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과 이이의 우주론과 인성론 비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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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글에서 필자는 이황과 이이의 성리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그들의 우주론과 인성론,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한 그들의 수양론을 비교 서술하고 있다. 그 두 성리학자의 우주론, 인성론, 수
양론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많이 연구되어져 사실상 진부한 감마저 드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자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필자 자신의 이해를 명료히 하고 이를 나름대로의 논리 전개에
따라 정리‧서술하고 있다. 우선 이황과 이이의 성리학의 분기점이 된 주희의 우주론의 모순점을
서술하고 난 뒤, 이에 대한 이황과 이이의 입장 차이를 명백히 하고, 그 다음 이 우주론을 바탕으
로 정립된 그들의 인성론과 수양론의 차이를 비교‧서술하고 있다. 이황과 이이는 특히 ‘리(理)’의
능동성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바, 이황은 리의 능동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바탕 위에서 그리고
이이는 반대로 리의 능동성을 부정하는 이론적 바탕 위에서 그들의 우주론‧인성론‧수양론을 정립
하고 있음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Ⅰ. 서 론
본고는 이황과 이이의 성리학(주자학, 신유교, Neo-Confucianism)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그들의 우주론과 인성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양론을 비교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근래에 들어 유교는 지속적으로 학문적, 나아가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80년대에
는 주로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여기에 덧붙혀 90년대 후반부터는 이 지역의 정치발
전과 관련하여 유교의 역할에 대한 ‘기능주의’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급기야 유교는 소위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중심주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유교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많은 경
우 유교의 특정 가치나 개념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여 이헌령 비헌령 식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
음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1) 그러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우리가 본 주제를 새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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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유교는 공자‧맹자의 고전유교로부터 송대(宋代)의 성리학으로 발전되어, 바로
이 성리학의 형태로 후대의 사상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또 사상사에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따라서, 고전유교가 성리학의 바탕임에는 틀림없으나, 유교의 오늘날에의 영향을 살피
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리학에 나아가지 않고 고전유교에 머물러서는 적실성이 없다. 사실상
고전유교의 모든 가치나 개념들은 성리학의 이론적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합리화되고 있다. 본
고의 서술 대상은 이러한 성리학이다.
성리학은 우주 그리고 소우주로서의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이론을 전제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기타 주제를 종합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하나의 연역적 사상체계이다. 이이의 표현을
빌면, 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미루어 나아가는
곳”2)이다. 따라서 유교의 특정 가치나 개념은 1차적으로 이 형이상학적 이론과의 관련 하에서
그 의의 -합리성, 타당성, 중요성- 가 정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여기에
서 유교의 특정 가치나 개념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그것들이 근거하고 있
는 형이상학적 이론 자체를 검토‧서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성리학은 중국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크게 주리학파와 주기학파로 분리
되어 발전하였다. 그 결과 한국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이론틀은 중국 성리학(주자학)의 그것을
포괄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한국 성리학의 양대 학파의 개조인 이황(1501-1570)과 이이
(1536-1584)의 형이상학적 입장은 나아가 성리학 일반의 형이상학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황과 이이의 우주와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론을 비교 서술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서술은 이 주제와 관련된 1, 2차적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 수행될 것이나, 다만 한
가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사실상 이황과 이이의 우주론과 인성론 그리고 수양론은 지금까
지 학계에서 너무나 많이 연구되어 진부한 감마저 드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
리는 이 주제에 대한 어떤 독창적인 시각이나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는 이황과 이이의 관련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우선 우리 자신의 이해를 명료
히 하고, 이를 우리 나름대로의 서술 논리에 따라 명료히 진술하고자 할 따름이다.

1) 함재봉, 함재학, 데이빗 홀 (편), 『유교민주주의, 왜 & 어떻게』,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편집자 서
문' 참조. 류태건, “유교와 경제발전-경제발전에 대한 유교의 적응성을 중심으로”, 『부산정치학회
보』, 제8집 제2호, 부산: 부산정치학회, 1998, pp. 143-145 참조.
2)『국역 율곡집 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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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주론
고전유교 이래 모든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자연과 인간은 대우주-소우주의 관계로 비춰지고
있다. 우리는 성리학의 소우주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그 대우주 이론을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이 이론은 리기론이 대변하고 있으므로, 이황과 이이의 리기론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런데 이
들 두 사람의 리기론은 일정 부분 서로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그들 이론의 토대가 되고 있
는 주희의 리기론의 모순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황과 이이의 리기론을 살펴보기 전에 먼
저 주희의 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주희의 리기론
1) 주희의 리기론의 개요
그에 앞선 성리학자 정호(程顥 1032-1085, 호: 명도明道)와 정이(程頤 1033-1108, 호: 이천伊
川) 형제의 입장에 따라, 주희(朱熹 1130-1200, 호: 회암晦庵)는 우주 자연은 리와 기라는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실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우주에는 리도 있고 기도 있다. 리란 형이상의 도이며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이다. 기란
형이하의 그릇[器]이며 만물을 생성하는 재료[具]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사물은 생성될 때
에 반드시 리를 품수한 연후에야 본성[性]을 가지며, 기를 품수한 연후에야 형태[形]를 갖
는다.”3)

기는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물질적 재료이며 리는 만물이 생성되는 원리이다. 만물이 생성
되면, 기는 그들 각자의 물질적 형체를 이루고 리는 그들의 본성이 된다.
“기는 그 작용을 위하여 리에 의존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기가 모이고 흩어지고 할 때
에 리도 역시 거기에 있다. 대개 기는 응결하여 사물을 만들 수 있는데 반하여 리는 감정
도 없고 사려도 없고 조작(造作)도 없다. 단지 기가 모여 있는 곳이면 리가 그 속에 있을
뿐이다...리는 단지 깨끗하고 텅 빈 넓은 세계로서 형태나 흔적도 없고 조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기는 한데 엉겨모여 사물을 생성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가 있으면 리도 곧 그 가
운데에 있다.”4)
3) 朱子文集, 卷58, 答黃道夫書 (天地之間, 有理有氣. 理也者, 形而上之道也, 生物之本也. 氣也者, 形而下之
氣也, 生物之具也. 是以人物之生, 必稟此理, 然後有生. 必稟此氣, 然後有形.)
4) 朱子語類, 卷1. 『주자어류 1』, 서울: 청계, 1998, 허탁‧이요성 역주, p. 97 참조. (疑此氣是依傍這理行.
及此氣之聚, 則理亦在焉. 蓋氣則能凝結造作. 理却無情意, 無計度, 無造作... 若理則只是個淨潔空闊的世
界, 無形迹, 他却不會造作, 氣則能醞釀凝聚生物也. 但有此氣, 則理便在其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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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형태나 흔적도 없이 텅 빈 비물질적인 것이고, 감정도 사려도 없이 비정신적인 것이
며, 능동적인 조작력도 없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 추상적 원리이다. 주희는 리를 좀 더 분석
적으로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 그렇게 되는 까닭)와 소당연지측(所當然之則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까닭)으로 정의한다.5) 달리 말해 리는 존재적, 당위적 법칙이다. 기는 물질적 재료로서
자체의 능동적 작용으로 응결되거나 분산되기도 하면서 물질계를 형성하고 변화시킨다. 그러
나 기의 작용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 즉 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
루어진다. 이리하여 현상적 차원에서 리와 기는 서로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된다. 그러나 이때
리와 기가 각자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둘은 여전히 실재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실체인 것이다.
“리와 기는 결단코 두 개의 어떤 것[二物]이다. 사물의 차원에서 보면 그 둘은 섞여 나
누어지지 않은 채 각자가 한 곳에 있다. 그러나 그 둘은 각각 하나임을 해치지 않는다. 만
약 리의 차원에서 보면 아직 사물이 없다 하더라도 사물의 리는 있다. 그러나 역시 단지
그 리만 있을 뿐 이 사물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6)

