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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퇴계의 태극론 내지 체용론을 다루고 있지만, 퇴계의 서경
덕 학파의 비판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율곡의 비판을 함께 다루면서
그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분별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제2장에서는,
퇴계의 체용론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그에 대한 예비적 작업으로 서화
담 학파와 율곡의 논변을 살펴볼 것이다. 이 때 ‘沖漠無眹’이라는 개념,
나아가 ‘象’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개념에 대한 분석이 퇴계의 ｢心無體用辯｣에서 연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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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퇴계의 ｢心無體用辯｣의
구조를 간단히 분석·정리한다. 연로의 세 가지 주장을 열거하고, 그에 대

한 퇴계의 비판을 순서대로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퇴계의 ｢心無體
用辯｣에서 연로를 비판하는 퇴계의 주장을 통해 그의 체용론의 특징을
추론해보는 작업을 할 것이다.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성리학의 ‘沖漠無

眹, 萬象森然已具’이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앞서 분석한 ‘象’에 대한 이해
의 차이가 ｢心無體用辯｣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한 데에 있

다. 제5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퇴계의 체용론의 특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태극론, 체용론, 沖漠無眹, 形, 象, 心無體用, 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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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의 목적은 퇴계집 잡저에 수록된 ｢心無體用辯｣이라는 글을

통해 퇴계의 체용론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퇴계는 ｢心無體用辯｣에서 서
경덕의 문인인 연로라는 인물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체용론을 전개하고
있다. 퇴계 비판의 초점은 단순히 연로라는 인물 자체에 있지 않고, 연
로를 포함한 서경덕 학파의 ‘리기일물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퇴

계집 잡저에 수록된 퇴계의 다른 글 ｢非理氣爲一物辯證｣을 통해서도 확
인된다.

퇴계의 ｢心無體用辯｣이라는 글은 대체로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연로의 주장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그 각각에 대해 주자나 정자
등 성리학을 전거로 하여 비판 근거로 삼고 있다. 퇴계의 ｢心無體用辯｣

을 다룬 선행연구1)에서는 연로2)와 퇴계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1) 필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퇴계의 ｢心無體用辯｣이 제목에 포함된 논문은 아직
까지 없었으나, 퇴계의 사상을 다룰 때 부분적으로 인용되는 경우는 적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윤사순(1975)의 박사논문인 퇴계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 그리고 최영진(1980)의 ｢퇴계 체용론의 타당성문제｣, 이광호(1993)의 李退
溪 學問論의 體用的 構造에 관한 硏究 등이 있다. 또한 퇴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퇴계의 비판 대상인 서화담 문인 연로에 대한 글들이 있다. 우
선, 이병도(1930)의 ｢徐花潭과 李蓮坊에 대한 소고 –조선유학사의 일절-｣이 있
으며, 그리고 황광욱(2000)의 ｢연방 이구의 철학사상 고찰｣이 있다. 또한 서화
담의 다른 문인인 사암 박순과 율곡 이이의 논변을 다룬 논문들이 있다. 황광욱
(1999)의 ｢思庵 朴淳과 栗谷 李珥의 理氣論辯 考察 –花潭 徐敬德의 理氣論과
연관하여｣과 임헌규(2005)의 ｢사암(思庵), 율곡 태극논변과 율곡의 태극론｣ 등
이 있다.
2) 선행연구들에서는 퇴계의 ｢心無體用辯｣에 등장하는 인물인 연로를 화담 문인인
‘李蓮坊’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소개한 이병도의 논문에서 유래한 것
으로 보이지만, 그 출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화담 문인들에 대한 목록은
花潭集 에 수록되어 있으며, 李蓮坊에 대해서도 대강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蓮
老라는 인물이 과연 蓮坊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는 찾을 수 없
었다. 하지만 蓮老가 화담의 문인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퇴
계 글에 나타나는 蓮老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을 참고. 花潭集 卷之四, ｢門人錄｣, “鍾城令球。字叔玉。號蓮坊。受業於嚴用
恭，儒士尹鼎。竟卒業於先生。勉焉孜孜。死而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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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중점을 두었다. 필자는 서화담 학파에 대한 퇴계와 율곡의 비판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도를 통해서, 그들 사상의 공통적 기반 뿐 아니라,
보다 세밀한 부분에서 그 차이성을, 즉 율곡 사상과 차별화된 퇴계 사상
의 특징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퇴계의 태극론 내지 체용론을 다루고 있지만, 퇴계의 서경
덕 학파의 비판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율곡의 비판을 함께 다루면서
그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분별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제2장에서는,
퇴계의 체용론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그에 대한 예비적 작업으로 서화
담 학파와 율곡의 논변을 살펴볼 것이다. 이 때 ‘沖漠無眹’이라는 개념3),
나아가 ‘象’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개념에 대한 분석이 퇴계의 ｢心無體用辯｣에서 연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퇴계의 ｢心無體用辯｣의
구조를 간단히 분석·정리한다. 연로의 세 가지 주장을 열거하고, 그에 대

한 퇴계의 비판을 순서대로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퇴계의 ｢心無體
用辯｣에서 연로를 비판하는 퇴계의 주장을 통해 그의 체용론의 특징을
추론해보는 작업을 할 것이다.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성리학의 ‘沖漠無

眹, 萬象森然已具’이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앞서 분석한 ‘象’에 대한 이해
의 차이가 ｢心無體用辯｣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한 데에 있

다. 제5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퇴계의 체용론의 특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形과 象 : 沖漠無眹에 대한 율곡과 사암의 논쟁
｢心無體用辯｣에서 퇴계와 서화담의 문인인 연로의 논의를 다루기에
앞서 예비적 작업으로 율곡과 다른 화담의 문인 사암4) 간의 편지글을
3) 이 대목은 二程全書 卷15와 近思錄 에 나온다. 퇴계 자신은 위 구절의 출처
를 近思錄 으로부터 제시하고 있다. 退溪集 卷之二十五, ｢鄭子中與奇明彦論
學, 有不合, 以書來問, 考訂前言, 以答如左｣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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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것이다. 이는 태극의 동정과 음양에 관한 논변과 관련이 있다.
논의의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象’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고자 하며, 편의상 사암의 글을 인용문으로 제시하고
율곡의 비판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보겠다. 먼저 사암이 율곡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자.
리는 또한 澹一‧虛明한 기 가운데에 있다. 비록 형상이 없는 것을 가
리킬지라도 말이다. 이미 리기[理氣]라고 말하면 그것은 도[道]와 기
[器]를 의미하니 하필 형체를 갖추기를 기다린 연후에야 도와 기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충막무짐이 리와 기이다. 동하여 양하고, 정하여
음한 것이 리와 기이다. 충막무짐의 리기는 천지만물의 리기가 되는 것
이니 본래 하나이다.5)

