 있다
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에 있어서의 사물이 아니라 그것에 한하여 그러한 사물은
사람의 사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王陽明, 集英社, 일본, 1984년,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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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퇴계가 다음과 같이 나정암이 양명학을 염두에 두고 개진
한 언설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내린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나정암의 일설은 볼 만한 것이 있으니, 말하기를 “요즈음 格物을 논한 설은
物字를 가져다 내심으로 향하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 (내외의) 구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단지 그 事事物物의
리는 내 마음에 구유하는 리로서, 사물이 밖에 있다고 하여 리도 밖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리가 안에 있다고 하여 사물도 안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先儒들은 리가 사물에 있다 말할지라도 이 리는 무시하고 저 사물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事와 物에 입각하여 말할지라도 이것은 자기를 버리고 저
사물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다.79)

그러나 이퇴계의 이 입장은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즉 이퇴계는 “사람의 떳떳한 도리와 사물의 법칙의 참되고 지극한 이치
가 곧 내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리이며”, “그 事事物物의 리는 내 마음
에 구유하는 리로서”라고 하여, 外物의 理를 내 마음에 수렴하여 心의
理와 같은 것이라는 견해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즉리’를 주장하
는 왕양명의 목적이 심과 리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
는, 주체와 객체의 분열을 방지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점에 있어
서 이퇴계의 주장도 그것과 그렇게 다르다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퇴계의 심=성·리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맹자―주자의 라인
에 기초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心先動·性先
動의 언설에서 살폈듯이 장횡거를 사이에 집어넣고 맹자와 주자를 인용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증좌가 될 것이다. 이퇴계는 맹자―주자의 논리
가 이미 그러하였다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을 맹자―주자의 연장

79) “羅整菴有一說可取, 曰, 近時格物之說, 要將物字牽拽向裏來, 然畢竟牽拽不得. 分定故
也. 惟其事事物物之理, 卽吾心所具之理, 不以物外而外, 亦不以此內而內. 故先儒雖謂
之理在事物, 非遺此而言彼也, 雖謂之卽事卽物, 非舍己而就彼也”( 格物物格俗說辯
疑·答鄭子中 , 退溪全書(2)권26, 38면). 羅整菴의 出典은 困知記속
권상、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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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 위치시키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주자를 존신하는 그의
입장을 생각할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그가 맹자
―주자의 입장에 의거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은 동아시아 사상사
에 있어서의 퇴계사상의 의의를 생각할 때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진
다.
그런데, 양명학의 ‘심즉리’설의 목적이 주자에 대항하여 심과 리, 주체
와 객체의 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주
자학도 왕양명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듯이 그것들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은 물론 아니다. 무엇보다도 주자어류의 심과 리는 하
나이다. 이 리가 먼저 있어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80), “예
부터 성현들이 서로 전한 것은 오로지 이 하나의 마음(心)을 이해하는
것뿐이었다. 심은 단지 하나의 성일뿐이다”81) 등의 발언이 이런 사정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다.82) 그러나 주자의 사상체계는 이것만
으로 끝나지 않는 점에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심과 리·성의 같음을 말
하는 한편에서 주자는 또한, “심과 성은 스스로 분별이 있다. 영적인 것
이 심이고, 실질적인 것이 성이다”83), “안다는 것(知)은 내 마음의 앎이
고, 리는 사물의 리이다. 이 내 마음으로 저 리를 아는 것이니, 스스로
주인과 손님의 구별이 있다”84)고 하여, 이것들을 主·客으로 구별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85) 그리고 주자 자신은 이러한 심과 성·리의 관
80) “心與理一. 不是理在前面爲一物”( 朱子語類권5, 32조).
81) “自古聖賢相傳, 只是理會一箇心. 心只是一箇性”( 朱子語類권20, 126조).