특히 리의 개념에 대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주희에 앞서 정이는 “리는 하나이나, 여
러 가지로 나타난다[理一分殊]”는 명제를 정립했었던 바, 이는 그후 성리학의 기본명제가 되었
다. 정이의 입장을 받아들여 주희도 우주에는 단 하나의 리만 있을 뿐이며, 이 유일한 리가 삼
라만상 가운데서 다양화되어 그들의 특수한 리가 된다고 간주한다. 다시말해, 각 사물의 특수
한 리는 우주 전체의 보편‧유일한 리의 다양한 양태인 것이다. 그래서 이 보편‧유일한 리는 우
주의 삼라만상에 발현되었거나 잠재되어 있는 모든 리들의 총체와 같다. 주희는 이 보편‧유일
하고 총체적인 리를 태극이라고 부른다: “천지만물의 리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태극이다.”7)
태극은 우주만물의 리의 총체이다. 그러나 주희에 의하면, 또한 각각의 개별적 사물 속에도
태극이 있다.
“태극은 단지 천지 만물의 이치일 뿐이다. 천지에 대하여 말하면 천지 속에 태극이 있
고, 만물에 대하여 말하면 만물 속에 각각 태극이 있다.”8)

5) 朱熹, 大學或問.
6) 朱子文集, 卷46, 答劉叔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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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朱子語類, 卷94. (總天地萬物之理, 便是太極.)
8) 朱子語類, 卷1. 『주자어류 1』, 허탁‧이요성 역주, 앞의 책, p. 86. (太極只是天地萬物之理. 在天地言,
則天地中有太極, 在萬物言, 則萬物中各有太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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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태극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졌단 말인가?
“본래 하나의 태극만이 있는데 이것이 만물의 각각에 품수되었다. 또 각각의 만물은 단
하나의 태극을 구비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달과 같다. 달은 하나뿐이지만 강
과 호수에서 반사되어 가는 곳마다 보인다. 그러나 달이 나뉘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9)

이 유명한 비유는 우리가 보기에 그리 적절하지 않다. 굳이 달에 비유하려면 차라리 초생달,
그믐달, 보름달 등 달 자체가 나타나 보이는 다양한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물에
비춰진 달은 사실상 달의 실체가 아니고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희가 말하는 만
물에 구유된 태극은 태극의 실체를 말한다.
어쨋든 개개의 사물은 보편적인 태극과 그 작용인 특수한 리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개별적 사물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본체[體]이고 후자는 그
본체가 개별적인 사물에서 드러난 작용[用]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주희를 포함하
여 모든 신유학자들은 우주의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항상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고전 유교 이래 유교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주요한
사상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의식이 이제 주희에 의해 ‘리’ 개념을 바탕으로 형이상학
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보편‧유일한 리인 태극을 특수‧다양한 리로 나타나게 하는 원인은 바로 기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기의 다양성이다. 삼라만상이 구유한 기에 맑거나 흐리고 순수하거나 잡박한[淸濁粹
駁] 차이가 있어, 태극의 온전한 본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통하거나 가리워지고 열려 있거나
막혀 있는[通蔽開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리는 그것이 어떠한 특수한 모습으로 나타나든 우주의 통일원리이고, 기
는 우주의 다양성의 요인이다. 바로 이러한 리와 이러한 기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다.

2) 주희의 리기론의 모순
위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한 주희의 리기론은 특히 우주론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아가,
소우주인 인간론에 있어서도- 이론적인 모순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성리학자
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에 양대(兩大) 성리학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모순
점을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이황과 이이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9) 朱子語類, 卷94. (本只是一太極, 而萬物各有稟受, 又自各全具一太極爾. 如月在天, 只一而已, 及散在江
湖, 則隨處而見, 不可謂月已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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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의 우주론의 토대는 주돈이의 태극도설이다. 태극도설에서 주돈이는 우주의 기원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은 운동하여 양을 낳고 운동이 극에 달하면 고요에 이르고
고요함으로써 음을 낳는다”.10)

태극도설에 따르면 우주의 시원인 태극은 자신의 운동과 고요함에 의해 양과 음을 생성하였
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양의 실체는 기가 분명하나 태극의 실체는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주희는 설명한다: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극한 리가 있다는
것이다.”11)
주돈이의 태극도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주희의 우주론의 출발점은 이처럼 태극을 리와 동
일시하는 데에 있다. 요컨데 형체없는 리인 태극이 우주의 제1원인인 것이다. 이때, 태극도설
의 그 다음 구절을 해석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구절에서 주돈이는 “태극은 운동
하여 양을 낳고 고요함으로써 음을 낳는다”고 했다.
정호와 정이 형제 이전의 유교의 우주론은 기를 우주의 유일한 실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
었다. 이러한 경향에서 고려하면 태극의 실체는 리가 아니라 당연히 기일 것이다. 이 경우, 위
의 구절은 기를 실체로 하는 태극이 자신의 운동과 고요함으로써 두 가지 성질의 기 즉 음과
양을 낳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정씨 형제에 이어 주희는 우주는 리와 기라는 두 개의 실체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
고, 태극의 실체를 리라고 규정했다. 그리고는 주돈이의 표현에 따라 태극은 운동과 고요함으
로써 양과 음의 기를 낳는다고 자신의 저술 도처에서 주장했다: “동하여 양을 낳고 정하여 음
을 낳는다. 동은 곧 태극이 동하는 것이요 정은 곧 태극이 정하는 것이다.”12)
주희는 리는 감정도 사려도 없으며, 형태나 흔적도 조작(造作)도 없다고 했다. 감정도 사려
도, 형태나 흔적도, 특히 조작(造作)도 없는 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고요해지며, 그래서 기를 낳
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그는 “운동과 고요함은 기이다”13)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렇
다면, 태극의 운동과 고요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과연 리인 태극 자체의 운동과 고요
함을 일컫는 것인가? 그렇지만 운동과 고요함은 그 자체로서 이미 기이다. 주희는 말한다: “운
동과 고요함이 있기 위해서는, 운동과 고요함의 원인이 되는 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태
10)
11)
12)
13)

