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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요 약 문] 이이의 본성론은， 기질지성만울 인간의 본성으로 보려 한다는 특정 

을 갖는다. 그 결과 이이는 “본성이란 이(理)와 기가 합쳐진 것이다”라는 명제 

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는 이이의 본성론이， ‘본성은 곧 이(理)’라고 보는 주 

자학의 견지에서 벗어난 것임올 말해 준다. 

이이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선한 정과 악한 정， 인심과 도심 둥 마음의 온갖 

현상이 기질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또한 여기서 나아가 성인과 보 

통 사람， 못된 사람의 차이롤 결정하는 것도 기질이라고 본다 따라서 선한 인 

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질이 맑고 순수해야 한다 그런데 기질이 

완전히 맑고 순수한 사람은 성인밖에 없으므로， 대부분의 인간은 태어날 때부 

터 도덕적으로 악한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이의 본성론 

은 결국 맹자의 성선설올 실질적으로 부정하면서 성악설에 접근하게 되며， 이 

때문에 후대에 많은 논란올 불러일으킨다. 한편 기질지성 중심의 이이 본성론 

은， ‘기질울 바로잡는’ 교기질론{屬氣寶論)의 수양론으로 이어진다. 이는 주자 

화의 수양론이 넓은 의미에서 ‘본성을 회복힘t復其性)’을 지호t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서울시럽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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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이이(李짧; 1536-1584)에 대한 기폰의 연구에서는， 의외로 본성론에 

대한 고찰을 발견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신유학의 이론 체계에서 

본성론이 심성론 전반은 물론， 수양론과 사회 이론의 가장 중요한 전 

제가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다소 의아스런 일이다. 아마도 이 

는 그간의 이이 연구가 주로 사단칠정론을 중심으로 하여 이뤄졌던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이이의 본성론에 대 

한 얼마 되지 않는 연구조차도， 대부분 본연지성파 기질지성의 ‘관계’ 

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다. 즉， 이이에서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 

하는 관계이며， 이는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것과 상웅한다는 것이 

다.1) 이는 사실상 사칠론의 연장선에서 이이의 본성론에 접근한 것 

이라고 하겠다. 그밖에도 이이의 본성론에 대해 언급한 몇몇 연구가 

있긴 하지만，2)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철 뿐 본격적인 분 

석의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이의 본성론은， 기질지성만윷 인간의 본성으로 보려 한다는 특정 

1) 裵宗鎬 r韓國簡學의 哲勳성 展開』中， 延世大學校出版部， 1985. 8, 63쪽， 199 
쪽; 宋錫球 r票용의 哲學思想 iIl究~ , 螢혈H:l版社， 198π. 2, 110-111쪽; 金聲
凡 f退찢와 票강의 心性論 比較&다究J ， 동아대 철학과 박사 논문， 1995. 2, 
103쪽 참조. 

2) 황의동은 “본성이란 리와 기가 합쳐진 것이다”이라는 이이의 주장올 이른바 

‘이기지묘(理氣之妙)’의 구조가 적용된 것이라고 본다(:융꼭사상의 체계적 이 

해~ 1, 서광사， 1998, 215-217쪽， 220-224쪽). 그는 “융곡의 성설은 현실적으 
로 존재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의 性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책， 224쪽). 유명종은 기질지성올 중심으로 한 이이의 본성론은， “A間

은 本質的으로 合理的인 것이 아니라 理氣가 共在하고 갈둥하는 存在라고 

한 것”이라고 말한다(W退훌와 票8의 哲學~， 東亞大學校出版部， 1987, 292 
쪽). 또， 이성전은 “올곡의 λ、性論은 氣를 중심으로 한 현상론적인 뽕、想이 두 

드러지게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f票各 A性論의 iIl究」 원광대 불교학과 박 

사 논문， 1994. 2,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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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3) 그 결과 이이는 “본성이란 리(理)4)와 기가 합쳐진 것이 

다”라는 명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는 이이의 본성론이， ‘본성은 

곧 리’라고 보는 주자학의 견지에서 벗어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 

다. 이 점에서 이이의 본성론은 이이 이론 체계의 전반적인 기조를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이의 심성론을 중심으로 기질지성이 수행하는 역 

할을 검토함으로써 그 비중을 확인하려 한다. 또， 인간의 본성올 기 

질지성에 한정하여 이해하려는 이이의 견지가 결국 성악설에 접근하 

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 때문에 이이 후대에 빚어진 논란을 소개하려 

한다. 나아가 이이 본성론이 담고 있는 성악설의 함의가 수양론과 이 

황 비판 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히려 한다. 

II. 인간의 본성 : 기질지성 

이이는 본성을 일단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두 측면으로 구분한다. 

본성을 이렇게 둘로 구분해 보는 방식 자체는， 주희의 규정을 받아들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셜명에 

서는 주희와 강조점을 달리한다. 그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올 이렇게 

설명한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두 가지 본성이 아닙니다. 기질의 위에 나 

아가 단순히 그 리만을 가리켜 본연지성이라 하고， 리와 기질올 합쳐 
서 기질지성이라고 합니다，5) 

3) 이는 ‘마옴은 기이다(心是氣)’는 심성론의 또다론 명제， 그리고 ‘기가 발하고 
리는 타고 있울 뿐이며(氣發理乘)’ ‘리는 통하지만 기는 국한된다(理通氣局)’ 

는 이기론의 명제와 꽤롤 같이하는 주장이다. 

4) 이 글에서는 ‘理’를 편의상 ‘리’로 표기한다. 
5) r要삼全寶￡， 『聖學輯要~. 20-517 , 또 r答成浩原J(딩6서)， 10→291-의 진술도 

약간의 표현상 차이가 있을 뿐， 거약 비슷한 내용옳 담고 있다. 이하 ‘票감 

全홉J의 글은 제목과 쪽수만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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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지성은 오직 리만 말하고 기에는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기질 
지성은 기를 겸하여 말하는데 리률 그 가운데 포함한 것입니다，6) 

즉， 본연지성은 ‘성즉리(性郞理)’로서 리를 가리키며， 기질지성은 여 

기에 기질을 아울러 말한다는 것이다. 거꾸로 기질지성에서 그 가운 

데의 리만을 가리킬 때는 본연지성이라고 한다，7) 따라서 “본연지성은 

기질을 겸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지만， 기질지성은 도리어 본연지성을 

겸한 것이다，"8) 즉，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천지지성(天地之性)은 리만을 가리키고 기질지성은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다"9)는 주회의 규정과 대략 일치한다. 이이가 주희와 다 

른 점은 본연지성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이 

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이는 개념상의 구분일 

뿐， 기질과 분리된 채 본연지성만 있는 경우란 없다고 주장한다，10) 

본연지성은 반드시 기질로서 기와 함께 존재하며 기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이이의 설명은， 본연지성보다는 그것의 현실적 존재 양태 

로서 기질지성에 더 비중을 두는 사고라고 활 수 었다. 반면에 주희 

는 “기가 없을 때에도 본연지성은 존재한다"11)고 함으로써， 본연지성 

의 역할을 힘주어 강조한다. 심지어 그는 기질지성조차도 결국은 본 

연지성으로서 ‘성즉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정도이다.12) 

이렇게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구분 자체는 주회에 동의하면서도， 

본연지성의 독립적 폰재를 부정함으로써， 이이는 기질지성만이 인간 

의 본성이라고 보게 된다. 이이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기질 

6) r答成浩原J(답2서)， 10-71.-, 
7) r答成浩隱J(답5서)， 10-221.-, 
8) r答成浩原J(답l서)， 9-341.- -357 , 
9) r주자어류.B 4:46, 

10) r答朴和됐J ， 9 • 191.- , 是故#漢無股指稱， 如就혔上指本然之性也. 雖日本性， 而

寶無本性離氣之時， 擔雖日‘i中漢’， 而.無1中漢之時也
11) w주자어류~ 4:46, 論天地之性， 則專指理륨， 論氣寶之性， 則以理與氣雜而言之.