이에 대해 율곡은 먼저 이 담일허명한 기가 음인지 양인지에 대해 되
묻는다. 그리고 음이라고 하면 음이 있기 전에는 양이 있어야 하고 양이
라고 하면 양이 있기 전에 음이 있어야 하니 기의 시작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한다. 또한 만약 그것이 음도 양도 아니면서 음양과 관계한다고 말
한다면 이는 괴상한 말이 되어 버린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음양 없이 리
가 독립하여 홀로 충막한 때[時]란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6)
사암의 주장은 형상으로 드러나기 전에도 리와 더불어 그 형상으로
드러난 음양의 근원, 형상화되기 전의 어떤 규정되어지지 않은 형태의
4) 花潭集 卷之四, ｢門人錄｣, “朴淳。字和叔。號思庵。忠州人。文科。官至領議
政。諡文忠。受學於先生。得聞性理之說。尤邃於易。退溪嘗稱之曰。與朴某相
對。炯如一條淸氷。神魂頓爽。有文集。配享花谷書院。”
5) 思菴集 卷之四, ｢答李叔獻書｣, “澹一虛明之氣。理亦在其中。雖無形象之可
指。旣曰理氣。則便是道與器。何必待具形。然後始謂之道器乎。沖漠無睽者。
理與氣也。動而陽。靜而陰者。理與氣也。沖漠無睽之理氣。爲天地萬物之理
氣。本是一也。”
6) 栗谷全書 卷之九, ｢答朴和叔｣, “澹一虛明之氣。是陰耶陽耶。若是陰則陰前又
是陽。若是陽則陽前又是陰。安得爲氣之始乎。若曰別有非陰非陽之氣。管夫陰
陽。則如此怪語。不曾見乎經傳也。且所謂沖漠無眹者。指理而言。就理上求
氣。則沖漠無眹而萬象森然。就氣上求理。則一陰一陽之謂道。言雖如此。實無
理獨立而沖漠無陰陽之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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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인 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충막무짐’을 리와 澹
一虛明
‧
한 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한 율곡의 비

판은 충막무짐이 ‘리’만을 가리키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는 데에 있다. 사
암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 율곡은 먼저 기의 속성을 제시하고, 사암이
주장하는 澹一虛明
‧
한 기는 그러한 기의 속성에 위배되며, 따라서 충막무
짐이라는 개념에 그러한 원초적 기는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율곡의 언급을 통해서 그가 전제하고 있는 기의 속성들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는 음양이라는 것, 둘째로 음과 양은 서로 대대
한다는 것, 셋째로 기는 형이하자로서 形象이, 적어도 象이 있다는 것
등이다. 첫 번째 전제에 의해서 만약 태허담일한 기라고 말한다면 그것
은 음양 가운데 하나로 혹은 음양의 전체로 불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전제에 의해서 만약 음양 중 하나로 불린다면 그것은 서로 대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과 뒤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음도 양도
아닌 것이 음양과 관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따라
서 형상이 없는 기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암에 대한 율곡의 비판 논거 자체가 율곡 자신의 전제를 기
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판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서 먼
저 그 전제의 타당성을 살펴야 한다. 사암의 주장은 바로 율곡의 전제에
대한 비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라는 것이 꼭 형상이 있는 것으
로 전제될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인 것이다. 율곡에게 답한 두 번째 편지
를 살펴보겠다.
경전에서 논한 음양이라는 것은 천지가 이미 생긴 것을 이르러 말한
것이니 천지의 앞을 언급한 적이 없다. 張子가 淸虛一大를 논하면서 그
근본을 궁구하였으니 이전의 성인들이 계발하지 못한 바의 것이다. 화
담이 張子가 다하지 못한 말을 추구하여 고명한 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張子는 淸虛一大를 名으로 삼았으니 후학이 잘못 이해하
여 폐단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주자가) 한편으로 떨어졌다
고 한 것이지 橫渠의 설을 탄망하다고 여긴 것은 아니다. 천지가 이미
생기기 전에 太氣‧澹一‧虛靜하여 다함이 없고 끝도 없는 것에 태극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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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천지가 이미 생긴 것으로 말하면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으로 소개벽이라 할 수 있다. 천지가 아직 생기기 전으

로 말하면 태허충막무짐이
‧
동하는 것이 이 천지의 대개벽이다. 천지가
아직 생기기 전이기에 음이라 해야지 양이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
은 ‘一陰一陽’이지, 음이나 양이 아니다. 막 太虛가 적연하고, 太極이 동
하지 않은 그 때는 ‘리가 본래 충막하고 기가 형상이 없는 것’을 가리키
는 것이다. 澹一‧虛靜을 어찌 또 충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太虛·
澹一한 기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찌 태극이 공중에 매달려 홀로 서서 음
양을 낳는다고 말하는가? 리와 기에는 본래 선후가 없다.7)