周子全書,
朱子語類,
朱子語類,
朱子語類,

卷1.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卷94. (曰 無極而太極, 是無之中有箇至極之理.)
卷94. (動而生陽 靜而生陰 動卽太極之動 陰卽太極之靜)
卷94. (曰 動靜是氣也. 有此理爲氣之主, 氣便能如此否? 曰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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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이다.”14)
그렇다면 운동과 고요함은 기이고 태극은 그 작용인(作用因)이다. 이때, 태극은 이미 존재하
고 있는 기의 운동과 고요함의 원인이 된다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 다만 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태극이 기를 생성해야만 그것의 운동과 고요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태극
즉 리는 조작(造作)의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운동과 고요함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기가 운동과
고요함의 작용 원인인 태극과 동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하지 않은가. 그러나,
주희 자신은 우주의 시원에 태극과 기가 공존했었다고 분명하게 밝힌 적이 결코 없었다. 그와
반대로, 주희는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는 명제를 “형체는 없으나 리가 있다”15)라거나 혹은 “아
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극한 리가 있다”(앞의 주 11 참조)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태극은 기 없이 즉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 단독으로 존재했으며, 이 태극 즉 리가 기를 생성
했다는 뜻으로 귀결된다-주희에게 있어서 리는 조작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희의 입장은 상당히 모호하여 그의 제자들조차도 스승의 입장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했다. 현대의 중국철학자 풍우란의 해석에 의하면, 주희의 태극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의 부동(不動)의 동자(動者) 즉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나 다른 것을 움직이는 존재와 비슷하
다.16)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不動)의 동자(動者)는 다른 것을
움직이게는 하나 생성시키는 창조력은 없다. 그러므로 풍우란의 해석을 따른다고 하드라도, 주
희에게 있어서 태극 즉 리가 기를 생성한 것인지 어떤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태초에 태극 즉 리가 기를 생성한 것인가 아닌가? 리에 스스로의 운동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주희의 모순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한국
성리학자들은 이들 문제에 대해 결코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이 문제에 너무나도 진지하게 몰두했다. 왜냐하면, 매우 현학적이긴 하나 그 문제는 그들의 연
역적 사상 체계-즉 신유학-가 근거하고 있는 대전제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 근
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제로 다른 부차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이 파생되기도, 귀착되기
도 했던 것이다.

2. 이황과 이이의 리기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황과 이이의 견해를 알아보기로 하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황은 태극
즉 리가 태초에 기를 생성했으며 또한 리는 능동성을 가진다고 생각했고, 이이는 그렇지 않다

14) 性理大全, 卷1(太極圖)에서의 주(注). (其動其靜則必有所以動靜之理, 是則所謂太極也.)
15) 朱子語類, 卷94. (無極而太極, 只是說無形而有理.)
16) 풍우란, 『한글판 중국철학사』, 정인재 역, 서울: 형설출판사, 1999, p. 368 참조.

112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2집 1호

고 생각했다. 바로 이 점이 한국 성리학의 양대 학파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된다. 우선 이황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리에 대한 질문에 이황은 답한다.
“주자가 말하기를 ‘리는 정의(情意)도 조작(造作)도 없다’ 하였는데, 이미 정의도 조작도
없다면 또한 음과 양도 낳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
것은 애당초에는 기가 없었으나 일단 태극이 음과 양을 낳은 연후에 그 기가 비로서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주자가 일찌기 말하기를 ‘리에 동과 정이 있으므로, 기에 동정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리에 동정이 없으면 기에 어찌 스스로 동과 정이 있으랴’17)하였으니, 이것
을 알게 되면 이러한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대저 정의가 없다고 한 것은, 본연의 체(體)가
능히 발하고 능히 낳는다는 지극히 묘한 작용[用]을 말한 것입니다. 리에 스스로 작용[用]
이 있는지라, 자연히 양을 낳고 음을 낳는 것입니다.”18)

이황에게 있어서 리는 본체적[體], 기능적[用]인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다. 리의 본체적인
양상은 “텅 빈 넓은 세계로서 형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리가 존재론적으로 무(無)라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돈이의 태극도설의 “무극이면서 태극”이라는 표현은 이황의 해석에
따르면 “리는 형상(形狀)도 방소(方所)도 없지만 지극히 있는 것이 있고 지극히 실(實)한 것이
있다”19)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황은 우주론적으로 리는 기보다 선재(先在)한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주돈이의 태극도설의 둘째 구절 즉 “태극은 운동하여 양을 낳고 운동이 극에 달하
면 고요에 이르고 고요함으로써 음을 낳는다”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주희가 운동과 고요함 그
자체는 기이고 태극은 그 원인이라고 해석한 것과는 달리, 이황은 운동과 고요함은 태극 자체
의 운동과 고요함이라고 주장한다: “태극에 동정이 있음은 태극이 스스로 운동하고 정지하는
것이다...어찌 달리 시키는 자가 있으리요.”20)
태극 즉 리는 스스로의 운동과 정지에 의해 양과 음의 기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리의 기능
적 측면[用]이다. 요컨대, 이황의 태극 즉 리는 비물질적이며 추상적인 원리로서, 유일하지만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그 자신 운동성과 생성력이 있다.
기는 태극 즉 리에 의해 만들어지긴 하지만, 기와 리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다. 리는 비물
질적이고 기는 물질적이다. 이황은 어떻게 해서 비물질적 법칙인 리가 자기와 이질적인 물질
적 기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만약 그에게 이 점에

17) 朱子全書, 卷56, 答鄭子上 (理有動靜, 故氣有動靜. 若理無動靜, 則氣何自而有動靜乎?)
18)『국역 퇴계집 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p. 389-390.
19)『국역 퇴계집 I』, p. 389.
20)『국역 퇴계집 I』,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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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 물어본다면, 아마 그는 앞의 인용문에서처럼 그것은 단지 리 스스로의 “지극히 묘한 작
용”에 의한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한 생성 작용은 초경험적인 것이라서 구체적인 사
실판단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주론적인 차원에서는 명백히 일원론인 이황의 논리는 현상적인 차원에서는 더 이상 일원
론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리 밖에는 기가 없고 기 밖에는 리가 없으니 진실로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 없으나, 그
분수인즉 또한 서로 섞이어 분별이 없을 수 없다.”21)

기를 생성하는 동시에, 태극 즉 리는 기에 내재되어 기의 존재 법칙이 된다. 다시 말해 그들
의 본성[性]이 되는 것이다. 현상 속에서 리와 기는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렇지만 주희
와 마찬가지로, 이황에게 있어서 리와 기는 결단코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로서, 다만 사물 속
에서 서로 구분할 수 없이 합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희와는 달리, 이황은 리 역시 기와 마
찬가지로 능동성을 가진다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천지‧인(人)‧물(物)에서 보아도, 리가 기의 밖에 있는 것은 아닌데도
오히려 분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니, 성(性)에 있어서나 정(情)에 있어서도 비록 리가
기 가운데 있다 하고, 성(性)은 기질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찌 분별하여 말할 수 없겠습니
까. 대개 사람의 한 몸은 리와 기가 합하여 이루어진 까닭으로, 이자(二者)는 서로 발하여
작용하고, 또 그 발할 적에 서로 소용되는[相須] 것입니다. 서로 발[互發]하는 것이고 보면
각각 주(主)되는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서로 소용[相須]되는 것이고 보면 서로 그 가
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그 가운데 있으므로 분화(分化) 이전의 상태에서 말
하는 것도 확실히 있을 수 있고, 각각 주(主)됨이 있으므로 분별하여 말하는 것도 불가함
이 없습니다.”22)

이 인용문은 이황의 성정(性情)에 관한 논의에서 따온 것이나, 성정에서의 리기와 사물에서
의 리기를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도 무방하다. 이황 자신도 위의 인용문의 처음 구절에서 ‘천지
‧인‧물’의 리기의 문제를 성정의 리기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특히 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황은 다른 모든 성리학자들과 더불어 리는 하나[理一]라는 명제를 고수한다:
“인심(人心)의 동정(動靜)의 리는 천지(天地)의 동정의 리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23)
어쨋든 리와 기는 각각 스스로의 작용력을 가진다. 그리고 리와 기는 현상적 차원에서 불가
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들 각자의 작용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상호작