未有此氣， 6有此性. 혔有不存， 而性쩨]常在， 

12) r주자어류1 4:45, 性只是理 氣質之性， 亦只是i훌훌出. 若不從這훌出， 有甚歸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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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를 싸고서 사람과 함께 생겨나며， 이것을 가리켜 본성(性)이라 

고 말한다. 즉， 리는 반드시 기질에 깃든 뒤에야 본성이 된다. 

기질이 본성을 싸고서 사랍이 태어남과 함께 생겨나기 때문에 본성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 

리가 기 가운데 있은 뒤에야 본성이 되니， 만약 형질 가운데 있지 

않다면 당연히 ‘리’라고 말해야 하지， ‘본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1 ↑) 

리는 독립할 수 없고 반드시 기에 깃든 뒤에 본성이 됩니다 15) 

곧 인간의 본성이란 처음부터 리가 기질에 깃든 것으로서 기질지 

성을 말한다. 그래서 이이는 “본성이란 리와 기가 합쳐진 것이대性 

者， 理氣之合也)"1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본성은 리(性郞理)"라는 

주자학의 핵심 명제 17)는 간단히 무너진다. 

이이는 이 같은 기질지성으로서의 본성， 곧 기질이 리률 포함하고 

있는 모습을 그릇에 담긴 물로 비유한다. 기질이 그룻이라면 본연지 

성 또는 리는 불과 같다는 것이다.18) 물파 그룻의 비유는 그가 리와 

기의 관계를 젤명하면서 쓴 비유19)를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이 비 

유는 또 이이가 기질지성으로서 본성올 기발이숭(氣發理乘)의 상태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질파 그 안의 

리， 곧 기질지성과 본연지성 사이에는 기국(氣局)과 이통(理通)의 관 

13) r論心性情J ， 14-327 . 
14) r答成浩原J (답5서)， 10-227 1-. 

15) r答安應休J ， 12-227 . 
16) r答成浩原J(답5서)， 10-227 . 
17) 주희는 ‘본성은 리이다’는 정이의 말이 ‘마옴용 본성과 정융 거느린다’는 장 
재의 말과 함께 ‘깨지지 않는’ 명제라고 본다 r주자어류.! 5:70, 伊)11‘性맑理 

也’， 橫뚫‘心統性情’二句， 願擾不破!
18) r論心性情J ， 14-327 ; r答成浩原J(답2서)， 10-147 참조 
19) r Á心道心圖說J ， 14-51-와 「答成浩原J(답5서)， 10-227 의 r이기영(理氣앓) J 

에 나오는 비유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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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III. 리와 본성의 분리 

주회가 본연지성으로서 ‘본성은 곧 려’로 보는데 비해， 이이는 본성 

을 기질지성으로 붐으로써 주회와는 달리 본성파 리률 구분하게 된 

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랍의 본성이 사물의 본성이 아닌 것은 기가 국한한 것이며， 사람 

의 리가 곧 사물의 리인 것은 리가 통한 것입니다 모나고 둥근 그풋 

은 같지 않으나 그릇 속의 물은 한 가지이며， 크고 작은 병은 같지 않 

으나 병 속의 허공은 한 가지입니다.20) 

여기서 이이는 본성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기국’을 적용하고， 리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이통’올 적용하여， 본성과 리롤 구분해서 쓰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이이가 ‘기에 담긴 리’로서 기질지성만올 본성으 

로 인정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활 수 있다. 이 점을 이이의 제자들은 

보다 분명히 설명한다. 

어떤 이가 질문했다 “하늘에 있는 라와 사랍에게 있는 본성은 똑 

같아서 다름이 없는가7" 김진강이 대답했다. “이것옳 물에 비유한다 

면， 하늘의 리는 원천의 물이고， 사랑의 본성은 그룻 속에 있는 물과 

같다. 원천의 물은 맑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것용 흰 그릇 속에 담으 

면 흰 그룻과 함께 똑같은 색깔이 되고， 이것올 푸른 그룻 속에 담으 

면 또 푸른 그릇과 함께 똑같은 색깔이 된다 "21) 

이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 문답에서는， 본성이 리와 다른 이유 

가 그룻으로 비유되는 기질 때문임윷 분명히 한다. 즉 본성의 리는 

20) r與成浩原J (답9서)， 10-407 . 
21) r語錄」 上， 3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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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의’ 물이 그룻의 색깔을 따라가뭇， 그것올 담고 있는 기질과 ‘똑 

같은 색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리와 기질 사이의 

기발이숭의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사용된 “하늘의 리가 원천의 물이 

라면 사람의 본성은 그릇 속에 있는 물과 같다”는 비유는， 주자학에 

서 자주 사용되는 “하늘의 달이 모든 강물에 비쳐서 찍혀 있는 것(月 

印千江)"의 비유와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주회는 리의 총체를 ‘태극 

(太極)’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연 세계 전체의 태극을 ‘통체태극(統體 

太極)’으로， 이것이 그대로 각 개체에 부여된 것올 ‘각구태극(各具太 

極; 각각에 부여되어 갖추어진 태극)’이라고 구분한다. 이때 이치의 

총체로서 인간에게 부여된 각구태극은 곧 인간의 본성이 된다. 주회 

는 통체태극과 각구태극 곧 인간 본성의 판계롤 “하늘의 달이 모든 

강물에 비쳐서 찍혀 있는 것”에 비유한다.22) 주회의 이 비유는 리의 

총체로서 태극과 본성 사이의 ‘동일성’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는 인 

간의 ‘본성은 곧 리’라는 그의 교설 때문이다. 반면 ‘원천의 물과 그 

롯 속의 물’ 비유는 리와 본성 사이의 ‘차이’를 섣명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이가 기국 또는 기발이숭으로서 기질지성이 인간의 본성이라 

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이이에 따르면， 리는 사실상 가질에 의해 그 

현실화되는 양상이 좌우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이처럼 기질지 

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리와 본성을 구분할 경우 

에는， 인간의 도덕 실천에서 리가 수행하는 역활이 극히 모호해지고 

만다. 이는 리와 본성올 구분하면서 이를 다시 ‘통체태극’과 ‘각일기 

성(各-其性)’으로 설명한 다음의 예에서 장 드러난다. 