사암은 여전히 앞서 “충막무짐은 리와 기(沖漠無睽者。理與氣也)”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시한다. 곧 리는
‘충막’하나 太虛·澹一한 기는 형상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충막무짐’이 이
를 충실히 설명하고 있음을 강변하고 있다. 율곡은 첫 번째 편지에서 음
양 없이 리가 독립하여 홀로 충막한 때[時]란 있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리를 다만 ‘충막’에만 관계시키고 음양 등의 기가 없는 때를 상정
하는 사암의 논리를 비판한 것이다. 사암은 이러한 율곡의 비판을 비틀
어 오히려 太虛·澹一한 기 없이 어떻게 태극이 음양을 生할 수 있느냐고
되묻고 있다.
두 번째 편지에서 율곡은 먼저 사암이 천지가 생기기 전 ‘원초적인
기’를 음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주목한다. 사암의 이 주장은 성인이 나오
더라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이라고 말한다. 다만 이미 음이라면 그 象도
있다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일러 ‘충막무짐’하다고 일컬을 수 있
7) 思菴集 卷之四, ｢答李叔獻書｣, “凡經傳所論陰陽。皆從天地之已生而言之。未
嘗及天地之先也。張子所論淸虛一大。此窮源反本。前聖所未發也。花潭又推張
子之未盡言者。極言竭論。可謂極高明也。但張子以淸虛一大爲名。不無後學誤
解而獘生。故考亭以爲落於一邊。非以橫渠之說爲誕妄也。天地未生之先。太氣
澹一虛靜。無窮無外。而太極在其中。及動而生陽。靜而生陰。天地分。而萬物
形。四時運。從天地已生而言之。一陰一陽者。小闔闢也。從天地未生而言之。
太虛沖漠無睽而動者。此天地大闔闢也。天地未生之前。可謂之陰。而不可謂之
陽也。然則此亦一陰一陽。非陰非陽也。方其太虛寂然。太極未動。理固沖漠。
而氣無形象之可指。澹一虛靜。安得亦可謂之沖漠乎。若曰。安有太虛澹一之
氣。則太極懸空獨立而生陰陽乎。理氣本無先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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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고 비판한다. 충막무짐이라는 것은 다만 태극만을 가리켜 말하는 것
으로 음양이 없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8) 또한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라도 그것이 양을 품고 있는 음인 한에서는 태극이 그 가
운데에 있어야 하고, 천지가 장차 열리려는 때에 一陽이 생기더라도 태
극이 그 양 가운데에 있는 것이니 공중에 매달려 홀로 서 있으려고 해도
그것이 가하겠느냐고 비판한다.9)
앞선 논의에서 더 진행된 부분은 율곡이 음기 또한 그것이 기라고 불
리는 한에서는 ‘象’이 있다고 해야 한다는 언급이다. 이는 그가 자신의
전제를 기반으로 사암의 주장을 비판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암의 논리 자체를 무력화하
려는 시도이다. 왜냐하면 사암의 주장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형상이
없는 원초적인 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음이라고 해야 한다
는 것인데, 율곡의 주장은 그것이 음이라고 불리는 한에서는 그것 또한
象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울러 율곡은 음양이 태극과 한시도 떨어져 있던 적이 없다
고 주장함과 동시에 음과 양도 또한 서로 떨어진 적이 없음을 주장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 편지를 살펴보겠다.
하나의 기가 모여 응취하지 않으면 바로 청허담일한 기인 것이다. 뜨
려 해도 잡히지 않고 보려 해도 드러나지 않으니 어찌 象이 있다고 하겠
8) 栗谷全書 卷之九, ｢答朴和叔｣, “天地未生之前。謂之陰者。此甚當理。雖聖人不
可得而易也。但旣是陰則是亦象也。安得謂之沖漠無眹乎。”
9) 그러면서 사암에게 천지가 다만 하나라고 보는지, 아니면 과거에 무한한 천지가
있었던 것인지 되묻는다. 그러면서 천지가 하나라고 말한다면 더 물을 것이 없
을 것이며, 만약 천지가 그 생겨나고 멸하는 것에 다함이 없다고 한다면 천지가
이미 생기기 전에 음이 양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전의 천지가 이미 멸하고 남은
것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근원을 추구하는 논리냐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태허가 적연한 것은 음일 뿐이니 태극이 그 음에 있다면 천지가 장차 열리려는
때에 일양이 생기더라도 태극이 그 양에 있는 것이니 만약 태극이 공중에 매달
리고자 해도 그게 가능한 것이겠는가라고 되묻는다. 栗谷全書 卷之九, ｢答朴
和叔｣,
“然則太極懸空獨立。此又不然。前天地旣滅之後。太虛寂然。只陰而
已。則太極在陰。後天地將闢。一陽肇生。則太極在陽。雖欲懸空。其可得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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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자면, 공중에는 기가 없지 않지만
무슨 形象을 볼 수가 있는가. 바람, 구름, 서리나 이슬이 이미 응취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10)

여기서 사암은 율곡의 이전 답장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
다. 즉 청허담일한 기는 바람, 구름, 서리나 이슬처럼 보이는 象이 없다
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허공을 보더라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율곡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
고 있다.
지금 공중에도 모두 기가 있다.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어찌 그것을 충막무짐하다고 하는가? 따라서 충막무짐을 일컫는 것은
마치 기에 나아가서 본연지성을 가리키는 것과 같으니 비록 본성을 말
하지만 실상 그 본성이 기와 떨어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충막을
말하지만 실상 그 충막한 때[時]란 없었다.11)

율곡은 공중에 보이지 않지만 기가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신이 앞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象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의 말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사암과 율곡 간의 象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두 사람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율곡은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象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암은 보이
10) 思菴集 卷之四, ｢答李叔獻書｣, “經傳所著。只曰太極生兩儀而未嘗說破其十
分。引而不發矣。郡子曰。無極之前。陰含陽。此言已到。亦未形言太虛澹一之
體也。天地有限。而太虛無窮無外。天地未生之前。太虛澹一之氣。寂然不動。
只是沖漠無睽。而太極在其中。非如天地已生之後。萬物有形之時也。一氣未
聚。都是淸虛澹一。挹之無捉。見之未覩。安得謂之有象乎。今以目前言之。空
中未曾無氣。而有何形象可見。固非風雲霜露之已聚者也。”
11) 栗谷全書 卷之九, ｢答朴和叔｣, “今者。空中皆氣。雖無所見。豈可謂之沖漠無
眹乎。是故。沖漠無眹之稱。如就氣上指本然之性也。雖曰本性。而實無本性離
氣之時。猶雖曰沖漠。而實無沖漠之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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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대상은 形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象조차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은 말 그대로
形象이 없다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도 보았지만12), 사암은 象을
形象으로 표현하며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쓰고 있지 않다. 율곡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있다.
성현들의 말에도 과연 미진한 바가 있다. 단지 태극이 양의를 낳는다
고 말했지, 음양이 본디 있음을 말하지 않은 것, 즉 그것들이 생기는 때
라는 게 있지 않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문장(太極生兩儀)으로
부터 근거하여 해석을 하는 자들은 기가 아직 생기지 않은 때에 리가 있
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병폐이다. 또한 한 가지 종류의 의논이 있는
데 태허·담일·청허한 것이 음양을 낳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 방면에 치
우쳐 음양의 근본을 알지 못하니 이것도 하나의 병폐이다. 13)