21)『국역 퇴계집 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p. 58.
22)『국역 퇴계집 I』, p. 271.
23)『국역 퇴계집 I』, p.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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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리가 발(發)하면 기가 따르고, 기가 발하면 리가 그 위에 탄다[理
發氣隨之 氣發理乘之].”24)
이황에 의하면, 모든 현상화 과정은 리와 기의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
서 현상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황은 말하자면 이원론자인 것이다. 그러나 우주론적‧형이상
학적 차원에서는 태극 일원론자이니, 이와 같은 의미에서만 그의 리기론을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처럼 주리론(主理論)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이는 리기의 문제에 관해서 이황과 견해를 달리 했다. 그는 말한다.
“성현25)의 말씀도 과연 미진(未盡)한 곳이 있으니, 다만 ‘태극이 양의(兩儀)를 낳았다’고
만 말하고, 음양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요, 어느 때에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미
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글만 보고 해석하는 자들은, ‘기(氣 즉 음양)가 생기기 전
에는 다만 리(理)가 있었을 뿐이다’하니, 이것이 한 병통이요, 또 어떤 이론에서는, ‘태허
(太虛)는 담일청허하여 음양을 낳는다’(이것은 서화담의 설/필자 주)하니, 이것도 한 쪽으
로 치우쳐서 음양이 본래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이니 역시 병통입니다. 대개 음양 양단(兩
端)이 순환하여 마지 않아 원래 처음이란 것이 없습니다. 음이 다하면 양이 나고 양이 다
하면 음이 생겨서,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데, 음에나 양에나 태극은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태극은 천변만화의 추뉴이며 만물의 밑바탕입니다.”26)

이이에 있어서도 태극은 곧 리이다. 그런데 이 태극은 태초에 음양의 기와 함께 존재했으며,
태극이 음양을 생성한 것이 아니다. 그는 또 말한다.
“리․기가 처음이 없으므로 실로 선후를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까닭을 추구(推究)하여 보면, 리가 중요한 밑바탕이므로 부득이 리를 선(先)이라 하게 되
었습니다.”27)

이처럼 이이는 리가 기보다 먼저 존재했었다는 것을 부인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창
조자도 없이 리와 기는 우주적 실체로서 본래부터 존재한다. 다만 논리적으로 보면 존재이유
가 존재 보다 선행하는 까닭에 태극 즉 리가 음양 즉 기 보다 앞선다고 말할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이는 리가 능동적인 작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24)『국역 퇴계집 I』, p. 277.
25) 공자를 지칭. 공자는 전통적으로 주역의 ‘계사전’의 저자로 알려져 왔고, “태극이 양의(음양)를 낳는
다”는 표현은 ‘계사전’에서 유래한다.
26)『국역 율곡집 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p. 159.
27)『국역 율곡집 I』,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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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기만이 스스로 작용을 한다. 주희의 몇몇 표현에 의거하여 기와 마찬가지로 리도 작용
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황을 비판하면서 이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까지 한다: “만일 주자가
참으로, ‘리와 기가 서로 발용(發用)함이 각각 있다.’고 말하였다면, 이것은 주자도 잘못 안 것
이니, 어찌 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28)
이이에게 있어서 스스로 작용하는 것은 기 뿐이고, 리는 기의 작용이 근거하는 원리이다. 그
리하여, 이이는 현상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리․기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여 일물(一物)인 것 같으나, 그 구별되는 바는 리
는 무형이며 기는 유형입니다. 리는 무위(無爲. 爲는 작용의 뜻)며 기는 유위입니다. 무
형․무위하여 유형‧유위의 주(主)가 된 것은 리요, 유형‧유위하여 무형‧무위의 재료[器]가
된 것은 기(氣)입니다. 리는 무형이요 기는 유형이므로,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합니다[理
通氣局]. 리는 무위요 기는 유위이므로, 기가 작용[發]하면 리가 탑[乘]니다. 리가 통(通)한
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리는 본말(本末)도 없으며 선후도 없습니다. 본말도 없고 선
후도 없으므로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먼저가 아니며 이미 응한 것도 뒤가 아닙니다. 이
러므로, 리가 기를 타고 흘러가서 천차만별하여 같지 않아도 그 본연의 묘리(妙理)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기가 편벽한 곳에는 리도 역시 편벽하나, 편벽한 바는 리가 아니라 기이
며, 기가 온전하면 리 역시 온전하나 온전한 바는 리가 아니라 기입니다. 맑음‧탁함‧순수
함‧잡됨‧찌꺼기‧재[煙燼]‧거름[糞壤]가운데도 리가 있지 않은 곳이 없어 그 성(性)이 되
나, 그 본연의 묘함은 그대로 같습니다. 이것이 리가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가 국한한
다 함은 무엇인가 하면, 기는 벌써 형적에 겪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말이 있고 선후가
있습니다. 기의 근본은 맑고 깨끗할 뿐이니 어찌 찌꺼기‧재‧거름의 기가 애초에 있겠습니
까만은, 그것이 오르락내리락[昇隆]하면서 날고 드날려[飛揚] 조금도 쉬지 않으므로, 천차
만별로 변화가 생깁니다... 리는 만물에 어디서나 그 본연의 묘가 그대로 있지 않는 것이
없지만 기는 그렇지 아니한데, 이것이 이른바 국한된 기[氣之局]입니다. 다음에, 기가 발하
여 리가 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음이 정(靜)하고 양이 동하는 것은 기가 저절로 그러
한 것이요, 시킨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동하는 것은 리가 동에 탄 것[理乘於動]이
요 리가 동한 것이 아니며, 음이 정(靜)한 것은 리가 정에 탄 것이요 리가 정한 것이 아닙
니다.”29)

이이에게 있어서 리는 이황의 리처럼 창조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부동의 동자’와 같은 작
용인(作用因)도 아니다. 기의 작용은 기의 능동성에 의해 “기가 저절로 그러한 것이요, 시킨 자
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의 작용이 일어날 때, 그 기는 리를 국한시켜 유일‧보편한 리를
다양하고 특수한 리로 나타나게 한다.
이이의 입장을 요약하기로 한다. 그는 다만 리의 능동성을 부정할 뿐 그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주론적‧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리와 기는 속성을 달리하여 실재하는 두가지
28)『국역 율곡집 I』, p. 196.
29)『국역 율곡집 I』, pp.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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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로서 애초부터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이의 리기론은 리기 이원론이다.
그런데 비물질적이며 추상적 원리인 리는 능동성이 없으며, 물질적인 기는 능동성이 있다. 능
동적인 기의 다양한 작용으로 인해, 리는 본래 하나이나 다양하게 나타난다[理通氣局]. 이처럼
기의 능동적 작용에는 항상 어떤 원리 즉 리가 수반된다[氣發理乘]. 리와 기의 실재성은 인정
하나, 리의 능동성을 부정하고 기의 능동성만을 인정하는 이러한 이이의 리기론을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기론(主氣論)이라 부른다.
이제 우주의 리와 기의 문제를 벗어나 인간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지만 리기의 문
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인간 및 인간 정신에 관한 문제는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소우주인 것이다.

Ⅲ. 인성론
지금까지 살펴본 이황과 이이의 리기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인성론을 살펴보기
로 한다.