82) 이것 외에도 心과 性·理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언설로서 “儒者則要得見此心此理元
不相離, 雖毫釐糸忽間, 不容畧有差舛”( 答陳衛道 , 朱文公文集(下)권59,
1075면), “問, 心是知覺, 性是理. 心與理如何得貫通爲一. 曰, 不須去著實貫通, 本來
貫通. 如何本來貫通. 理無心, 則無着處 ( 朱子語類권5、26조) 등을 들 수
있다.
83) “心與性自有分別. 靈底是心, 實底是性”( 朱子語類권16, 51조).
84) “知者吾心之知, 理者事物之理. 以此知彼, 自有主賓之辨”( 答江德功 , 朱文公文
集(上)권44, 756면).
85) 이것 이외에 心과 性·理를 구별하는 언설로서 “靈處只是心, 不是性. 性只是理”( 朱
子語類권5, 23조), “心性只一理. 然自有合而言處, 又有析而言處. 須知其所以析, 又
知其所以合, 乃可. 然謂性便是心, 則不可. 謂心便是性, 亦不可”( 朱子語類권1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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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대저 심과 성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과 비슷하
다. 이 점을 가장 體認해야 할 것이다”86)고 하는 말로 정리하고 있다.
심과 성·리가 하나이면서도 둘이기도 하다는 말은 주자가 도달한 심원한
경지를 전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논리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어
떤지는 또한 별문제일 것이다.
주자의 심성론을 이와 같이 양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
면, 주자에 대한 왕양명의 시각은 위의 심과 성·리의 ‘둘’의 측면이 중심
이 되며, 이퇴계는 ‘하나’의 측면에 기초하여 주자를 이해하였다고 하는
도식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결과로서의 사상의 모습은 같을지라
도 왕양명은 주자를 부정적 매개로서, 이퇴계는 주자를 긍정적 매개로
하여 각각 자신의 사상을 재구축해 간 것으로도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이다.
왕양명은 주자의 리를 外物에 있는 것, 능동성을 가지지 않는 인식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21살 때에 주자의 格物窮理의
진의를 확인하고자 정원 대나무의 리를 구하여 사색하였지만 얻지 못하
고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다87)고 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은 “주자의 격물은 사물에 나아가 리를 궁구하는
것이다. 사물에 나아가 리를 궁구한다는 것은 事事物物에 나아가 이른바
그 定理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의 마음으로 모든 사건과 물건에
속에서 리를 구하는 행위는 마음과 리를 나누어 둘로 하는 것이다”88)는
언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왕양명은 주자의 사상이 주체와 객
체를 이분시킨다고 비난한 것이고, 그 점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로 外物의
리에 휘둘리지 않는 실천 주체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심즉리’설을 제출하
였던 것이다.
조) 등이 있다.
86) “大抵心與性, 似一而二, 似二而一. 此處最當體認”( 朱子語類권5, 56조).
87) 年譜, 王陽明全集권33, 1223면.
88) “朱子所謂格物云者, 在即物而窮理也. 即物窮理, 是就事事物物上, 求其所謂定理者也.
是以吾心而求理於事事物物之中, 析心與理而爲二矣”( 傳習錄中, 王陽明
全集권2,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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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하여 이퇴계는 주자의 리를 인간의 문제, 구체적으로는 마음
의 문제, 즉 마음의 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 그는 주자에 기초하여
마음에 내재하는 성․리의 능동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이 입
장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다시 한 번 다음의 언설
로 확인해 보자.