두 번째 병폐로 말한 의논은 화담을 포함한 그 문인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첫 번째 병폐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
지만, 그의 의중과는 상관이 없이 퇴계의 태극론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음양 가운데에 태극이 있는 것은 기 가운데에 본연지성을
가리켜 말한 것과 같다’는 그의 주장은 퇴계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비판
이기도 하다.14)
12) 각주 10 참조.
13) 栗谷全書 卷之九, ｢答朴和叔｣, “聖賢之說。果有未盡處。以但言太極生兩儀。
而不言陰陽本有。非有始生之時故也。是故。緣文生解者。乃曰氣之未生也。只
有理而已。此固一病也。又有一種議論曰。太虛澹一淸虛。乃生陰陽。此亦落於
一邊。不知陰陽之本有也。亦一病也。”
14) 율곡은 성현들이 음양이 본래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달리 말하면 율곡은 기에 앞선 리를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를
통해서야 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는 화담의 논의하고는 다르다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화담은 리가 기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리가 기로부터 근원한다
고 착각하였지만, 기가 리를 통해 드러난다고 해서 리의 근원이 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곡의 주장, 즉 리가 기에 의해서야 드러난다는 주장은
한편 리가 기에 의존하여 제약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필자가 보기에 리통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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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의 문인인 사암은 태극이라는 궁극적 존재와 형상을 가지는 음양
사이에 그것들을 매개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가령
이는 형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적어도 원초적 재료는 마련되어 있어야 한
다는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율곡은 형상으로 빚어지지 않은
원초적 재료라도 그것이 기라고 불려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 또한 태극
안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기라면 적어도 象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율곡은 ‘충막무짐’을 리만을 가리킨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리에 나아
가 기를 구하면(就理上求氣)이라는 단서를 달고 ‘만상이 갖추어져 있다
(萬象森然)’는 표현을 덧붙인다. 율곡은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陽을 품은
陰, 즉 음양 등의 기를 만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 사암과 율곡의 논쟁
에서는 명시적으로 ‘충막무짐’을 리와 기 모두에 관계시키고 있는 사
암15)과, 리에 관계시키는 율곡16)의 견해가 맞서고 있다. 율곡은 논리적
으로 ‘象이 없는 기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충막무짐
을 ‘리’에, 그리고 만상을 ‘기’에 관련 짓고, 충막무짐을 리와 기 모두로
설명하는 사암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암은 리는 본래 충막하지
만 음양의 기가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곧 太虛·澹一한 기는 조짐
이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충막무짐은 리와 기를 모두 표현해

의 의미는 기라는 유한자가 리라는 무제약자를 국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
서 퇴계가 ｢心無體用辯｣에서 건곤의 체와 용을 각각 ‘무극이태극’과 만상의 구
비됨으로 주장한 것을 율곡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퇴계는 리가 이미 그 자체
로 기를 겸하지 않은 채 만상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음양 가운데
에 태극이 있는 것은 기 가운데에 본연지성을 가리켜 말한 것과 같다’는 구절은
이러한 태극과 음양이라는 우주적 체용론을 유비적으로 심성론으로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위에서 봤던 논리가 결국 심의 체용, 즉 성과 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율곡에게 성은 어떤 능동성이나 자발성은
가지지 않으며 기의 용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감정에서 순선한 부분, 즉 사단만
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15) 각주 5 참조. “沖漠無睽者。理與氣也。動而陽。靜而陰者。理與氣也。沖漠無
睽之理氣。爲天地萬物之理氣。本是一也。”
16) 栗谷全書 卷之九, ｢答朴和叔｣, “且所謂沖漠無眹者。指理而言。就理上求氣。
則沖漠無眹而萬象森然。就氣上求理。則一陰一陽之謂道。”

85

退溪學論集 21호

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논의가 일어나는 까닭은 어떤 궁극적인 존재로서
의 태극과 음양, 즉 태극과 기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는 난점에서 비롯된
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담일한 기가 태극 안에 있다면 그것은 태
극이 리인 한에서 무제약적인 기일 수가 없다. 한편 형상을 가지기 전에
원초적 기라는 무제약적 존재도 없이, 어떻게 덩그러니 그로부터 음양
등의 二氣 뿐 아니라 우주의 무궁무진한 다양함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즉, 형이상자인 일자로서의 태극으로
부터 무수히 많은 형이하의 대상들이, 그러니까 리에서 기가 어떻게 펼
쳐져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율곡과 사암 간의 충막무짐을 가지고 벌어진 논쟁은 이러한 복잡한
형이상학적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사암 박순은 장재의 주장까지도 오
해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충막무짐이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어를 해
체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충막무짐이라는 개념을 리로 설명하는 율곡
에 맞서 사암은 太虛·澹一한 氣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충막’을 理의
영역으로 밀어 넣고 ‘조짐이 없음’[無眹]으로 그 원초적 기를 설명하고

자 한 것이다. ‘沖漠無眹’과 ‘萬象森然已具’의 불과한 열 글자도 되지 않
는 개념어들을 통해 자신들의 형이상학을 구조화해나가는 대학자들의 논
쟁은 흥미롭게도 퇴계의 형이상학의 특징을 분명하게 부각시켜준다. 뒤

에 보게 되겠지만, 퇴계는 ‘沖漠無眹’과 ‘萬象森然已具’을 모두 리, 즉 형
이상에 해당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퇴계는 어떻게 자신의 체용론에
서 구현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3. 퇴계의 ｢心無體用辯｣의 구조
퇴계는 김이정이 보여준 ‘연로’의 편지 내용이 ｢心無體用辯｣을 짓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퇴계의 ｢心無體用辯｣은 크게
서화담의 문인인 연로의 주장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그 각각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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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퇴계 자신의 비판을 담고 있다. 우선 세 가지 주장을 열거하면 다
음과 같다.
(1) 心에는 본래 體·用이 있으나, 그 근본을 살펴보면 體·用은 없다17)
(2) 動·靜은 實理이다. 體·用은 虛說이다. 道理에는 근본적으로 體·用
이 없으나, 動·靜으로써 體·用을 삼은 것이다18)
(3) 體라는 글자는 象에서 일어난 것이고, 用이라는 글자는 動에서 일
어난 것이다. 動 앞에 어찌 用이 있으며, 象 앞에 어찌 體가 있겠
는가 ?19)

먼저 위에서 제시된 연로의 세 주장이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분석해보겠다. 먼저 (1)의 주장은 ‘마음에 체용이 없다’는 주장
이지만, 저 명제 자체만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다. 퇴계의 비판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내가 듣기로, 정자가 “심은 하나인데 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있고,
용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였으니, 지금 이미 ‘체용이 있는
것’을 가리켜 마음이라 하였으면, 마음엔 이미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어찌 따로 ‘체용이 없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 마음의 앞에
있을 수 있겠는가? 20)

퇴계는 적어도 연로의 주장에 대해, ‘심에 체용이 있으나’, 또한 동시
에 ‘체용이 없는 마음’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한다. 정자의 말을 인용하
여 퇴계는 마음은 체와 용으로 나뉘어서 말해지지만 하나라는 점을 강조
17) 退溪集 卷之四十一, ｢心無體用辯｣, “心固有體用, 而探其本則無體用也.”
18) 退溪集 卷之四十一, ｢心無體用辯｣, “動靜者, 實理也; 體用者, 虛說也. 道理本
無體用, 而以動靜爲體用也.”
19) 退溪集 卷之四十一, ｢心無體用辯｣, “體字起於象上, 用字起於動上. 動之前何嘗
有用? 象之前何嘗有體耶?”
20) 退溪集 卷之四十一, ｢心無體用辯｣, “滉聞程子曰 ‘心一而已, 有指體而言者, 有
指用而言者.’ 今旣指其有體用者爲心, 則說心已無餘矣.又安得別有無體用之心爲
之本而在心之前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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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체용이 없는 마음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퇴계의 비판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먼저 연로가 말
하는 체와 용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로 자신이
정자가 주장하는 체용관에 기반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지 여부가 확
인되지 않을 상황에서는 그의 주장이 정자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틀렸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연로
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체용 개념을 거부하고, 그에 대한 재정의를 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체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 하는지 먼
저 살펴보아야 한다. 연로의 다음 주장은 연로가 말하는 ‘체용이 없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연로의 (2)의 주장은 “動·靜은 實理, 體·用은 虛說”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한 퇴계의 비판은 (1)의 논리와 거의 흡사하다. 다만 ‘體·用’이
‘動·靜’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아래 퇴계의 비판을 살펴보자.
내가 보기에 도리에도 동과 정이 있다. 고로 그 정한 것을 가리켜 체
라 하고 동인 것을 가리켜 용이라 한다. 그런즉 도리의 동정이 모두 실
로 있는 것이라면, 도리의 체용도 모두 실로 있는 것이다. 어찌 도리에
체용이 없는 것이 근본이 되어 동정에 앞에 있을 수 있겠는가.21)