1. 심(心)‧신(身)의 구조
성리학의 전통에 따라, 이황과 이이는 인간도 다른 모든 우주 만물과 마찬가지로 리와 기
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기는 인간 및 사물의 물질적 구성요소가 되고 리는 그들의 본성
이 된다.
유일하고 완전한 리인 태극이 인간과 만물에 내재되어 그들의 ‘보편적 본성’을 이루게 되는
데, 이를 좀 더 분석적인 용어로 “본연지성(本然之性=천연지성天然之性=천지지성天地之性=천
명지성天命之性)”이라 부른다. 리는 현실적으로 항상 기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본연지성은
다양한 사물들의 기와 결합되어 그들의 다양한 기의 특질에 따라 역시 다양하게 특수화 된다.
즉 “리일분수(理一分殊)”한다. 그래서 그들의 ‘개별적 본성’도 상이해진다. 기와 결합된 리 즉
본연지성은 분석적인 용어로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 부른다. 종합해서 말하면, 본연지성은
모든 인간과 사물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나, 그들이 품수받은 기의 다양성 때문에 그들의 기질
지성은 서로 달라진다.
또한 품수받은 기의 질적인 차이에 따라 자연의 피조물들 사이에는 자질상의 차이가 있다.
인간은 가장 순수하고 균형잡힌 기를 부여받았으며, 인간에게 정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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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마음[心 정신] 역시 몸과 마찬가지로 리와 기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
과 몸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그것들이 품수한 기의 자질에 있다. 즉 마음을 구성하는 기는 몸
을 구성하는 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순수하다. 이 물질적 조건이 바로 마음 속에 리가
거처하고 또한 마음이 리를 알고 따르는 능력을 가지게 된 주된 이유이다. 성리학자들의 일반
적인 표현을 빌면 “몸은 마음의 거처이며 마음은 리의 거처”이고, “마음은 몸을 통솔[帥]한다.”
마음 속에 거처하는 리가 곧 인간의 본성이다. 다시말해 마음 속에 인간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본성도 그 리의 부분만을 고려할 때에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불린다. 그리고 이 본연지성은 구체적으로 특히 인(仁)‧의(義)‧예(禮)‧지(智)의 이치[理]를 말
한다. 마음 속의 이 본연지성은 현실적으로 기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상태의 본성을 역시 기
질지성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 기질지성이 말하자면 마음의 구조인 셈이다. 이 구조는 어떻게
기능하고 또 어떻게 기능해야만 하는가? 이 물음이 성리학의 성정(性情)론과 수양(修養)론의
핵심이다. 이황과 이이를 통해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2. 심(心)‧성(性)‧정(情)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속의 기질지성을 구성하는 리와 기
의 구조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우선 성리학자들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전통적 이론을 소개
한다. 예기(禮記)의 악기(樂記)편은 말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한 것[靜]은 천성이다. 그리고 외물에 감촉하여 움직임[動]은 천
성의 욕망인 것이다. 외물이 이르면 지력(知力)에 감지(感知)되고 그런 연후에 호오(好惡)
가 나타나는 것이다."30)

악기의 진술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바깥 사물의 자극에 반응하여 작용을 시작한다. 신유
학자들도 이러한 전통적 견해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우선 이황의 말을 들어본다.
“주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천지의 알맹이를 받아 태어나고, 욕심에 물들지 않았을 때는
순수‧지선하여 여러 이치가 갖추어 있으니 이른바 성(性)이다. 사람이 이 성(性)이 있으니,
곧 형(形)이 있게 되고 형이 있게 되면 곧 이 심(心)이 있게 되어 물(物)에 느낌이 없을 수
없게 되고, 물에 감(感)하여 움직이게 되면 성의 욕(欲)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선악이
이에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니 성의 욕이란 곧 이른바 정(情)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실
은 악기(樂記)의 동(動)‧정(靜)의 뜻을 해석한 것으로서 말은 비록 간략하나 이치는 해박
하게 포함되어 성정(性情)의 설에 대하여 극진하여 오묘한 이치를 남김이 없다고 할 만합
니다...대개 이 심이 있으면 물에 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情)이 리기(理氣)를 겸한 것
30) 禮記, 第19篇(樂記). (人生而靜, 天地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慾也. 物至知知然後, 好惡形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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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히 알 것입니다. 물에 감하여 동함에 선(善)‧악(惡)이 이에 나누어지게 되면, 정(情)
의 선악이 있는 것도 역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31)

이제 이이의 말을 들어보자.
“주역에 이르기를, ‘고요히 부동(不動)하다가 느끼어 곧 통한다’하였으니, 비록 성인의 마
음이라 하더라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고 반드시 느낌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
이니, 느끼는 바는 다 외물(外物)입니다. 왜냐하면, 어버이에게 느끼면 효가 생기고, 임금에
게 느끼면 충(忠)이 동하고, 형에 느끼면 경(敬)이 성하나니, 어버이와 임금과 형이란 것이
어찌 마음속에 감추어진 리이겠습니까. 천하에 어찌 밖에서 느끼지 않고 안으로부터 스스
로 발하는 정이 있겠습니까. 특히 느낀 바가 정(正)이 있고, 사(邪)가 있으며, 그 동(動)함이
지나치기도 하고 못 미침도 있으니, 이러므로 선과 악의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32)

위의 말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기질지성의 본체[體]는 본래 움직임없이 고요하다[靜]. 이 상태에서는 마음[心]도 활동을 하
지 않고 조용하다. 외물(外物)이 마음에 감촉되면 이때 기질지성이 반응작용[用]을 하게 되고
따라서 마음은 활동하게 된다. 마음-더 분석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을 구성하는 기질지성-의
최초의 활동을 주자학에서는 정(情)과 동일시한다. 그리고 정(情)을 바탕으로 해서 의식적인
다른 정신 활동이 생겨난다. 이이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
“심(心)이 작용[發]하지 않은 때에는 성(性)이 되고, 이미 작용한 것은 정(情)이요, 작용
한 뒤에 헤아리고 생각함은 의(意)가 된다.”33)

이황도 같은 입장이다.
“대개 심(心)은 리와 기를 합(合)하고 사물에 대한 성과 정을 통(統)한 것입니다. 그러
므로 다만 의(意)만이 심(心)의 발(發)이 아니라, 정(情)이 발하는 것도 또한 심의 소치입
니다. 리는 형(形)과 영(影)이 없으며, 그것이 심에 담기고 실려 있는 것은 성(性)입니다.
성도 또한 형과 영이 없으며, 그것이 심에 기인하여 베풀어지고 발용(發用)하는 것이 정
(情)이요, 또 정이 발함으로 인하여 비교하고 헤아려서,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의(意)입니다.”34)

이렇게 볼 때 정은 현대 심리학상으로는 감각(感覺 sensation)과 지각(知覺 perception)을 아
31)『국역
32)『국역
33)『국역
34)『국역

퇴계집
율곡집
율곡집
퇴계집

I』,
I』,
I』,
I』,

p. 293.
pp. 189-190.
p. 181.
p.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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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는 말이고, 의(意)란 의식(意識 consciousness)을 말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성리학
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요컨대 마음의 구조는 ‘기질지성’이고, 기질지성이 외물의 자극에 의해 최초로 반응한 것이
마음 속의 정(情)이다. 이것은 신유학자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바, 즉 정(情)은 의식
[意]의 출발점 즉 “작용한 뒤에 헤아리고 생각”하는 근거로서 참과 거짓, 선과 악의 분기점인
것이다. (앞의 주 31, 32의 인용문 참조할 것) 이러한 의미에서, 신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정(情)
에 관한 심리학적 문제는 나아가 인식론적‧윤리론적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이리하여 정의 문
제는 한국 신유학자들에게 주요한 논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 정의 작용에 대해 좀 더 알아보
기로 한다.