천지와 사람과 만물이 비록 각각 그 리가 있으나， 천지의 리가 곧 

만물의 라이고 만물의 리가 곧 사랍의 리이니， 이것이 이룬바 ‘통체일 
태극(統뽑 _._~太~)’이란 것업니다. 비록 라는 한 가지라 하더라도， 사람 

의 본성이 만물외 본성이 아니고 개의 본성은 소의 본성이 아니니， 이 

른바 ‘각일기성’입니다 23) 

22) 손영식~이성과 현실· 송대 신유학에서 철학적 쟁점의 연구J ， 울산대학교 출 

판부， 1999. 2. 303←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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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이는 사람과 사물와 ‘본성’야 다른 것올 ‘각일기성’이라는 

말로 설명한다.24 ) 이는 물론 기질지성론에 근거한 것이다. 또 사람과 

사물의 ‘리’가 같은 것올 ‘통체태극’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이가 ‘통 

체태극’이라고 부른 것은 실제로는 사람과 사물에 ‘각각 있는’ 리 사 

이의 동일성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각구태극’의 의미에 가깝 

다. 즉， 이이는 통체태극이란 말과 각구태극이란 말의 의미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고 이 둘을 뒤섞어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회와는 

달리 이이의 체계에서는 ‘각구태극’이 별다른 역할올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이미 본 것처럼 주희에서는 자연 세계 전체의 태극을 ‘통체 

태극’이라고 하고， 이것이 각각의 개체에 부여된 것올 ‘각구태극’이 

라고 하는데， 각구태극은 곧 인간의 본성올 이룬다. 여기서 자연 세 

계 전체에 통체태극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자연이 도덕적 이념을 실 

현하면서 선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올 말한다. 또 인간이 다른 사 

물들처럼 각구태극올 지니고 있다는 것은， 자연의 운행이 구현하는 

이념적 질서에 인간도 그 일부로서 동참할 수 있음올 의미한다. 즉， 

인간은 각구태극인 리롤 본성으로 간직함으로써 도덕적 실천의 발판 

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이에서는 인간의 본성올 리인 본연지 

성이 아니라 이와 기가 뒤섞인 기질지성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순전 

한 리의 총체로서 태극은 인간의 본성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구태극올 도덕 실천의 발판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된 이상， 자연 세 

계 전체가 지닌 통체태극이나 그것의 분유{分有)인 각구태극이나 이 

이에서는 인간의 본성 밖에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며， 굳이 이 둘 

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천리(天理)와 

인성(Á性)은， 단순히 한쪽은 리이고 한쪽은 리와 기의 합이어서 의 

미상으로 ‘구분’되는 것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밖과 안으로 형이상학 

23) r答成浩原J(답2서)， 10-37 . 
24)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이는 기질지성울 본성으로 파악하므로， 본성은 인간 
과 동물의 차이이기도 하다. 즉， 이이에서는 인성(Á性)과 불성(物性)은 처음 

부터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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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위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이는 이통기국설이 사실상 리롤 기국 

(氣局)의 인간 현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15)과 연결되는 생각으로서， 

이이의 기질지성론이 성선설을 부정하는 것임올 시사한다. 

IV. 기질의 역할 

물과 그릇의 비유에서 잘 드러나듯이， 리인 본연지성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좌우하는 것은 리를 담고 있는 그릇인 기질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선악 

올 결정하는 것이 다름 아닌 기질임을 의미한다. 

사람은 기질지성융 타고나므로 본디부터 일정한 선악옳 가지고 있 

습니다 26) 그래서 공자께서는 “본성은 서로 가깝지만， 습성 때문에 서 

로 멀어진다”라고 하였고， 또 “아주 뛰어난 사람과 아주 못난 사람은 
바꿀 수 없다"27)라고 했습니다갱} 

오늘날 공부하는 이들은 선파 악이 기의 맑고 호련 차이에서 비롯 

한 것임을 알지 못하며， 그 이론올 탕구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 

서 리가 발한 것이 선이고 기가 발한 것이 악이라고 하여 리와 기가 
서로 분리되는 잘못이 있게 하였으니， 이는 어리석은 논의입니다.쟁) 

이이는 이발(理發)과 기발(氣發)을 선과 악으로 나눠 보는 이황올 

비판하면서， 기질의 맑고 흐림이 선과 악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따 

25) 이에 대해서는 정원째 r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 J ， 서울대 철학과 

박사논문， 2001. 2, 39-71쪽 참조. 
26) r河南程民遺書~ 1:56에 “사랍이 태어나 기룡 풍부받으면 리에는 선악이 었 

다(人生氣훌， 理有善惡)"라는 말이 있다. 이 구절용 『근사록~ 1:21에도 실려 

있다. 

27) 공자의 이 말은 각각 g논어』， 「양화J 2와 3에 었다. 
28) r答成浩原J(답4서)， 10-161-. 

29) r Á心道心圖說J ，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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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인간은 그가 타고난 본성인 기질지성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선과 악의 경향성이 일정하게 결정되어 있다고 활 수 있다. 이때 타 

고난 기질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는 것은， 기발이숭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30) 

이이의 심성론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기질의 아 같은 역할이 강 

조된다. 우선， 기질은 ‘정(情)’이라는 인간의 정서적 반웅에 개입한다. 

이는 본성의 작용이 곧 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이 

의 다음 진숨은 주목할 만하다. 

주희 선생은 “정은 본성의 작용이고 본성온 정의 본체이며， 마옴은 
본성과 정의 주재이다"31)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도 역시 기질율 포함 

하여 말한 것이니， 살펴지 않으면 안 됩니다.:l2> 

이이가 인용하고 있는 주희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과 정은 본 

체와 작용의 관계에 있다. 이는 곧 인간의 정이 본성의 작용으로서 

드러난 것이라는 돗이 된다. “본성이 발하여 정이 된다{性發罵情)"는 

주자학의 잘 알려진 명제 역시 이 같은 본성과 정 사이의 체용 관계 

를 전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 주회가 말하는 ‘본성’은 리인 본연지 

성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이황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하여 본성의 발함 

(性發)으로서 이발(理發)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이가 인용하고 있는 

주회의 말대로라면， 이이는 이황의 이발설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다. 그래서 이이는 자신이 인용한 주회의 말 뒤에 이렇게 슬쩍 덧불 

인다. 여기서 주희가 말하는 ‘본성’이란 기질올 포함한， 기질지성을 

가리킨다고. 

30) r答成浩原J(답4서). 10-121.--. 理之本然者固옳純善， 而乘氣發用， 善惡斯分.. 
r語銀」 上， 31 • 13\..- , 日， “ ... 乘氣之理꿇之， 則f홉혔之理l'IlJ淸， 灣氣之理則앤륭也 . 
.. 先生B， “此段議짧是" 

:m 이 말은 주희의 여러 진술을 조합한 것이다~주자어류 .1 5:5.5에 “性者， 心之

理， 情者， 性之動， 心者， 性備之主”라고 나오고.5:퍼에는 “性是體， 情是用”이 
라고 나오며， 5:66에는 “蓋性~n心之理， 情~n性之用”이라고 나온다. 

32) r論心性情J. 14-: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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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이에서는 기질지성이 본성이므로， 정은 곧 

기질지성의 작용이다. 따라서 정의 선악율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질이 된다. 곧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란， 기질이 가련 곳에서 발하 

면 악한 정이 되고， 가리지 않은 곳에서 발하면 선한 정이 된다 "33) 

이는 선한 정으로서 사단과 그렇지 않은 악한 정이 생겨나는 이유가 

된다. 

선한 정은 맑고 밝은(淸明)3-1) 기를 타고서 천랴훌 따라 곧게 나와 

서 절도에 맞옴올 잃지 않아서， 그것이 인의예지의 단서가 휩율 알 수 

있기에 사단으로 지목합니다. 선하지 않은 정도 비록 리에 근본올 두 

긴 했지만， 이미 더럽고 흐린(꺼j훤) 기가 가려서 본래의 모습율 잃어 

버리고 옆에서 비껴서 생겨 나와 절도에 지냐치기도 하고 못 미치기 

도 하여， 인(仁)에 근본을 두었으면서도 도리어 인율 해치고， 의(옳)에 

근본을 두었으면서도 도리어 의를 해치고， 예(禮)에 근본울 두었으면 

서도 도리어 예롤 해치고， 지(칩')에 근본율 두었으면서도 도리어 지를 

해치므로， 사단이라고 말활 수 없습니다.쩌) 

기질은 또한 정에 의식(意)이 가해진 것인 인심과 도심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의 예분은 성혼이 리와 기롤 사랍파 말로 

비유하여 질문한 것에 대해， 이이가 갈은 비유롤 써서 인심과 도심올 

설명한 부분이다. 