‘리가 만물에 있으나 그 쓰임(用)은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
는 것은, 마치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여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서
작용하는 것 같으니, 리가 스스로 이른다(自到)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러나 또한 ‘리에는 반드시 용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이 마음의 용을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말로 보면, 그 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나, 그 용이 되는 까닭의 묘함은 실로 이 리가 발현된 것이 사람 마음의
이르는 바에 따라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극진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다만
나의 格物이 지극하지 못함을 두려워할 뿐이요, 리가 스스로 이르지 못함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격물을 말할 때에는 진실로 내가 궁구하여 사
물의 리의 지극한 곳에 이르는 것을 말한 것이지만, 그 物格을 말함에 이르러
서는 어찌 사물의 리의 지극한 곳이 내가 궁구한 바를 따라 이르지 않음이 없
는 것이라 할 수 없겠는가. 여기에서 情意도 없고 造作도 없다는 것은 이 리
의 본연의 체이고, 깃들인 곳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이
리의 지극히 신묘한 용임을 알 수 있다.89)

이것은 이퇴계의 沒年(70세)에 작성된 이른바 ‘理自到說’로 말해지는
글이다. 여기에서는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을 소개하였는데, 이것의 앞부
분에는 이퇴계가 처음 주자의 리의 능동성을 부정하는 “理無情意, 無計
度, 無造作”의 견해를 견지하여, 理의 自到, 즉 리의 독자적인 발동을 인
89) “其曰理在万物而其用實不外一人之心, 則疑若理不能自用, 必有待於人心, 似不可以自
到爲言. 然而又曰理必有用, 何必又説是心之用乎, 則其用雖不外乎人心, 而其所以爲
用之妙, 實是理之發見者, 隨人心所至, 而無所不到, 無所不盡, 但恐吾之格物有未至,
不患理不能自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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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隨寓發見而無不到者, 此理至神之用也”( 答奇明彦·別紙 , 退溪全書(1)권18,
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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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주자의 大學或問補亡章의 “人之所以爲學,
心與理而已.……理雖散在萬物, 而其用之微妙, 實不外一人之心”의 어구와
그것과 관련하는 或問大全小註의 “理必有用. 何必又說是心之用乎.……
蓋理雖在物而用實在心也”에 의해 리의 능동성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경위가 말해지고 있다.90) 위의 인용문에서 ⓐ로 표시한 곳은 大學或問
補亡章, ⓑ로 표시한 곳은 或問大全小註에 관한 이퇴계의 해석이다.
여기에서 이퇴계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리의 自到를 주장하는 것임
은 보는 그대로이다. 앞에서 본 心先動·性先動의 언설에 보이는 리의 未
動을 고려하는 신중함이 여기에 이르러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心先動의 언설은 이퇴계 64세의 글이다). 단, 이때에 한 가
지 유의할 것은 이퇴계가 리의 自到, 리의 독자적인 능동성을 말할 경우
에도 ‘隨人心所至而～’, ‘隨吾所窮而～’, ‘隨寓發見～’ 등으로 하여 나의 인
식능력으로서의 마음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다. 이퇴계가 말하는
리의 自到란 결국 나의 마음과 관계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
음의 인식적 노력이 있고서야 성립하는 개념이었다.91) 이퇴계가 주자의
리를 어디까지나 마음의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자의 리 자체가 사물의 리와 마음의 리, 객체와 주체라
고 하는 양면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 있어서, 이퇴계가 마
음의 리를 중심으로 주자의 사상을 재구축하였다고 하는 사상사적인 의
의이다. 이퇴계는 주자가 제시한 사물의 리와 마음의 리를 하나로 하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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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皆作己格己到看.……蓋先生說見於補亡章或問中者, 闡發此義, 如日
月之明. 顧滉雖常有味其言, 而不能會通於此耳. 其說曰, 人之所以爲學, 心與理而已.
心雖主於一身, 而其体之虛靈, 足以管乎天下之理. 理雖散在萬物, 而其用之微妙, 實不
外一人之心. 初不可以內外精粗而論也. 其小註, 或問, 用之微妙, 是心之用否. 朱子曰,
理必有用. 何必又說是心之用乎. 心之体具乎是理. 理則無所不該, 而無一物之不在. 然
其用実不外乎人心. 蓋理雖在物而用實在心也”(上同, 464면).