3. 정(情)의 작용
정이란 외물(外物)의 자극에 의해 마음 속의 기질지성이 최초로 반응작용을 한 것이다. 문제
는, 이때 기질지성을 구성하는 리가 주도적으로 반응하는가 혹은 기가 주도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둘다 동시에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선 순수히 이론적인
관심도 있겠으나, 이를 근거로 정(情)을 기가 아니라 리(즉 성)에 따르게 할 정신수양의 방법
이 틀려지기 때문이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황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황의 정(情)에 대한 이론은 기대승(奇大升 1527-1572, 호: 고봉高峰)과 7년 동안 서신으로
논쟁을 하면서 형성되었다. ‘사단칠정 논쟁(四端七情論爭)’ 혹은 더 간단히 ‘4‧7논쟁’이라고 불
리는 그들의 논쟁은 마음의 구조인 기질지성의 리와 기는 각자 주도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지, 그래서 사단과 칠정이라는 두 가지 다른 범주의 감정을 낳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와 기는 둘 다 능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황에게는, 기질지성은 외물에 접했을 때 리의
발동에 의해서거나 기의 발동에 의해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범주의 감정이 생겨나
게 된다. 리가 발동하여 생겨난 감정은 맹자가 말한 사단이다. 즉 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서, 이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단은 오직 선하기만
한 감정으로서, 이를 확충하면 곧 유교의 최고가치인 인의예지의 사덕(즉 리)을 실현하게 된
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의 발동에 의해 일어나는 감정이 있는 바 그것은 칠정이다. 예기의 예
운(禮運)편에서 열거한 기쁨‧분노‧슬픔‧두려움‧사랑‧미움‧욕구[喜怒哀懼愛惡慾]로서, 유교 전
통에서 통상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총칭한다. 칠정은 선하기도 악하기도 한데, ‘중용’에
의하면 “화(和)의 기준에 따라서 절도(節度)에 맞으면”, 혹은 성리학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리
에 맞으면” 선하고 그렇지 못하면 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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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은, 리와 기는 사실상 결합되어 기질지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들의 작용은 동시에
일어난다고[理氣共發] 주장했다. 따라서, 리와 기의 불가분의 결합체인 기질지성에서 생기는
감정은 단 하나의 범주밖에 없다. 즉 그것은 칠정으로서, 칠정은 인간의 모든 감정에 대한 총
칭이고 사단은 그중 극히 선한 일부분일 따름이라고 한다.
그들의 논쟁 과정에서, 이황과 기대승은 감정은 기질지성이 외부의 대상에 반응하여 생긴다
는 사실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 반응작용에 있어서, 이황은 기질지성의 리와 기가
각각 주도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理氣互發]고 주장했고, 반면에 기대승은 기질지성의 리와 기
는 “불가분리”한데도 불구하고 이황의 생각은 “지나치게 분석적”35)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
논쟁은 이황에게 유리하도록 끝이 났는 바, 기대승은 망서리면서도 이황의 결론을 인정했다.
이황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단이 사물에 감촉하여 움직이는 것도 확실히 칠정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사단은 리
가 발하니 기가 따르고[四則理發而氣隨之], 칠정은 기가 발하니 리가 타는 것이다[七則氣
發而理乘之].”36)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은 한국에서 그 당시 및 후대의 유학자들 일반의 관심을 불러일으켰
다. 모두가 사단칠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신유학은 그 독특한 발전을 하게 되
었다.
이이는 퇴계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이는 말한다.
“대개 발하는 것은 기요, 발하는 까닭은 리이니, 기가 아니면 능히 발하지 못하고, 리가
아니면 발하는 바가 없어서(이 一端은 聖人이 새로 나와도 이 말을 고치지 못하리라/율곡
자신의 주) 선후(先後)도 없고 떨어지고 합한 것도 없으니, 서로 발함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심과 도심은 혹 도와 의(義)로 나뉘어 그 근원은 비록 하나이면서도 끝이 벌써 갈
라졌으니, 인심과 도심은 양변으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지마는, 사단과 칠정은 그렇지 않
은 점이 있습니다. 사단은 칠정의 선한 일변이요, 칠정은 사단의 집합체이니, 어찌 일변과
집합체를 상대적으로 말하겠습니까. 주자의 ‘리에서 발하고 기에서 발한다’는 말도 본의는
역시, ‘사단은 오로지 리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다’는데 불과한 것이
요, 결코, ‘사단은 리가 먼저 발하고, 칠정은 기가 먼저 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퇴계는
이에 의거하여 ‘사단은 리가 발하여 기가 따르고, 칠정은 기가 발하는데 리가 탄다’하였으
니, ‘기가 발하는 데 리가 탄다’는 말을 옳습니다. 그러나 칠정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단
도 역시 기가 발하는 데 리가 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애가 우물에 빠짐을 본 연후
에야 측은한 마음을 발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기
가 발한다는 것이요, 측은한 마음의 근본은 인(仁)이니, 이것이 리가 탄다는 것입니다. 사

35)『국역 퇴계집 I』, p. 275.
36)『국역 퇴계집 I』,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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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의 조화도 역시, ‘기가 화(化)하는 데 리가 타는 것이
다’하였으니 음과 양이 동하고 정하는 데 태극이 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리와 기가 먼저
니, 뒤니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리가 발하는 데 기가 따른다’는 말은 분명히 앞뒤가
있는 것을 표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37)

이이에게 있어서는, 리와 기는 불가분의 통합체를 이루고 이 통합체에서 오로지 기만이 작
용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황의 이론중에서 ‘리가 발하여 기가 따른다’는 명제는 말이 안되고,
오직 ‘기가 발하여 리가 그 위에 탄다’라는 명제만 성립된다[氣發一途]. 따라서 기질지성의 리
와 기는 각각 작용하여 두 가지 범주의 감정을 낳을 수가 없으며, 기의 작용에서 생겨난 단 하
나의 범주의 감정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칠정이고 사단까지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감정을 대
표하는 것이다. 이 감정은 외물의 자극에 의해 마음 속 기질지성의 기가 반응하고 리가 그 기
위에 타서 일어난다.
외물의 자극에 반응해 기질지성의 리의 발동에 의해서건 기의 발동에 의해서건 마음 속에
정이 일어날 때, 이 정은 성(즉 리)에 따르면 옳고 선하며 그렇지 못하면 그르고 악하다. 이제
마음 수양의 문제가 대두된다.