Ef. 사람이 말율 탄 것으로 비유하면， 사람은 본성이고 말은 기질입 

니다. 말의 성질이 양순하기도 하고 양순하지 않기도 한 것온 기품이 

맑고 흐리고 순수하고 잡된 차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문울 나설 때 
말이 사람의 뜻올 따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말의 다리만 믿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 사람의 뜻올 따라 나가는 경우는 사람에 
게 속하니 곧 도심이고， 사랍이 말의 다리만 믿고 나가는 경우는 말에 

33) r語錄」 上， 31-187 에 나오는 이이 제자 김진강의 알. 김진강의 이 말용 그 
가 1579년에 스숭 이이와 문답한 내용올 토대로 한 것야다 각주 54) 참조. 

34) 마음의 이상적인 상태훌 ‘맑고 밝옴(浦明)’으로 표현한 것온， 순자에서 비롯 
한다 r解敵」편 둥 창조. 

35) r Á心道心圖說J ， 14-51.-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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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속하니 곧 인섬입니다 36) 

사람은 본성이고 말은 기질이라 할 때， 인심이란 “사람이 말의 다 

리만 믿고 나가는 경우”로 설명된다. 즉， 인심은 말인 기질이 드러내 

는 호오(好惡)의 성향대로 행위하려는 의식이다. 반면에 도심은 기질 

의 성향을 극복하고 본성의 리에 맞게 행위하려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경우”로 비유된 

다. 즉， 도심은 말을 제어하려는 의식이며， 리나 도에 맞게 말올 끌고 

가려는 의식이다. 요컨대， 기질의 측면에서 보변 인심은 기질의 성향 

대로 나아가려는 의식이고， 도심은 이 기질의 성향을 극복하여 리라 

는 기준에 맞게 나아가려는 의식이다. 기질대로인가 아닌가에 따라 

인심과 도심이 갈리는 것이다. 

또한， 인심과 도심이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의식 중에 결국 어느 

쪽이 주도권올 쥐게 되는지도， 개인이 타고난 기질에 좌우된다. 

그러나 말이 사랍의 뜻에 순종하면 끌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 바른 

길을 따르니， 이는 성인이 마옴가는대로 해도 법도률 어기지 않는37) 

경우로서， 인심도 역시 도심인 것입니다- 성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기품이 순수하지 못하여 인심이 발하는데 도심으로 이훌 주재하지 못 

하면 흘러서 악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말의 다랴만 믿고 문올 

나선 데다가 고삐를 당기지도 않으면 말이 제멋대로 가서 바른 길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나운 딸윤 사람이 고삐를 
당기더라도 날뛰기률 그치지 않아서 결국은 가시발 사이로 달아나 버 

리니， 이것은 기품이 흐리고 잡되어 인심이 주재가 되고 도심은 가려 
진 것과 같습니다 38) 

성인은 인심도 역시 도심이 된다. 왜냐하면 성안의 기질만은 완전 

하게 순수하기 때문이다)9) 반면에 보통 사랍들은 기질이 순수하지 

36) r答成浩原J(답4서)， 10-15\..-. 
37) ~논어』， r뚫政J 4, 子日， “ ... 七十而從心所欲， 不짧~.H 

38) r答成浩原J(답4서)， 1O-15\..- ~ 167 . 
39) r答成浩原J(답2서)， 10-3\..- , 於A之中， 有聖A者， 獨得至通至正至淸至縣之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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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므로 인심이 악이 되기 쉽다. 또 기질이 흐리고 잡되변 인심이 

주재가 되고 도심은 가려진다. 즉， 기질이 흐리고 잡될수록 인심이 

도심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심과 도심의 갈둥에서 결국 

인심이 주도권을 뀐다는 것은， 기질의 성향올 극복하려는 의지가 박 

약하다는 말과 같다. 즉， 흐리고 잡된 기질올 가질수록 이를 극복하 

려는 의지를 내기도 더욱 힘든 것이다. 

기질의 차이는 또한 각각의 개인이 갖는 앓(졌1)파 행위(行)의 능력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40) 

이상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 기질은 마음의 현상에서 드러나는 모 

든 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이는 인간의 마음이 

겪는 모든 장애를 집약하는 어두움{홉)과 어지러옮亂)은” 근본적으로 

기질에 엄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41) 

마음의 모든 현상이 개개인이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은， 필연적으로 기질의 차이에 의한 인간 존재의 구분으로 이어 

진다. 이이는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에 따라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등 

급이 부여된다고 본다. 

기질은 그룻과 같고 본성은 물과 같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물이 담 

긴 것은 성인이고， 그릇에 모래와 진흙이 섞인 것은 중간폼 되는 보통 

사람(11'人)이며， 완전히 진흙 속에 물이 있는 것은 맨 밀의 사람( 下等

人)입니다. 짐숭들은 비록 막혀 있기는 하지만 물이 없지는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물이 섞인 진흙덩이와 같아서 끝내 맑게 할 수가 없으니， 

물기가 이미 말라 버려서 맑게 할 방법도 없고 물이 있는 게 보이지 

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갱) 

而與天地合德、，

40) ?聖學輯要~， 21-131...., 氣淸而質흉者， 知行不數而能， 無以尙훗. 氣淸而質짧者， 

能知而不能行 ... 質縣而氣獨者， 能行而不能知.

41) r答成浩原J(답3서)， 9-387 , 1ftA之心， 不홉妹， 則必散亂， 大本不立 ... 其所
以홉且亂者，由其狗於氣質故也 

42) r論心↑生情J ， 14-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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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롯으로 비유되는 기질이 깨끗한지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인간의 둥급올 구분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맑고 

흐리고 순수하고 잡된 기질의 차이가 인간의 차이롤 결정한다는 생 

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이는 구체적으로 기질의 차이와 인섬도심론 

을 결부시켜서， 성인 · 현자 • 보통 사람 • 못된 사람이 각각 어떻게 다 

른지 설명하기도 한다，43) 즉， 인간의 본성율 기질지성에 한정해서 보 

려 한 때문에， 이이는 성삼품설(性三品說)류의 견해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이의 본성론이 성선설에서 이탈할 가능성올 시사하는 

점이기도 하다. 

이이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선한 정과 악한 정， 인심과 도심， 앓과 

행위의 능력 둥 마음의 온갖 현상이 기질의 조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또한 여기서 나아가 성인과 보통 사람， 못된 사랍의 차이를 결 

정하는 것도 기질이라고 본다. 즉， 이이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선악올 

결정하는 것이 곧 기질인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이 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질이 맑고 순수해야 한다. 그런데 기질이 

완전히 맑고 순수한 사람은 성인밖에 없으므로， 대부분의 인간은 태 

어날 때부터 도덕적으로 악한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이의 기질 결정론은 결국 맹자의 성선설용 부정하면서 성 

악설에 접근하게 된다. 