91) 윤사순은 이것에 대하여 ‘이퇴계의 理自到說이 갖는 한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퇴계철학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년,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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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서 이것을 보다 심화시켜, 왕양명의 사상적 영위와는 다른 방향에
서 바깥 사물에 종속되고 구속되지 않는 실천주체의 확립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또한 이퇴계의 이 주장이 주자학 내부의 나정암과도 다른 지평에 서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앞에서 이퇴계가 양명학을 공격하는 나정암을 어
느 정도 평가하는 언설을 하나 소개하였지만, 실상을 말하자면 양명학을
사이에 둔 이퇴계와 나정암의 견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즉 나정암
은 그가 취하는 성·리의 능동성 부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릇 마음은
사람의 神命이고 성은 사람의 生理이다……섞어서 하나로 해서는 안 된
다”92)고 하여, 마음과 리를 구별한다. 그리고 “사려하는 것은 마음이고,
사려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성의 리이다”93)고 하여, 성·리를 단지 마음
에 의해 인식되는 대상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하여 이퇴
계는 마음의 리 그 자체가 인식과 행위의 주체인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퇴계에 있어서 기 혹은 그것이 작용하는 현실은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이퇴계가 리와 기를 준별하여 나정암과 서
화담을 비난하고, 또 사단칠정논쟁에서 기고봉을 詰難한 이유는 그것이
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 이퇴계는 추구하여야할 이상으로서의 리가
기․현실과 유리되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퇴계는 일견 모순처
럼 보이는 이 문제를 사람의 마음을 매개로 하여 그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리와 성에 능동성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돌파하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성과 리가 능동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실이 불안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 자신이 그것을 타파하고 바르게 지향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왕양명과 나정암이 외물의 리 혹은 초월적
리에 대항하여 현실의 실천주체를 강조하였다고 한다면, 그 리가 나의
마음에 살아있는 것으로 하여 현실의 실천주체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할
것이다. 양명학을 주자학 이후의 ‘내면주의’의 클라이맥스94)라고 한다면,
92) “夫心者人之神明, 性者人之生理.……不可混而爲一也”( 困知記권上、1조).
93) “能思者心, 所思而得者性之理也”( 困知記권下,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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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퇴계의 사상은 주자를 경유한, 양명학의 심학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다
른 하나의 내면주의의 극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0년 4월 30일(金)에 투고 완료되어.
2010년 5월 10일(月)부터 5월 20일(木)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0년 5월 24일(月)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94) 島田健次, 朱子學と陽明學제26쇄(岩波新書, 일본, 1993년,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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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ical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Yi Teogye' Thought Based on Li and Sim
Eom, Seog-In
This essay examines to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Yi Teogye's thought based on Li and Sim by investigating how Yi
Teogye established his own thought through debating the idea with
senior scholars and colleagues in China and Joseon. It examines firstly Yi
Teogye's criticism for Na Geongam in the Ming-dynasty and Seo
Hwadam of Joseon, then the theory of the four virtual feelings and the
seven nomal feelings as the reason of criticism. Secondly, it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 and Sim through the originality and reality and
lastly, it debat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Yi Teogye-Mind science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the Yangming-Mind science.
Consequently, this essay points out that the reason why Yi Teogye
criticised Na Geongam and Seo Hwadam by distinguishing Li from Ki,
and blamed Ki Gobong in Four Seven Debate was complaints about the
reality. However, Yi Teogye did not consider that Li as an ideal to
pursue was isolated from Ki and reality. This essay insists that Yi
Teogye achieved it as Li and Nature, which become the same as human
mind by the instrumentality of human mind, are activeness although it
seems like the contradiction. It also pointes ou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i and Sim of Zhu Xi are double-sidedness that is the one but
two, so Yangming-Mind science focused on the 'two' side of Li and Sim
of Zhu Xi, while Yi Teogye concentrated the 'one' side,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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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ming-Mind science and Yi Teogye rebuilt their each though based
on Zhu Xi as positive instrumentality.

Key words : Yi Teogye, Li, Mind(sim), Teogye-Mind science,
Yangming-Mi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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