이 대목에서 퇴계는 ‘도리에 동정이 있다는 것’과 ‘도리에 체용이 있다
는 것’이 같다는 전제(정:동=체:용)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마음의 동·정의 관계는 마음의 체·용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연로는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다.22) 체용이
21) 退溪集 卷之四十一, “滉謂道理有動有靜, 故指其靜者爲體, 動者爲用. 然則道理
動靜之實, 即道理體用之實, 又安得別有一道理無體用者爲之本而在動靜之先
乎?”
22) 연로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퇴계의 비판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선구적 논
문은 최영진(1980)의 ｢退溪 體用論의 妥當性問題｣이다. 그는 이를테면 퇴계의
논증이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도리에는 동정이
있으니 그 정이 체며 그 동이 용이라는 것이다. 이 비판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도리의 체용을 주장하는 논거인 <道理有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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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현은 동정을 가리키는 ‘언어’일 뿐,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이다. 그렇다면 앞서 동정만이 실재하고 체용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 다음 연로의 (3)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 의도
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연로의 (3)의 주장은 ‘체·용이라는 글자들은 각각 象과 動에서 일어나
는 것으로, 象과 動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의 주장
과 다른 점이라면 ‘靜’이 ‘象’으로 표현되면서 ‘體’라는 글자의 기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와 움직임, 그리고 형상 외에 어디에도 체
용이 없다는 것은, 형이하학의 대상을 제외한 어떤 대상도 상정할 수 없
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퇴계의 비판 초점은 형이하의
대상 외에, 형이상의 대상도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나는 생각건대, 체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도리에 대하여 말한 것이
있으니, ‘아득하여 조짐이 없으나 만상(萬象)이 빠짐없이 갖추어 있다’
는 것이 그것이고, 사물에 대하여 말한 것이 있으니, ‘배는 물에 다닐 수
있고 수레는 육지에 다닐 수 있으며 배와 수레가 물과 육지에 다닌다’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 이것으로 본다면 연로가 말하는 ‘체는 형상에서
나오고 용은 동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만 사물의 체와 용이 아래쪽에 떨
어져 있는 형이하를 말한 것일 뿐, 실상은 아득하여 조짐이 없어 체와
용이 하나의 근원인 형이상의 묘함을 내버린 것이다.23)

연로에 대한 퇴계 비판의 핵심은 형이하의 대상만이 아니라 형이상의
靜>이라는 명제의 타당성을 보장해 줄 근거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序言에
서 언급하였듯이 퇴계가 리의 體用을 주장하는 이유는 리의 동정에 대한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道理有體用>의 근거를 도리의 동정에 둔다면 이
것은 무의미한 논술이 되고 마는 것이다. 즉, ｢心無體用辯｣에서 <道理有體用>
의 논거로 제시한 <道理有動靜>의 논거가, 퇴계의 다른 저작에서는 <理有體用
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道理有動靜>이라는 명제가 명백하지 않은 한, 위의
논술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23) 退溪集 卷之四十一, “滉謂體用有二, 有就道理而言者, 如沖漠無眹而萬象森然已
具, 是也; 有就事物而言者, 如舟可行水, 車可行陸, 而舟車之行水行陸, 是也. …
以此觀之, 蓮老所謂體起於象, 用起於動, 只說得形而下事物之體用, 落在下一邊
了,實遺卻形而上沖漠無眹體用一源之妙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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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또한 존재하며, 따라서 그 대상의 체용도 실재한다는 데에 있다. 다
음 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쟁점화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다.

4. 심무체용[心無體用]에 관한 퇴계의 비판
앞서 보았지만 퇴계의 이 짧은 논문에는 연로의 주장으로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하나는 “심에는 체용이 있으나 그 근본에서는 체용이 없
다는 것”과 다른 두 주장을 합쳐서 표현하면 “동정은 실리이지만 체용은
허설인데, 체[體]라는 글자는 상[象]에서 나온 것이오, 용[用]이라는 글
자는 동[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연로의 첫째 주장은 나머지 주장을 참고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심에는 근본적으로 체용이라는 것이 없으나 그처럼 보이는 것들은 있
는데 그것들이 象과 用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象은 앞서 화
담의 문인인 사암에게서 살펴보았던 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들에
불과하다. 그것을 체라고 한다면 그 형상들의 움직임은 용[用]이다. 이
를 통해 연로의 주장은 앞서 율곡 간의 논의에서 사암이 눈에 보이는 것
들만 형상에 국한 시켰던 것과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감각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움직임이 우리가 가
지고 있는 체와 용이라는 용어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퇴계가 이 논문에
서 연로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심에 체용이 있다고 말하는 요지는 심에
드러난 표상을 體用과 動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퇴계의
주장을 살펴보겠다.
연로의 주장은 동정이 실리이며, 체용은 허설이라는 것이다. 도리에
는 본래 체용이 없으니 동정으로서 그 체용을 삼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도리에도 동과 정이 있다. 고로 그 정한 것을 가리켜 체라
하고 동인 것을 가리켜 용이라 한다. 그런즉 도리의 동정이 모두 실로
있는 것이라면, 도리의 체용도 모두 실로 있는 것이다. 어찌 도리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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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없는 것이 근본이 되어 동정에 앞에 있을 수 있겠는가.24)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퇴계가 인간의 도리[道理]에는 그 체와 용이
다 갖추어져 있고, 또한 그것이 동정으로도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체용에 두 가지가 있음을 주장한다.
나는 생각건대, 체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도리에 대하여 말한 것이
있으니, ‘아득하여 조짐이 없으나 만상(萬象)이 빠짐없이 갖추어 있다’
는 것이 그것이고, 사물에 대하여 말한 것이 있으니, ‘배는 물에 다닐 수
있고 수레는 육지에 다닐 수 있으며 배와 수레가 물과 육지에 다닌다’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25)