V. 성션설의 부정과 이에 대한 논란 

이이에 따르면 기질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이를 그는 기질의 

맙고 흐리며 순수하고 잡된 차이가 무수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 

한다，44) 이렇게 기질이 모든 사람마다 달리 나타나는 것은， 기 자체 

43) r흉成浩原J(답4서)， 10-147 -157 참조. 
44) r答成浩原J( 답3서)， 9-381- (r心性情뻐」 안얘)， 薰寶則濟‘獨縣짧， 有萬不同， 또， 

r홉成浩原J( 답2서)， 10-37 과 L'톨흩豪要앓~， 27-31- 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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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진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기 

가 고르지 않은 것은 사물의 실정이기 "45) 때문이다， 그런데 기질이 

고르지 않아서 모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곧 기질이 완전히 맑고 

순수한 성인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의 기질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흐리고 잡되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이처럼 인간의 본 

성을 기질지성으로 파악하면서 기질의 맑고 흐림올 도덕적 선악과 

동일시할 때， 실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 된다. 즉， 정이와 

주회가 ‘본성은 리이다’는 명제로써 맹자의 성선설올 신유학적으로 

계승했다면， 이이는 ‘리와 기가 합쳐진 것’인 기질지성올 인깐의 본성 

으로 간주함으로써， 맹자의 성선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리는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리는 독립할 수 없고 반드시 기에 깃든 

뒤에 본성이 되는데， 기는 맑고 흐리고 순수하고 잡됨이 고르지 않습 

니다. 이런 까닭에 그 본연으로 말하면 본성온 선하고 정도 역시 선하 

지만， 기를 겸한 것으로 말하면 본성에도 선함과 악함이 었습니다찌) 

이이는 맹자의 성선설을 본연지성에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서 기률 

겸한 본성인 기질지성은 실질적으로 기질에 좌우되므로 선과 악이 

모두 있다고 한다. 이는 완전한 기질율 지닌 성인율 제외하면 모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는 다시 이를 물의 비유로 

확인한다. 

본성은 본래는 선한 것이지만 기질에 구애되어 훌러서 악이 되기도 

하니， 악이 본성의 본연이 아니라고 하면 옳지만 본성에 근본융 두지 

않는다고 하면 옳지 않습니다. 물이 본래는 맑지만 진흙 찌꺼기에 잡 

겨서 드디어 흐린 물이 되니 흐림이 물의 본연이 아니라고 하면 옳지 

만 물의 호륨이 아니라고 하면 옳지 않습니다 471 

45) r語銀」 上， 31-171-., 氣之不齊， 物之情也. (1앉30) ， W하남정씨휴서~ 2상:29에 

“蓋物之不齊， 物之↑뽑也”라고 나온다. 

46) r答安應休J ， 1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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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의 이 진술은 맹자의 비유를 교묘하게 뒤집은 것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사실을 ‘물이 흉러 내려감’의 비유로 논증하 

려 한다. 즉，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물에 훌러 내려가는 성질 

이 있는 것처럼 본래 있는 고유한 속성이라는 것이다，48) 그런데 이이 

는 여기에 더해 흐린 물도 흘러 내려가는 것은 아니냐고 물음으로써， 

악도 선이 그러한 것처럼 본성의 고유한 성질임을 주장한다. 

맹자의 성선설을 부정함으로써， 이이는 다시 성선셜올 『중용』의 방 

식으로 제기한 미발지중{未發之中)에 대해서도 그 실질적인 의의를 

부정해 버린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어둡지 않으면 어지럽기 마련이어서 큰 근본이 

서지 못하므로， ‘알맞음(111)’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 순간 

에 ‘미발의 때(;t發之時)’가 있게 되면， 이 ‘미발의 때’에 있어서 마옴 

의 온전한 본체(全體)가 말은 것은 성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순 
식간에 다시 그 본체롤 잃어버리어 어둡고 어지러워지므로， 알맞음을 

얻지 못할 뿐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기질’에 얽 
매이기 때문입니다，'19> 

이이는 본성을 기질지성으로 보지만， 바로 이 때문에 성인을 제외 

한 보통 사람의 경우 미발의 본성은 기질의 장애롤 받아 어둡거나 

어지러워지므로 알맞음(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미발지중이 있다고 함으로써， 미발용 수양의 근거로 삽으려 

는 『중용』의 발상올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 

서 이이는 『중용』에서 모든 사람의 미발에 적용한 ‘알맞음’이란， 인간 

이 현실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기질지성이 아니라， 가질지성에 깃든 

리로서 본연지성을 가리킨 것이라고 자신의 논점을 합리화한다，50) 

47) r答成浩原J(답4서)， 10-157 ,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이가 정호의 다음 
말을 원용한 것이다. “淸짧雖不同， 然、不可以獨者不寫水也，"( W하남정씨유서』 

1:56) 
48) ~맹자』， r고자 상J 2, A性之善也， 握水之就下也 A無有끽;善， 水無有不下.

49) r答成浩原J (답3서)， 9-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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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선과 미발지중을 부정하면서， 본성을 사실상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히 본성에서 발출한 감정도 대부분 약한 것이 되고 

만다. 고므지 않은 기질， 이미 더럽혀진 기질이 악환 정을 이끌어 내 

는 것이다. 

오직 그 기질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반용할 때에 기가 맑지 못하 

여 리를 따르지 못하면， 그 발함이 절도에 맞지 않아서 자연히 악에 

이르니， 처음 반용하면서 이미 그런 것이지， ‘처음에는 반드시 선하다 

가’51) 흉러서야 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2) 

김진강이 물었다. “ ... 그룻 속의 물이 비록 더럽혀졌더라도 기옳여 

쏟으면 나오지 않음이 없고 본연지성이 비록 어둡게 가려졌더라도 자 

극을 받으면 반웅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판래의 맑은 성 
질올 잃어버 렸기 때문에 비록 물이 나오더라도 그 흐름은 흐리고， 본 

성이 본래의 선한 본모습율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발하더라도 그 

정은 악한 것입니까'"1" 이이가 대답했다. “그 말이 옳다，.퍼) 

물론 인간의 감정은 때로는 선한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냐 이 

는 기질에 가려지지 않은 곳에서 어쩌다 발한 우연적인 것이다. 따라 

서 인간의 감정은 대부분 악한 것이 된다. 

김진강이 물었다. “마음의 본체가 비록 기질에 구애되고 물욕으로 

가려짐올 연할 수는 없으나， 그 구애되고 가려짐이 반드시 다 그런 것 

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물에 자극받아 반용할 때 가려진 곳에서 발하 

면 선하지 않은 정이 되고 가려지지 않은 곳에서 발하면 선한 정이 
됩니까?" 이이가 대답했다. “그렇다. 대체로 사람의 마음은 가려진 곳 

의 비율이 많고 가려지지 않은 곳의 비융이 적으므로， 선한 정은 항상 
적게 나오고 악한 정은 항상 많은 법이다，.파) 

50) r答成浩原J(답3서)， 9-391.-, 未發者， 性之本然也， 太極之妙也， 中也， 大本也.

51) 원대의 경학자 호병문(胡炳文; 1253-1333)이 “본성이 발하여 정이 되면 애 
초에는 선하지 않음이 없다(性發寫情， 其初無有不善)"고 한 것융 가리킨다. 

이는 사실상 이황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r記大學小註疑義J ， 14 357 창조. 
52) r答安應休J ， 12-221.-. 
5:1) r語錄」 上， ~l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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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선한 정이란 가려진 기질 사이로 마음의 본 

체인 본연지성이 뻐죽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죽， 선한 정 

인 사단은 이황이 생각하돗 선의지를 양성한 결과가 아니라， 기질에 

가려지지 않은 우연적인 상황의 결과이다. 따라서 기질을 바로잡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정의 수준에서 규범올 논하는 사단칠정론올 

근거로 하여 도덕 실천의 필연성올 확보하기는 어 렵게 된다.55) 

본성과 여기서 발한 감정이 모두 악하다는 주장은， 이미 이이의 이 

기론에서 예견되었던 것이다. 이이는 기밭이숭， 또는 기국의 논지에 

근거하여， 본연의 리(本然之理)와 기를 탄 리(乘氣之理)률 구분하면서， 

기를 탄 리는 더럽고 정상에 어긋난 것이며， 따라서 리에도 선뿐만 

아니라 악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56) 이이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올 

구분하면서， 기질지성으로서 본성은 사실상 악하다고 간주하는 것도 

그 같은 이기론의 논지를 일관되게 전개한 것이라고 활 수 있다. 