Ⅳ. 수양론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학문이란 단순히 지적 활동만이 아니라, 지적 내용을 진심으로 체인
(體認)하는 일이기도 하다.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리(즉 성)를 알고 몸소 체인하는 일
이다. 또한 이들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말하면 기질지성의 작용인 정을 본연지성에 따르게 하
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대학의 ‘8조목’을 상기해 보자. 이는 전통적으로 유학자들이 학문을 하는 방법론상의
여덟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각각의 단계는 다음 단계의 기반이 된다. 이 여덟 단계는, 격물
(格物 사물의 이치를 구명하기), 치지(致知 지혜를 달성하기), 성의(誠意 생각을 성실하게 하
기), 정심(正心 마음을 바로 잡기), 수신(修身 몸가짐을 바로하기), 제가(齊家 집안을 잘 관리하
기), 치국(治國 나라를 잘 다스리기), 평천하(平天下 천하의 평화)이다. 이를 성리학자들의 입
장에서 말하면, 격물‧치지는 리를 궁구[窮理]하는 지(知)의 일이요, 성의‧정심‧수신은 리를 몸
소 체인하는 행(行)의 일이며, 제가‧치국‧평천하는 그 리를 외부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다.38)
대학의 방법론에 의하면, 정신수양을 위해서는 지의 공부인 격물치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

37)『국역 율곡집 I』, pp. 188-189.
38)『국역 율곡집 II』; 성학집요, p.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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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행의 공부인 성의정심을 해야 한다. 즉 선지후행(先知後行)이다. 그러나 성리학자들은 대체
로 지행병진(知行竝進)을 주장한다. 즉 격물치지의 지의 공부와 성의정심의 행의 공부를 병행
해야 한다. 이 지행병진의 방법론은 정이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진술되었다: “함양은 반드시 경
으로 하고, 학문의 진보는 지식을 넓히는 데 있다.”39) 이는 다른 표현으로 거경(居敬)과 궁리
(窮理)라 한다.
이제 거경과 궁리에 대한 이황과 이이의 입장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가 보기에 이들 두
사람은 거경과 궁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 개념 정의에 관한 한 이견이 없으나, 학문 즉 정신수
양의 절차로서의 우선 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이 두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를 소개한 뒤, 학문의 절차로서의 이들에 대한 이황과 이이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궁리란 말 그대로 리를 궁구하는 것을 뜻하며, 대학의 격물치지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든 성리학자들이 칭송하는 주희의 말을 대신하기로 한다.
“대저 사람의 마음의 영(靈)함은 지(知)를 가지지 않음이 없고, 천하의 물(物)은 리(理)
를 갖추지 않음이 없다. 오직 리를 다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知)가 다하지 못함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大學)의 첫 가르침은 학자로 하여금 천하의 사물에 즉(卽)하여 어느
것이나 그 이미 안 리를 따라서 더욱 연구를 가하여 그 극에 이르도록 함에 있다. 연구에
오래오래 힘써서 어느날 활연(豁然)히 관통(貫通)하게 되면 모든 사물의 표(表)와 리(裏),
정(精)과 조(粗)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 나의 마음의 모든 체(體)와 용(用)이 밝아지지 않음
이 없다. 이것을 물(物)에 격(格)한다고 이르는 것이며, 이것을 지(知)의 지극함이라 이르
는 것이다.”40)

궁리 즉 격물치지란 모든 대상의 리를 탐구함으로써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에 내
재한 리를 밝히는 것이다. 궁리란 곧 마음 바깥의 대상[外物]의 리를 탐구하는 일이 중심이다.
이에 반해 거경은 내적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와 관련된다. 거경이란 마음이 경의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하는데, 경의 뜻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경의 개념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주요한
정의를 일단 소개하기로 한다. 정이에 따르면, “경이란 하나를 주로 하는 것[主一]을 말한다.
이른바 하나란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無適]을 하나라 한다.”41) 주희에 따르면, “경이
란 단지 마음이 스스로를 주재(主宰)하는 것이다.”42) 또는, “경이란 단지 삼가 두려워서 감히
방종하지 않는 것이다.”43) 경의 의미는 이처럼 좀 복잡하나, 우리는 단순화시켜 경이란 마음이
39) 二程遺書, 卷2. 近思錄, 卷2: 58. (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
40) 朱熹, 大學章句. (蓋人心之靈, 莫不有知, 而天下之物, 莫不有理. 惟於理有未窮, 故其知有不盡也. 是以大
學始敎, 必使學者, 卽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 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 而一旦豁
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無不到, 而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
41) 二程遺書, 卷15. (所謂敬者, 主一之謂敬. 所謂一者, 無適之謂一.)
42) 朱子全書, 卷2; 22. (敬只是此心自做主宰處.)
43) 朱子全書, 卷2; 23. (敬只是有所畏謹不敢放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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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주재(主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로 한다.
거경의 목적은 마음 속에 내재된 본연지성(곧 인의예지의 4덕)을 함양하는 한편 정(情)의
작용을 잘 관찰하여 본연지성에 합치시키기 위함이다. 전자를 존양(存養), 후자를 성찰(省察)
이라고도 한다. 이황은 말한다.
“사람이 하늘의 명을 받을 때에 4덕의 이치를 갖추어, 한 몸의 주재가 되는 것은 마음
[心]이요, 사물이 마음에 감촉되어 선․악의 기미를 따라 마음의 작용이 되는 것은 정(情)
과 의(意)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 반드시 존양(存養)하여서
그 본체[體]를 보존하고, 정의(情意)가 발(發)할 때에는 반드시 성찰(省察)하여 그 작용[用]
을 바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의 이치가 넓고 넓어 가히 더듬어 잡지 못하며, 흐리
고 섞여 있어 가히 측량하지 못하는 것이니, 만약 경(敬)을 첫째로 삼지 않으면, 어찌 능히
그 성을 보존하여 그 체를 세우겠는가. 이 마음이 발하는 것은 저울의 작은 눈금을 살피기
보다 어렵고, 위태한 구덩이를 받치기보다 어려운 것이니, 진실로 경을 첫째로 삼지 않으
면 어찌 능히 그 기미를 바르게 하고, 그 작용을 통달할 수 있겠는가. 이러므로, 군자의 학
문은 마땅히 이 마음이 발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경을 주로 하여 존양의 공부를 더해야
하고, 이 마음이 이미 발할 때에는 반드시 성찰의 공부를 더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경학
(敬學)의 시종(始終)을 이룩하는 것이고 체(體)‧용(用)에 관통하는 것이다.“44)

궁리와 거경의 개념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제 학문 즉 정신수양의 절차로서의
그들의 우선 순위의 문제에 대한 이황과 이이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황은 말한다.
“궁리와 거경 두 가지가 비록 서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기는 하지만 실은 두 가지의
독립된 공부인 것이니 절대로 단계가 나뉘어짐을 근심하지 말 것이며, 오직 반드시 두 가
지를 서로 병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45)