퇴계는 도리와 사물 각각에 대해서 체와 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바
로 이어서 주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형이상자로 말하면 충막한 것이 본래 체이나 그것이 사물들 가운데
에 발하는 것은 용이다. 만약 형이하로 말하자면 사물이 또한 체가 되나
그 리의 발현이 용이 되는 것이다. ‘형이상’이 도의 체가 되고 ‘천하의 달
도 다섯 가지’가 도의 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26)

퇴계는 도리를 형이상자로, 사물을 형이하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자약에 대한 주자의 비판을 인용하고 있다. 이 인용문에
서 주자는 여자약이 ‘충막무짐’을 도의 본원으로 보고, ‘마땅히 행해야
24) 退溪集 卷之四十一, ｢心無體用辯｣, “又曰 ‘動靜者, 實理也; 體用者, 虛說也.
道理本無體用, 而以動靜爲體用也.’ 滉謂道理有動有靜, 故指其靜者爲體, 動者爲
用. 然則道理動靜之實, 即道理體用之實, 又安得別有一道理無體用者爲之本而在
動靜之先乎?”
25) 退溪集 卷之四十一, ｢心無體用辯｣, “滉謂體用有二, 有就道理而言者, 如沖漠無
眹而萬象森然已具, 是也; 有就事物而言者, 如舟可行水, 車可行陸, 而舟車之行水
行陸, 是也.”
26) 退溪集 卷之四十一, ｢心無體用辯｣, “自形而上者言之, 沖漠者固爲體, 而其發於
事物之間者爲之用; 若以形而下者言之, 則事物又爲體, 而其理之發見者爲之用.
不可槩謂形而上者爲道之體而天下之達道五爲道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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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리[當行之理]’를 달도라고 보았던 점을 지적하고 당연지리[當然之
理]가 곧 충막무짐이지 이 리밖에 다른 충막무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27)
배와 수레의 형상이 모두 체라면 물이나 육지에서 가는 것은 그 용이
다. 비록 체가 없는 상을, 용이 없는 동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
도 만약 충막을 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만
상이 이에 구비되어 있는 것을 용이라 한다면 이것이 동에 앞서 있는 것
이 아닌가? 이로 보자면 연로가 체가 상에서 나오고 용이 동에서 나왔다
는 것은 다만 형이하 사물의 체용이라는 한 방면에만 치우친 탓이다.28)

퇴계는 연로가 오직 인간의 감각에 드러나는 표상으로서 대상을 파악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충막
무짐한 본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도리의 작용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연로가 소옹을 끌어
들여 ‘象에 앞선 본체가 없다[象前無體]’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옹이 말
하는 ‘본체가 없다[無體]’는 체용의 체가 아니라 형체[形體]를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29) 앞서 사암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공중에는 우리
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으나 어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
목을 다시 살펴보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퇴
계는 ‘형이상의 세계’인 理라고 부를 것이다. 이 理의 본체[體]는 충막하
27) 退溪集 , 卷之四十一, ｢心無體用辯｣, “呂子約謂‘當行之理爲達道, 而沖漠無眹,
爲道之本原.’ 朱子非之曰 ‘須看得只此當然之理沖漠無眹, 非此理之外, 別有一物
沖漠無眹也.’”
28) 退溪集 卷之四十一, ｢心無體用辯｣, “今以舟車之形象爲體, 而以行水行陸爲用,
則雖謂之象前無體, 動前無用, 可也. 若以沖漠爲體, 則斯體也不在象之前乎? 以
萬象之具於是爲用, 則斯用也不在動之前乎? 以此觀之, 蓮老所謂體起於象, 用起
於動, 只說得形而下事物之體用, 落在下一邊了, 實遺卻形而上沖漠無眹體用一
源之妙矣.”
29) 退溪集 卷之四十一, ｢心無體用辯｣, “惟其滯見於形象之末, 故謂象前無體, 而引
邵說以證之, 殊不知邵子所謂無體者, 只謂無形體耳, 非謂無沖漠之體也. 認體旣
不得該徧, 則認用之不得該徧, 不待言而可見矣.”

92

퇴계의 ｢心無體用辯｣에 대한 분석(고승환)

지만, 그 용[用]에는 만 가지 象이 갖추어져 있다. 연로는 이 ‘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대상’은 ‘없다’[無]
는 주장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도리의 체용’ 같은 개념은 실재하는 사
물의 상과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虛
說]으로 간주하였다.
연로나 화담학파에서 말하는 태허담일한 기는 감각적으로 느껴진 대
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은 형이상의 ‘리’처럼 궁구하여 도달할 수
있는 대상 또한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태허담일한 기를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론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다. 만약 그 리가 존재
한다고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암이 말했던 태허담일한 기와 함께 있는
한에서 그 원초적인 기는 리에 의해 한정된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암이 말하는 식의 태허담일한 기란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그 기 가운
데 리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리가 기 위에 공중에 떠 있는 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30) 퇴계의 논리는 태극이란 것이 그러한 원초적
기와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둘이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
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퇴계는 충막무짐이
라는 體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충막무짐이라는 것은 건곤[乾坤]에 대해서는 무극이태극의 체가 되어
만상[萬象]을 이미 구비하고, 인심[人心]에 대해서는 지극히 허정한 체
가 되어 만용[萬用]을 모두 갖추며, 사물에 있어서 그것은 곧 발현하고
유행하는 용[用]이 되어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있지 않는 바가 없다. 31)