요컨대 기잘지성의 측면에서 본 인간은， 타고난 도펙적 가능성이라 

는 점에서는 사실상 동물과 다룰 것이 없는 존재라고 활 수 있다. 

사람의 한 마음에는 만 가지 이치가 전부 갖추어져 있으니， 요 • 순 

의 인(仁)과 당 · 무의 의(義)와 공 · 맹의 도(道)는 다 본성에 고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기품에 구애되고 뒤에서는 물욕에 함몰되 

므로， 밝은 것온 어두워지고 바른 것은 사악해져서， 혜매이다 어리석 

은 보통 사랍이 되니， 실상은 새나 짐승과 다롤 것이 없습니다.하) 

이 진술은 이이가 어떻게 성선껄올 무력화하고 있는지 잘 보여 주 

54) r語線」 上. 31-41- -57 . 
55) 이 때문에 이이의 마옴 이론은 인심도심론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는 정원재， 앞의 글. 111-112쭉 참조. 

56) r答成浩原J(답3서 ).9-397. 本然之理， 固純善， 而樂짧滅行， 其分萬珠， 氣훌有 
善惡， 故理亦有善惡也. 夫理之本然， 則純훌而已， 樂짧之際， 흉훌不齊 i홈짧至貴 
之物， 及f융樓至體之魔， 理無所不在， 而在홈律l{IJ理亦염홉稱， 在f쯤樓則理亦f종械 .• 
또 「答成浩原J(답4서)， 10-177 에서는 ‘乘氣而反常者’라는 표현이 나온다. 

57) r聖學輯要~. 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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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이다. 이이는 인간의 본성에는 리가 있다고 함으로써 맹자의 성 

선설을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기질의 장애에 

놓여 있음을 주장한다. 맹자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률 도덕 실천의 능 

력에서 찾으면서 이를 성선설로 확보하려 한 것과 달리， 이이는 인간 

에게는 성선 위에 기질이 있으며， 기질이야말로 현실적인 인간의 본 

성이라는 점올 강조함으로써， 인간올 다시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 

문제는， 기질지성론에 근거한 이이의 이 갈은 성선설의 부정은， 그 

자신의 표명과는 달리 맹자는 물론， 맹자의 성선설융 ‘성측리’로 명제 

화한 주회의 주장과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 점올 의식해서인지， 이이 

는 『성화집요』에서 가상의 질문자를 설정하여 이에 대답하는 형식으 

로， 주회의 본성론과 자신의 본성론 사이의 간극올 봉합하려 한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회 선생은 ‘정에는 선과 악이 있지만 
본성은 완전히 선하다’잃)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기질지성도 역시 선 

하지 않음이 없는 것입니까?" 신이 대답했습니다. “기질지성은 본디 

선악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오직 미발을 가 

리켜 말한 것입니다. 사랍은 비록 지극히 악한 자라도 ‘미발의 때’에는 

본디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발하자마자 곧바로 선과 악이 있게 됩니 

다. 그 악한 것은 기품에 구애되고 물욕이 가리는 것에서 비롯한 것이 

지， 본성의 본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성은 완전혀 선하다’라고 한 
것입니다>>페 

이이가 스스로 구성한 이 문답은， 일단 자신의 본성론이 주회와 달 

라지는 지점에 대한 해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답에서 질문자는 

우선 주희의 본성론은 성선설에 근거한 것임올 확인한다. 그리고서 

기질지성도 주회의 본성에 대한 규정처럽 선한 것인지 묻는다. 이는 

이이가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하는 기질지성은 악의 가농성이 더 많 

은 것이며， 따라서 기질지성율 그대로 인간의 본성으로 받아들일 경 

58) w주자어류~ 5:61. 
59) ?聖學輯要~， 20-571.-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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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회의 ‘성즉리’설이 함축하고 있는 성선설의 전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이는， ‘본성은 완전히 선하 

다’라는 주회의 말에 둥장하는 ‘본성’ 개념은 미발， 곧 본연지성이라 

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때 주희가 사용한 ‘본성’이라는 말은 염밀히 

말하면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본체’를 가리킨 것이라는 것이다. 이 

는 ‘본성의 본체’가 아닌 본성의 현실적인 모습으로서 기질지성이 자 

신이 생각하는 참된 본성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이이는 주희가 

‘본성은 선하다’라고 한 말이， 설은 ‘본성’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한 데 

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이는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주희와 자신의 본성론상의 차이를， 개념 사용의 착오에 

서 발생한 일로 해명하려 한다. 그리고 이 개념상의 착오를 제외하면 

자신과 주회의 본성론은 다를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이는 이를 

위해 ‘본성의 본체’라는 새로운 개염을 창안해 내기까지 한다. 이는 

기질지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를 다시 정리 

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즉，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본성은 

기질지성이며， ‘성즉랴’로서 본연지성은 참된 본성이라기보다는 그 본 

성의 본모습(本體)일 뿐이라는 것이다，601 

그러나 이이가 이런 식으로 자신익 이론을 용호한다 하더라도， 기 

질지성에 바탕을 둔 그의 성악설적인 본성론은 맹자나 주회의 견지 

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이의 본성론은 

후대에 심지어 율곡학파 안에서조차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송시 

열이 그의 제자 최신(崔慣)과 나눈 아래의 문답은 그 같은 논란의 전 

형적 예이다. 

최신이 물었다. “융폭 선생께서 이기에 대한 말씁융 많이 하셨는데， 

60) ‘본성의 본체(性之本體)’라는 개념은 ‘본연의 리(本然、之理)’， ‘본연의 기(本然 
之氣)’， ‘본체의 리(本體之理)’ 등 이이가 창안한 다른 말과 함께 이미 체용 
형식의 개념 분화률 예상케 하는 말들이다. 이는 이이의 이론이 엄격한 이원 

론적 구조롤 이루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붉론 이 이원론적 구조에서 
대체로 이이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용(댐)으로서 현실 세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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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그릇에 따라 모나거나 둥글어지고 공기는 병에 따라 크고 작아 

진다’lill고 한 말이 맹자의 성선설파 같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 
까?" 

송시열이 대답했다 “본연지성이란 맹자가 말한 ‘성은 선하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기질지성이란 공자가 말한 ‘본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 

성은 서로 멀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본연지성올 위주로 하여 본다면 

요순과 같은 성인이나 길 가는 사람들도 하나의 본성올 함께 하며， 기 

질지성에 나아가 본다면 현명하고 이리석으며 착하고 간특함이 만 가 

지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에 힘쓰지 않고 

성선설만 고수하면서 성현의 문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뿌리 

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천지의 원기를 타고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는 성인이 되고， 

혼탁하고 잡박한 기를 타고난 사람은 바꿀 수 없는 몹시 어리석은 사 

람이 된다. 이것으로 맑은 기롤 타고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흐린 

기를 타고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며， 그 기의 맑고 흐림이 많고 적 

음에 따라， 얻은 라도 맑고 흐립이 많고 적게 된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이것이 율곡 선생께서 ‘물은 그릇에 따라 모나거나 둥글어지고， 공기 

는 병에 따라 크고 작아진다’는 불교의 말울 깊이 취하게 된 이유이 
다. 비록 지극히 선한 본성이 마음 속에 갖춰져 있어도 타고난 기질은 

항상 외물에 얽매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한쪽에 치우친 기질 

을 반드시 극복하고 변화되도록 노력하여 잘 돌이킨다면， 그 본연지성 
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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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답에서 최신은 r이기영」의 ‘물은 그릇에 따라 모나거나 둥글 