이황은 일단 궁리와 거경의 병진을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이황은 거경이 오히려 궁리를 아
우르는 더욱 포괄적 방법이라고 여긴다. 그는 말한다: “경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겸하고 동(動)과 정(靜)을 일관하며, 마음과 행동을 합일하고 드러난 곳과 은밀한 곳을
한결같이 하는 도입니다.”46)
그러나 이이는 거경‧궁리의 병진이 아니라, 거경을 궁리의 선행단계로 보고, 나아가 거경의
선행단계로 ‘입지(立志)’ 즉 뜻을 세우는 일을 앞세운다. 그리하여 그의 주요 저서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의 목차는 모두 ‘입지‘라는 항목을 앞에 둔다. 그의 성학집요를 살펴보기로 한다.
44)『국역 퇴계집 II』; 천명도설, pp. 63-64.
45)『국역 퇴계집 I』, p. 237.
46)『국역 퇴계집 I』; 성학십도,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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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집요의 목차는 제1 통설(通說), 제2 수기(修己), 제3 정가(正家), 제4 위정(爲政), 제5 성
현도통(聖賢道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수양의 문제와 관련된 편목은 제2 수기인바, 이 수
기 편은 1. 총론(總論); 2. 입지(立志); 3. 수렴(收斂); 4. 궁리(窮理);...13. 수기공효(修己功效) 등
전체 13장으로 구성된다. 이제 이 수기 편의 진술을 통해 이이의 입지, 거경, 궁리의 문제를 살
펴보기로 한다.
수기편의 제1장 총론은 이렇게 끝난다: “신이 살피건데 수기(修己)는 거경(居敬), 궁리(窮
理), 역행(力行)의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그 실마리를 간략하게
드러내었으나, 자세한 것은 다음에 있습니다.”47) 그 다음 장인 제2장 입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신이 살피건대 배움에는 뜻을 세우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 것이니, 뜻이 서지 아니하고는
능히 공업을 이룬 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세운다[立志]는 조목을 몸을 닦는 것[修己]에
앞세웠습니다.”48) 그리고 제3장 수렴은 이렇게 시작한다: “신이 살피건대 경(敬)이라는 것은
성학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러므로 주자는 말하기를 ‘경을 가지는 것은 궁리의 근본이니, 아
직 깨닫지 못한 이는 경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 하였고, 정자는 말하기를 ‘도에 들어가는 데는
경만한 것이 없으니, 치지(致知)를 하면서 경에 있지 않은 이는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경이
학문의 시작임을 말한 것입니다...이제 ‘경은 학문하는 처음이다’를 가져다가 궁리장(窮理章) 앞
에 놓고 이것을 수렴(收斂)이라고 제목하여 ‘소학(小學)’의 공부에 대처하려고 하옵니다.”49) 그
리고 제4장 궁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신이 살피건대, 수렴한 뒤에는 궁리로써 치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궁리장을 그 다음에 두었습니다.”50)
이렇게 볼 때 이이에게 있어서 학문의 절차는 입지, 거경, 궁리의 순으로 정립되는 것이 분
명하다. 특히 입지를 앞세우는 것은 그의 정신수양론의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격
몽요결의 제1장 입지에서 이이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 배우는 이는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워[立志] 반드시 성인(聖人)이 될 것을 스스로
기약할 것이요, 조금이라도 자기자신을 작게 여겨 물러가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다. 아아, 일반 사람도 그 본성은 성인과 한 가지인 것이다. 비록 기질은 청(淸)‧탁(濁)‧
수(粹)‧박(駁 잡것이 섞인 것)의 다름이 없지 않겠으나,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젖어 온 구
습을 버리고 그 본성(本性)을 되찾는다면, 털끝만큼도 보탤 것이 없이 모든 선(善)이 충분
히 갖춰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하거늘 어찌 일반 사람이라도 성인이 될 것을 스스로 기약
하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맹자가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여 말마다 요(堯)‧순(舜)을 들어
말하기를, ‘사람이면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하였으니, 어찌 우리를 속였으랴.”51)
47)『국역
48)『국역
49)『국역
50)『국역
51)『국역

율곡집
율곡집
율곡집
율곡집
율곡집

II』; 성학집요, p. 27.
II』; 성학집요, p. 28.
II』; 성학집요, pp. 35-36.
II』; 성학집요, p. 43.
I』; 격몽요결, p.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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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배우는 이는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워[立志] 반드시 성인(聖人)이 될 것을 스스로 기
약할 것이요’,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젖어 온 구습을 버리고 그 본성(本性)을 되찾는’ 궁리‧거
경의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런데 왜 그는 입지를 학문의 선행 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일까? 이
이의 수양 방법론은 그의 리기론과 무관하지 않다.
이이에 따르면, 지(志)란 “마음에 갈 바가 있는 것” 즉 마음에 목표가 정해진 것, 또는 “지
(志)는 의(意)가 정해진 것이요, 의는 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52) 리를 궁구하고 성
(즉 리)을 존양하는 궁리와 거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갈 바가 있는 것’ 즉 성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이에게서 리는 능동적인 작용력이 없고 오직 기
만이 작용력이 있다: “기가 명령을 듣고 안 듣고는 기가 하는 바이지, 리가 하는 바가 아니다
.”53) 그래서 거경‧궁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의 자의적인 작용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입지(立志)인 것이다. 이이의 표현에 따르면, “뜻[志]은 기(氣)의 장수[帥]
이니, 뜻이 전일하면 기가 동하지 않는 것이 없다.”54) 이렇게 방향을 세운 연후에 -다시말해
입지로 기를 다스린 연후에- 리에 대한 궁리와 거경을 해야 한다.
이상으로서 이황과 이이의 정신수양의 문제에 관한 고찰을 마치고자 한다. 요컨대, 정신 수
양의 문제는 리를 알고 몸소 체득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그 기본 방법은 궁리와 거경이다. 통
치자와 국민 모두가 이렇게 정신 수양을 하면, 대학(大學)에 의거한 성리학자들의 논리에 따르
면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Ⅴ. 결 론
이황과 이이 모두 주희의 성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주희의 이기론에서의 모순은 그들
성리학의 차이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그 두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리의 능동성과 창조성
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황은 리의 능동성과 창조성을 인정한다. 이리하여 우주론적 차원에서 태극 즉 리가 자신
의 운동과 고요함의 작용을 통해 음양 즉 기를 생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상적 차원에서
리와 기는 항상 결합되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현상을 구성하고 또 각각의 능동적 작용으로 현
상계의 변화를 일으킨다. 인간에게 있어서, 기는 육체와 정신의 물질적 구성요소가 되고 리는
정신에 내재되어 인간의 본성을 이룬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즉 기질지성을 구성하는 리와 기
는 외물의 자극에 각각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4단과 7정의 두 가지 범주의 정을 일으킨다. 이처
52)『국역 율곡집 II』;성학집요, p. 94.
53)『국역 율곡집 I』, p. 214.
54)『국역 율곡집 II』; 성학집요,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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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리와 기 양자의 상호작용[理氣互發]을 인정하는 나머지 수양론적 차원에서는 리의 인식과
체득 및 4단7정의 존양성찰을 동시에 병행하는 지와 행의 병진, 다시말해 격물치지의 궁리 공
부와 존양성찰의 거경 공부의 병진을 주장했다.
이이는 리의 능동성과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주론적 차원에서 태극 즉 리가 음양 즉
기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 그 둘은 동시에 영원히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현상적 차원에서 리와
기는 항상 결합되어 있으나 리는 능동성이 없고 오직 기만 능동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
간의 정신 역시 이러한 리와 기로 구성되었으며, 외물의 자극에 대해 오직 기만이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한 가지 범주의 감정들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수양론적 차원에서 그는 입지를 통해
기를 먼저 다스릴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의 절차로 선(先) 거경 후(後) 궁리의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들 학문의 이론적 토대를 리기론에 두고 있으며, 리의 인식과 체득
과 실천 이것을 그들 학문과 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음에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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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Cosmology and Ethology
of Yi Hwang and Yi I

Yoo, Tae-Gun

In this comparative study of cosmology and ethology of Yi Hwang and Yi I, founders of
the two Korean Neo-Confucian schools of li or principle and ki or material force, I try to
clarify their different positions in the usage of the concepts of li and ki, two cosmological
substances, which lead in turn their differences in theory and in practice. For the purpose,
I begin with an examination of the cosmology of Tchou Hi, founder of Chinese
Neo-Confucianism, in which he uses the concept of li in contradictory way. This
contradiction brings about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concept and, as a result, different
cosmology and ethology for the two Korean Neo-Confucianists. Yi Hwang admits activity
of li and ki. From this point of view, he constructs his idealistic cosmology and
rationalistic philosophy. Yi I admits activity of ki, but denies activity of li. And this point
of view leads him to construct his cosmology and philosophy declined with materialistic
and empirical tendencies, respectiv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