30) 이는 앞서 화담학파에 대한 율곡의 비판 논리이기도 하다. 결론에서 보게 되겠지
만, 이러한 비판의 화살은 결국 퇴계 입장에서는 다만 충막무짐한 것만을 리로
가리켜 말하는 율곡에게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율곡의 입장을 상대
적으로 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이론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역으로
기에 비해 리의 역할이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31) 退溪集 卷之四十一, ｢心無體用辯｣, “沖漠無眹者, 在乾坤, 則爲無極太極之體,
而萬象已具; 在人心, 則爲至虛至靜之體, 而萬用畢備; 其在事物也, 則卻爲發見流
行之用, 而隨時隨處無不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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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건곤[乾坤]에 대해서는 무극이태극의 체가 되어 만상[萬象]을
이미 구비한다. 둘째는 인심[人心]에 대해서는 지극히 허정한 체가 되어
만용[萬用]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그것은 곧 발현하
고 유행하는 용[用]이 되어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있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퇴계가 체용의 두 가지, 즉 형이상과 형이하로 구분한 것32)
에서 나아가 형이상을 재차 건곤과 인심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위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이상 즉 도리에 나아가서 말하는 체용이며 다른 하나는, 형이
하 즉 사물에 나아가서 말하는 체용이다. 둘째, 형이상의 측면 중에서
건곤에 대해서 말하면 그 본체는 무극이태극의 체[體]를 가리키며 만상
을 갖추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면 그 본체는 지극히 허정한 체
[體]를 가리키며 만용을 갖추고 있다. 이는 형이상의 리가 어떻게 건곤
과 인심 뿐 아니라 사물에서 ‘본체와 쓰임[體用]’으로 드러나는지를 설
명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퇴계가 형이하인 사물에서 비롯된 형상과 운동,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마음의 지각이 우리가 쓰는 ‘체’와 ‘용’이라는 개
념의 근본이 아니라 오히려 천지와 인간 마음속에 이미 그 체와 용을 갖
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퇴계의 입장에서 형이상의 체용은 외부
의 지각 대상이나 그 움직임의 존재론적 뿌리이자 동시에 인식론적 뼈대
가 된다. 형이상자인 리는 우주의 생성 및 작용의 원리로서 개별 사물의
‘존재’보다 앞서 제시되면서도, 마음의 원리로서 ‘인식’을 가능케 하는 기
초가 됨을 알 수 있다.

5. 나가는 말
‘있음’과 ‘없음’의 문제는 인간과 가장 친숙한 개념이면서도 철학 중에
32) 각주 25 참고.

94

퇴계의 ｢心無體用辯｣에 대한 분석(고승환)

서도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형이상학의 주제이다. 본 논문은 기, 즉 물
질적 존재에 대해 담일허명한
‧
기라는 원초적 기를 궁극의 존재자(有)인
태극(理)의 지위까지 추구한 조선의 학자 화담과 그 문인들에 대한 율곡
과 퇴계의 비판을 다루고 있다. 명목적으로 보자면 이들 사이의 주장의

차이는 경전( 周易 ｢繫辭傳｣)에 나와 있는 구절(“太極生兩儀”)의 틈새에
서 출발한다. 어떤 이는 그 틈 사이를 보다 원초적인 氣로 채워 넣으려
했고, 어떤 이는 과감히 그 경전 구절 자체의 허점을 지적하고 그 사이
를 틀어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는 그 틈새는 자연스러운 것으
로 理의 동정이 자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화담에 대한 퇴계와 율곡의 비판은 기를 ‘리’와 혼돈했다고 지적하는
데에서는 일치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리의 體만을 말할지,
아니면 리의 體用을 말할지 등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즉
형이상자에 관한 입장의 차이가 태극론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다. 여기서는 퇴계의 ｢心無體用辯｣을 연로라는 화담 문인과 비교하며 살
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았고, 아울러 그와 유사한 논의를 했던 율곡
의 태극론을 살펴보았다.
화담 문인과 율곡의 견해차는 명시적으로는 ‘충막무짐沖漠無眹’을 리
와 기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리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
느냐에 따라 갈리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그들이 쓰는 리와 기
의 용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담 문인들은 형상으로 드
러나지 않은 氣가 있다고 보고, 그것들을 담일허정한 기로 설명하였다.
이에 반해 율곡은 기이면서 음양이 아닌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또 나
아가 음양과 관계하는 한 그것들은 적어도 象이 없을 수 없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다시 말해 ‘象이 없는 氣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율곡 주장의
핵심이다. 따라서 율곡은 “만상삼연萬象森然”을 덧붙여 리와 더불어 기
를 말하면서 만상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氣와 관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흥미롭게도 퇴계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퇴계는 형이상,

즉 理의 측면인 도리에 나아가 “沖漠無眹, 萬象森然已具”이라는 구절 전
체를 설명해내고 있다.33) 그리고 형이하, 즉 氣의 측면인 사물에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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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하는 다른 구도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퇴계는 ‘沖漠無眹’과 ‘萬
象森然已具’을 체·용의 관계로 이해하는 반면, 율곡은 그것을 각각 리·기
의 관계34)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思庵
栗谷
退溪

沖漠
理

無眹
氣(太虛澹一)
理
理(體)

萬象
氣(陰陽)
氣
理(用)

위 표를 보면 우리는 사암 등의 화담학파에 대해 율곡이나 퇴계가 비
판한 ‘認氣爲理’의 평가에 대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충막무짐을 가리
켜 ‘기’를 겸하여 말하는 사암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기를 리로 인식한,
즉 태허담일한 기를 충막무짐에 끼어 넣어 리의 영역에 포함시킨 혐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사암의 학문적 미숙함에서 비롯된 실수가 아니라, 다
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암은 형이상자와 형이하자를 매
개하는 존재로서 원초적 기라는 개념을 정초하고자 하였다.
한편 퇴계의 입장에서는 율곡의 리·기, 체·용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을 가할 수 있다. 퇴계의 논리는 ‘沖漠無眹’과 ‘萬象森然已具’

는 형이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형이상의 체·용을 나타내는 구절이
지 결코 리·기나 형이상·형이하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율곡은 ‘萬