어지고， 공기는 병에 따라 크고 작아진다’는 구절올 문처}삼는다. 이 

구절은 본연지성은 물로， 기질은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결국 본연지 

성보다는 기질에 의해 도펙적 선악의 경향성이 결정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최신이 이를 맹자의 성선설과 다르다고 한 것은 자연스런 문 

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문제의 구절이 “맑은 

기를 타고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흐린 기를 타고난 사람은 악 

한 사람이 되며， 그 기의 맑고 흐림이 많고 적옴에 따라， 얻은 리도 

맑고 흐림이 많고 적게 된다”는 이이의 주장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61) r理氣끓」， r答成浩原J(답5서)， 10-227 . 
(2) w宋子大全j ‘ 「語錄」， 「崔慣錄 下」. 『附錄，l18-41-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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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설과는 어긋나는 것일 수 있음올 일단 인정한다. 그러나 이이가 

이 같은 주장울 한 이유는 사람들이 성선셜만 고수하면서 기질올 변 

화시키는 공부에는 힘을 쓰지 않을까 염려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63) 

그리고 기질율 변화시키는 공부를 하면 본연지성올 회북활 수 있올 

것이라고 함으로써， 기질 변화의 수양이 본연지성의 회복과 다르지 

않음올， 즉 기질지성에서 출발하는 이이의 성악설이 결국은 본연지성 

에 근거하는 성선설의 견지에 근사한 것임율 주장한다. 이렇게 송시 

열은 거의 수사학적인 언사로써 제자가 제기한 논점올 슬쩍 비껴가 

고 만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식으로든 이이의 견지를 옹호하 

려는 송시열과 같은 율곡학파 본래의 처지에서는， 이이가 성선설을 

버리고 사실상 성악설올 주장했다는 점온 적극적으로 그 의의를 설 

명하기에 곤란한 부분이었올 것이다. 

이이의 본성론을 둘러싼 융곡학파 내부의 이 갈은 논란은， 김창협 

이후 낙학 계열에서 리의 유위(有寫)롤 주장합애 따라.(4) 새로운 국면 

올 맞게 된다. 유위인 리， 곧 본연지성이 인간의 도덕적 선악을 결정 

하는 핵심으로 다시 둥장하게 되면서， 기질의 맑고 흐럼에 따라 선악 

이 결정된다는 이이의 논점이 정면으로 공격받게 되는 것이다. 즉， 

김창협은 본성에 뿌리박은 천리는 자극올 받으면 곧 발하므로， 리가 

탄 기가 아무리 흐리더라도 그 리를 가리지는 못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이이처럼 선악의 정아 모두 기의 맑고 호립에 달려 있다고 한 ‘ 

다면， 리가 내용이 있는 참다운 본체라는 점과 함께 성선설올 놓치게 

된다고 비판한다.65) 송시열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김창협 이전에는 

63) 뒤에서 보겠지만 이는 이이의 논점올 반복한 것이다. 
64) w農흙棄』， 「雜識J ， 32• 15t- , 故便謂‘理之所以짧理， 不過如此’， 而不曾於實體處

뺨玩默究， 屬見其無形有罵~n혔非혔之妙 

65) 같은 책 r四端七情說J ， .下-697 -707 , 置天理之根於性者， 隨感‘鳳(69t- ) 
發. 雖所乘之氣홉而不淸， 而亦不寫其所據耳 ... 今若以훌惡之情-짧之於氣 
之淸潤， 則(707 )恐無以見理之를體而性之薦善t!?. 김창협의 동생언 김창홉(金 

昌흙)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이의 이론이 맹자의 성선설과 다르다고 비 

판한다 r三淵集』， r 日錄J ， 33-32t-， 要갑所謂善者淸氣之發， 惡者i훨혔之發， 徒

知主張者在氣， 而不以性善廳重， 亦異乎굶子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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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이이의 이론이 성선설과 다르지 않다고 수세적으로 용호할 

뿐， 그것이 성악설이라는 점올 명확히 밝히면서 이률 정면에서 비판 

하는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율곡학파로서는 내놓고 거론 

하기에는 너무나 난처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창협이 적 

어도 형식적으로는 성선설과 유사한 이론올 제시하면서， 바야호로 이 

이는 율곡학파 안에서도 본격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래 

서 김창협의 이 같은 주장이 기점이 되어， 융곡학파는 이이의 본성론 

을 둘러싸고 이률 평가하는 문채로 토론율 거듭하게 된다. 김종후{金 

鍾l享; ?-1780)가 남긴 다음의 글은， 이 당시 올곡학파 내부에서 있었 

던 엇갈리는 논의의 정황을 잘 보여 준다. 이 글에서 김창홉， 김양행 

둥은 김창협에 동조하면서 이이가 성선설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하는 

데 비해， 김원행， 김종후 둥은 이이의 주장이 잘못된 게 없다고 변호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임성주가 펀지로 나에게 물었다. “김창협운 ‘선은 맑은 기가 발한 

것이고， 악은 호린 기가 발한 것’이라는 율곡 선생의 말올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검창홉은 ‘맹자의 성선설과 다르다’고 잘라 말하니， 어떻 

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율 다시 김원행에게 질문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의 이론에는 의심스러운 곳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김양행에게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비혹 기가 

지극히 혼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심이 발하는 것은 하루 중에도 

반드시 시도 때도 없이 무수하니， 이것이 어쩨 맑은 기훌 기다려서 발 

하는 것이겠는가?" ., 나는 융곡 선생의 학설에서는 의심스러운 곳올 
보지 못하겠고， 김창협의 이론율 보니 오히려 의심활 만하다，66) 

VI. 이아 본성론의 의의 

이이의 본성론에 대한 이상의 논의률 요약하면서， 수양론 및 이황 

비판 둥과 관련하여 그것이 갖는 몇 가지 의의률 검토해 보기로 한다. 

66) w本魔集』， 「農홉三빠驗찢횟감善惡浦j흉氣發構J ， 5-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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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기질이 리를 싸고서 사람과 함 

께 생겨나며， 이것을 가리켜 본성(性)이라고 말한다. 즉， 리는 반드시 

기질에 깃든 뒤에야 본성이 된다. 단지 기질 속에 있는 리만올 가리 

킬 때는 본연지성이라고 말하지만， 본연지성딴 있는 경우란 실제로는 

없다. 곧 인간의 본성이란 처음부터 기질지성을 말한다. 그래서 그는 

“본성이란 리와 기가 합쳐진 것이다{性者， 理氣之合也)"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맹자의 성선설을 리로써 포착한 “본성은 리(性용n理)"라는 

주자학의 핵심 명제는 간단히 무너진다. 이는 곧 인간의 본성을 기발 

이숭의 상태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의 제약에 놓이며， 맑고 흐 

리고 순수하고 잡된 기질의 차이가 인간의 차이룰 결정한다. 이는 본 

연지리(本然之理)가 기를 탄 숭기지리(乘氣之理)가 됨으로써 리 본래 

의 완전성이 왜곡되듯이， 본연지성은 기질이라는 그릇에 담김으로써 

본래의 성선을 상실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기질 

이 완전히 맑고 순수한 사람은 오직 성인(聖人)밖에 없으므로， 대부 

분의 인간은 자기 안에 본연지성으로서 리가 깃들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이 

는 사실상 맹자 이래의 성선설올 부정하고 성악설에 접근하게 된다. 