33) 퇴계는 ‘沖漠’과 ‘萬象’이라는 개념을 형이상자인 理의 체용으로 각각 설명하고
있다. 정자중에게 보내는 다음의 편지글에는 中庸 의 “費隱”개념으로 설명하
면서, 이 둘을 형이상과 형이하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退溪
集 卷之二十七, ｢答鄭子中｣, “近趙士敬持示草本一紙, 乃滉往年妄報來書別紙
論格物等說也. 其中說 “費隱” 處, 引 “體用一源, 顯微無間” 之語一段, 今更詳之,
有未穩, 故改之曰 “費隱”.子思ㆍ朱子旣以道言, 皆是形而上之理也. 以散在之廣
且多言, 則謂之費, 以無形象可見言, 則謂之隱.非有二也. 若以形而下者爲費, 則
是分道爲二, 而認其一端以器當之, 其可乎? 禹景善以下, 如舊不改.“
34) 율곡에게 ‘기’라는 개념은 단순히 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흔히 ‘리와 기’를
겸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위 구절에서 ‘萬象森然已具’는 氣(즉, 兼理氣)를 가
리키지만 그 가운데 형이상의 리만을 가리켜 ‘沖漠無眹’으로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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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森然已具’를 통해 기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퇴계는 형이상자인 리의
用(혹은 動)으로 이해한다.
이로 보면, 율곡철학에서는 퇴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태극의 역할
이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퇴계와 같이 형이상자인 태극이 동정한다는
주장(혹은 태극에 체용이 있다는 주장)은 율곡처럼 태극을 정[靜]으로,
즉 체용의 체[體]로 해석하고 理氣가 그 작용[用]에서야 함께 한다고 말
하는 이보다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그
렇다고 해서 퇴계의 기 개념이 율곡보다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35) 율곡에게 리보다 기 개념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
은 고요함[靜]과 움직임[動]이라는 개념을 각각 리와 기의 역할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의 고유성이 두드러지지만, 퇴계의 태극 동정
론은 리와 기 모두 고요함[靜]과 움직임[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율곡과 비교해서 기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다만 과소평가된 태
극 개념을 태극의 ‘움직임’[動]을 통해서 확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36)
형이상적으로 볼 때, 인간 마음의 본체가 이미 만용[萬用]을 완전히
35) 퇴계의 心性情意 등의 요소에 대한 설명에 대해 이주강(2012)은「퇴계와 스피
노자의 감정학」라는 논문에서 퇴계가 말하는 리의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운동
을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과 비교하면서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또한 이관호(20
14)는 스피노자와 퇴계를 비교하면서 실체일원론으로 정리하는데, 이때에 사유
와 연장을 동일한 실체의 두 가지 속성으로 평행적으로 구분하는 스피노자의
시각을 통해 퇴계를 이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36) 무극과 태극에 관한 1191년 주자 나이 62세의 논의를 여기에 소개해둔다. 무극
과 태극과 관련하여 묻는 정자상의 편지에 주자가 답하는 내용이다. 朱子大全
卷之五十六, ｢答鄭子上｣14, “太極圖曰: ‘無極而太極.’ 可學竊謂無者, 蓋無氣而
有理. 然理無形, 故卓然而常存; 氣有象, 故闢闔歛散而不一. 圖又曰: ‘太極動而生
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不知太極, 理也, 理如何動靜? 有形則有動靜, 太極無形,
恐不可以動靜言. 南軒云太極不能無動靜, 未達其意.” 주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
고 있다. “또한 리에 동정이 있기 때문에 기(氣)에 동정이 있는 것이니, 만일
리에 동정이 없다면 기가 무엇에 근거하여 동정이 있겠습니까? 우선 눈앞의 것
을 가지고 논해 보면, 인[仁]은 곧 동[動]이요 의[義]는 곧 정[靜]이니, 이것들
이 또 어찌 기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다른 설명은 대부분 좋습니다. 다만 이곳은
좀 더 자세히 보아야 할 뿐입니다. 理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則氣何自
而有動靜乎? 且以目前論之, 仁便是動, 義便是靜, 此又何關於氣乎? 他說已多得
之, 但此處更須子細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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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고 있다는 설명은 앞서 문제가 된 구절의 틈새를 채우기 위해 기
[氣]와 관련된 다른 개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없도록 만든다. 理는
氣에 의하여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이상의 영역에서 萬象이 갖추
어져 있다. 적어도 퇴계에게는 마음의 외부에 혹은 마음의 본체에 담일,
태일, 태허와 같은 근원적인 기를 형용하는 개념들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느 다른 학자들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퇴계에게 허령지각으로서의 마음의 본
체가 ‘없다[無]’라고 하는 설명은 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은 허령한 가운데에서도 리에 만 가지 쓰임[用]이 펼쳐져 있기 때문
이다. 그것을 만약 ‘무’라고 말하게 된다면 앞서 보았지만, 화담 문인들
처럼 담일 허정한 ‘기’,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원초적 기
를 끌어들이지 않고 설명할 도리가 없다. 만약 마음의 본체에 일자로서
의 리만이 덩그러니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궁극의 태극을 형용하는 말
이 될 수가 없다. 그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한다면서 기가 아닌 존
재를 끌어오고자 한다면 그것을 리 밖[外]에서 말할 도리가 없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태극 밖[外]에는 없다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퇴계의 체
계 아래서는 ‘무’[無]라는 말로 마음의 본체를 설명할 수 없다. 퇴계에게
無는 한계가 없다는 의미[無極]에서 ‘무한’의 의미이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무제약적인 절대적 없음[無]’이나 혼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37)

퇴계는 ｢心無體用辯｣이라는 글에서 궁극적인 ‘존재[有]’의 제일 원인

으로서 태극을 충실히 해명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다만
‘氣’라는 형이하의 대상에 국한되어 다양한 쓰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
37) 朱子大全 卷之七十八, ｢隆興府學濂溪先生祠記｣, “대개 태극이라 하는 것은
천지만물의 이치를 합해서 하나로 이름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器와 形이 없지
만, 천지만물의 이치가 여기에 있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천지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器와 形이 없기
때문에 ‘태극은 무극에 근본한다’고 하는 것이다. 蓋其所謂太極云者, 合天地萬
物之理而一名之耳. 以其無器與形, 而天地萬物之理無不在是, 故曰無極而太極.
以其具天地萬物之理而無器與形, 故曰太極本無極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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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이미 그 안에 무궁무진한 대상과 그들의 쓰임을 갖추고 있는 실질
적인 원리의 전체임을 드러내주고 있다.38)

※ 이 논문은 2017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1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38) 본 논문은 원래 여섯 章으로 되어 있었고, 제5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퇴계 철학의
존재론이 어떻게 인식론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해설을 시도하였다.
허나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글의 전체 내용과 결론이 방만하다는 비평을 해주
셨는데 충분히 납득할만한 내용이었으므로, 퇴계철학을 서양철학의 존재론과
연계하여 비교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작업은 다음으로 미루고, 논문의 명료성
을 위해서 기존 내용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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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oegye’s “Critique on the Position
that the Mind Does not have Essence and
Function”
Ko, Seung-hwan
This paper deals with Toegye Yi Hwang(退溪 李滉, 1501-1570)’s
Taiji(太極) and Essence-Function(體用, tiyong) theory. Especially,
Toegye’s criticism of Hwadam school as well as Yulgok’s criticism
of them will be discussed to clarify its characteristics more
distinctly. Therefore, in Chapter 2, we first look at the Hwadam
school and Yulgok’s argument as a preliminary work on the
characteristics of Toegye’s Essence-Function theory. At this time,
I will focus on the difference between understandings on the
concepts of 沖漠無眹 and xiang(象). It is because the analysis of
these concepts help to understand the position of Yeonlo(蓮老) who
is another disciple of Hwadam, in Toegye’s Critique on the Position
That Does not Have Essence and Function. In Chapter 3, we briefly
analyze the structure of Toegyo’s Critique on the Position That
Does Not Have Essence and Function. I enumerate the three claims
of Yeonlo and examine Toegye’s criticism in order. In Chapter 4,
I discuss the criticism of Toegye about Yeonlo in the above
writings, and deduce the characteristics of Toegye’s Theory of
Essence-Function.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xiang(象) is
suggested as a key word to interpretate the proposition of
Neo-Confuciansm, “沖漠無眹, 萬象森然已具.” In Chapter 5, I will
present some characteristics of Toegye’s theor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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