이는 이이가 애초부터 인간의 현실을 극히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 

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거꾸로 이 점에서 기질은 인간이 안고 가야 

할 현실로서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주희와 이황이 ‘성즉리’의 본성 

에서 출발한다면， 이이는 기질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이는 

도덕 실천의 가능성을 본성의 존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빼 

어난 기(氣)인 지각(웠l覺)에서 찾게 된다.67) 

이 같은 기질지성의 본성론 때문에， 이이의 수양론 역시 기질올 바 

로잡는 교기질론{屬氣質論)을 핵심으로 하게 된다.68) 이이는 자신의 

67) 이에 대해서는 정원재， 앞의 글， 72-81쪽 참조 
68) r應듭說事짧J ， 6-21 1.-， 修身實功， 在於續治혔짧， 而察病加藥.， r聖學輯要進衝J ，

19 • 31.-, 帝王之學， 莫切於變化氣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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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고， 기질이 가련 것울 제거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69) 수양의 출발운 기질을 바로잡 

음에 있음을 힘써 강조한다. 이는 주자학의 수양론이 넓은 의미에서 

‘본성을 회복함t復其性)’ 또는 ‘처음을 회복함(復其初)’을 지향하고 있 

는 것과 대비된다. 이이 스스로 주자학의 수양론과 자신의 수양론 사 

이의 이 차이를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김진강이 물였다. “선배 학자들은 늘 그 본성올 회복하라고는 말하 

면서 그 기를 회복하라고는 하지 않으니 무슨 이유입니까.?" 이이 선 

생이 대답하셨다. “본연지성은 비록 물욕에 가려지고 기에 얽매였다 

하더라도， 그 근본을 미루어 보면 순천히 선하여 악이 없다 그래서 

‘그 성을 회복한다’라고 말한다. 기는 흐리기도 하고 잡되기도 하여 이 

미 처음 태어날 때부터 판가름되어 있다. 그래서 ‘그 가활 회복한다’라 

고 말하지 않고 ‘기질을 바로잡는다’라고 말한다 "7m 

제자가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에 대해 묻자 이이는 본연지성의 특 

정을 들어서 설명한다.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는 이이에 따르면 본연지성에 대한 공부이다. 즉， 본연지성이 선 

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처음의 상태를 회복하는 공부가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성선설에 따른 수양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이는 기에 대한 공부는 자신의 수양론인 ‘기질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수양론이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가 

아닌 기에 대한 공부임을 밝힌다. 그런데 이이에 따르면， 기질은 흐 

리고 잡된 것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미 판가름되어 있기 때문에， 

본성과는 달리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교기질론 자체가 이띠 성악설을 전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타고난 선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악의 가능성올 고치는 것이 교기질론이라고 할 수 있다. 

69) w聖學輯要~， 20-50\...-. 
70) r語銀」 上， 31-5\...-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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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설에 근거한 주자학의 수양론이 본성(이이의 견지에서는 본연 

지성)올 회복하는 공부로 나아가는 반면， 성악설에 근거한 이이의 수 

양론이 기질올 교정하는 수양론으로 나아가는 이 차이는， 이이가 이 

황의 본성론올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대로 재연훤다. 이이는 이 

황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올 둘로 나누어 보는 점율 비판하면서， 본 

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두 가지 본성이 아님올 누누이 강조한다. 가질 

의 위에 나아가 단순히 그 리만을 가리켜 본연지성이라 하고， 리와 

기질올 합쳐서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일 뿐， 이황 식으로 본연지성 

은 리를 주로 한 것(主理)이고 기질지성은 기를 주로 한 것(主氣)이 

라고 구분하여 양쪽으로 나누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7 1 ) 이렇 

게 이이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하나의 본성임율 강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황 사칠론의 논거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발과 기발로 구분하면서， 이률 공격하는 기대 

숭에게 본성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정 

도 각각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서 나오는 사단과 철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72) 이이는 이황에 대한 용수로 본연지 

성과 기질지성은 두 가지 본성이 아니며， 따라서 사단과 철정도 두 

가지 다른 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즉， 기질지성이 본연지 

성을 포함하고 있듯이， 칠정도 사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단용 본성에서 본연지성율 말한 것과 갈고， 칠정은 본성에서 리 

와 기롤 합쳐서 말한 것과 갈습니다， 가질지성온 실채로는 본성이 기 
질 가운데 있는 것이나， 본성올 둘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칠정은 실제로는 사단올 포함하고 있으니 정윷 률로 나눈 것이 아닙 
니다. 반드시 두 가지 본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두 가지 정이 있올 수 

71) r答成浩原J{답2서)， 1Q-7l-, 本然之性， 則專홈理而不及乎혔훗. 氣質之性， 則

짧言氣而包理在其中， 亦不可以主理主氣之說， ‘~~分兩i훌也. 本然、之性與혔賢 
之性， 分兩邊， 則不知者， 뿔不以薦二性乎? 또~聖훌훌輯要.， 20-517 과 r答成

浩原J( 업6서)， 1Q-29l-도 참조. 

72) f退앓集~ 16-9l- 故愚훌훌以薦， 1홉之有四端七情之分， 쟁명性之有本性氣훌之異 
也. 然則其於性也，æE可以理氣分言之. 至於慣， 獨不可以理혔分言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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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731 

만약 칠정과 사단올 반드시 양쪽으로 나누려 한다면， 인간 본성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도 두 개의 본성으로 나별 것이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Ï~J 

자사와 맹자는 본연지성을 말하고 정호 선생과 장재 선생은 기질지 

성올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본성인데 중점올 두어 말한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제 그 중점을 둔 뜻을 모르고 드디어 두 가지 본성 

이라 여긴다면， 이치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성이 이미 하나 

인데도 정에 이발과 기발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본성올 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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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달리 보면서 사단과 철정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이황과， 본연지성을 기질지성에 포함된 것으로 보 

면서 사단도 칠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이이 사이의 가장 중요한 

대립점은， 결국 본연지성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하느냐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황은 본연지성의 독립적 존재를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반면， 이이는 본연지성 

이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에게 주 

어지는 것은 기질지성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본 

연지성의 독립적 존재룰 둘러싼 이황과 이이 사이의 대립은， 앞서 보 

았던 수양론상의 성선설과 성악설 사이의 대립이 그대로 이어진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황은 인간이 지닌 선한 본연지성에서 출발하려 

고 한다. 그래서 그는 본연지성에서 나온 사단의 정은 기질지성에서 

나온 칠정과는 달리 순선하므로， 순선한 사단의 정이 주로 발출될 수 

있도록 미발의 본연지성에 대한 함양 공부로서 거경에 힘쓸 것을 주 

장한다. 즉， 이황의 수양론은 전체적으로 ‘본성올 회복하는’ 공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이론에서는 무엇보다도 선한 본연지성 

73) T聖學輯要J ， 20--567 
74) r答安應休J ， 12• 23l.- . 

75) r答成浩原j( 답5서)， 1O-2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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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면， 이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기질지성일 뿐이라고 본다. 기질지성은 악의 경향성율 

갖고 있는 것이므로 자연히 여기서 나오는 칠정 역시 대부분 악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이는 악한 정의 뿌리롤 제거하기 위해 ‘기질을 

바로잡는’ 공부를 주장한다. 이런 까닭에 이이는 인간에게 본연지성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것이 수양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올 인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이이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둘이 아님올 강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이황 사칠론의 논거롤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바탕에는 성악설의 이론적 입각점올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수있다. 

한편， 성악셜에 기운 이이의 이 같은 본성 이론은， 인간 내부에서 

도덕 실천의 계기를 상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자의 성악설 

은 물론， ‘본성은 선악으로 말할 수 없다’76)는 송대 유학자 호굉(胡 

宏)의 주장에 맥이 닿는다， 이들의 이론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 

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 다옴의 파제로 남긴다. 

76) w胡宏集』， r知톰疑義J 5. 性也者， 天地鬼神之짧也， 善不足以톰之.ìlt惡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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