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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서론 

임부연. 

16세기 조선샤회에서 퇴계 이황(退쫓 李漫， 1501-150기과 고봉 기대승 

(홈훌 춤大升. 1527-1571) 사이에 전개되기 시작한 사단칭정논쟁(四端七情 

論爭)은 조선성리학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쟁이랴 

할 수 있다. 특히 퇴계와 율곡 이이(票씀 李짧， 1536-1584)를 중심으로 형 

성된 조선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샤단칠정논 

쟁은 초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관련 논의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역샤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이 논쟁은 샤단과 칠정이라는 감정을 고리로 리기론 

(理氣論)과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흩論) 등 성 리학의 핵심 영역을 포괄 

하여 전개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샤단칠정론을 살펴보면， 조선성리학의 

중요한 특성이냐 역샤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1 7세기 조선성리학을 이끈 우암 송시열(尤훌 宋8츄烈， 1607-1685)은 율곡 

이이(票용 李짧， 1536-1584)의 학통을 이은 샤계 김장생(沙쫓 金長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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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1631)의 제자로서 조선후기 성리학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샤한 기호 

학파(뚫湖學派)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특히 17세기에 활동한 그에게는 16세 

기 조선성리학의 성취를 정려하고 18세기 기호학의 다양한 발전을 열어주 

는 학문적 과제가 놓여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16세기에 전개된 퇴계와 율 

곡의 관접에 대한 비판적인 정리를 토대로 형성된 송시열의 샤단칠정론은 

퇴계에서 율곡으로， 그리고 율곡에서 우암으로 이어지는 조선성리학의 중요 

한 흐름과 특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황과 이이의 샤단칠정론과 비교하여 송 

시열의 샤단칠정론이 갖는 고유한 성격과 이론적 변화는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다. 우선， 세계구성적 근거에 관한 리기론에서 우암이 어떤 면에서 율 

곡의 일원론적 샤유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특성이나 심화를 보여 

주는지 살펴불 것이다. 그리고 송시열이 샤단과 칠정의 구분을 어떻게 약학 

시키고 일원적인 구조 속에 통합하는지， 또 감정의 근원인 본성의 차원에서 

왜 순수한 본연지성(本然之性) 보다 기질적 조건에 제약된 기질지성(氣質之 

性)을 중시하였는지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암의 사단칠정론이 어떠 

한 근거로 r중용」어|서 제시한 중절(中節)의 논리와 만나 인심도심론(A心道 

心論)으로 전환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율곡 리기설(理氣說)의 계승곽 독자적 심학 

1 ) 일원론적 샤유와 리(理)의 운동 역량 부정 

1651 년(辛9P) 우암 송시열은 자신이 선현(先톰)으로 존경하는 율곡 이이 

짝 우계 성혼(牛쫓 成澤， 1535-1598)에 대한 비판에 답변하는 소(統)툴 올 

린다. 그 당시 유적(柳樓) 등이 이이와 성혼의 출처(出옳). 샤업(훌業). 학문 

등의 문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송시열이 이에 대해 반박하고 이이와 

성혼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소를 올린 것이다. 이이의 학문에 대한 유직 

의 비판 가운데 중요한 논점은 바로 사단과 질정의 위상을 리기론(理氣論) 

으로 설명한 부분과 관련된다. 곧 기(氣)를 중심에 두고 리와 기를 하나로 

만들어 분멸하지 않고 샤단과 칠정도 모두 가발(氣發)， 곧 기의 발동이라고 

본 이이의 관접이 비판받았다. 이러한 비판은 당연히 샤단과 칠정을 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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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發)과 가발로 대비하여 존재의 근원， 곧 ‘소종래(所從來)’가 다르다고 본 

이황의 견해에 지초한 것이다. 특히 “샤단은 리(理)의 발동이요 철정은 기 

(氣)의 발동’이라는 주자의 발언을 근거로 삼아 리발과 기발 모두 인정한 

’호발(효發)’의 논리 가 주자의 정론(定論)이 라고 주장하면서 이이를 비판한 

것이다 1) 

율곡에 대한 우암의 계승의식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송시열이 이이의 어 

떤 주장에 공감했는지 살펴볼 띨요가 있다. 이이롤 위해 지은 r묘지명(훌誌 

銘)J을 보면 우암이 계승하고자 하는 율곡의 관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송시열은 이이의 「묘지명 J어|서 이이의 입언과 저술이 이전 샤람이 밝히지 

못한 점을 많이 밝혔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 샤례로 ”리는 기의 주재요 

기는 리가 탁는 것이다. 리가 아니면 기가 근거할 바가 없고 기가 아니면 

라는 의존할 바가 없다.“거나 “발동하는 것은 지요 발동하게 하는 근거는 

리 다. 리는 태극(太極)이요 기는 음양(陰陽)이 다."2)와 같은 구절을 인용한다. 

송시열이 지은 율곡의 r묘지명」에서 보듯이， 율곡은 현상세계에서 오직 

형이하(形而下)인 기만이 발동의 역량， 곧 운동성을 가지고 형이상(形而上) 

인 리는 자발적인 발동의 역량이 없기 때문에 기에 의존해서 자신을 실현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기발리승(氣發理乘)찍 

주장이다. 이이는 r성학집요(聖學輯要)J어|서 기발리승의 관점을 리와 기의 

속성으로 정당확한 적이 있다. 그는 리에는 작위가 없고 기에는 작위가 있 

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가 발동하고 리는 그것에 의존하는 기발리승의 명제 

가 도출된다.3) 다시 말해 음(陰)과 양(陽)이 라는 기 가 움직이 거 냐 고요한 모 

든 현상적인 작용은 기의 몫이고 그러한 기의 작위에 편승하는 것이 바로 

리이자 태극이 된다. 이이에 따르면， 천지 자연의 운행과 변화 뿐만 아니라 

샤람의 마음 역시 기발리승으로 관철되어 었다. 이처럼 세계의 모든 존재를 

1) r宋子大全j 권21 ， r짧 · 擬兩톰辦짧統J， ‘짧之學， 훌초氣字흙理， 以理氣흙-物， 而無

復分_g1J. 至以없‘心是氣也， 四端t情， 皆氣發’ ‘ 좋漫四七之分， 짧흉千古Z秘훌. … 
朱子Z說B‘有理而後有氣’ • ’四端理之發， t↑홉氣之發’， 此非所謂효發者耶? 朱子솥짧， 
홍是明日.‘ 

2) r宋子大全J ~i를 권8， r훌誌銘 • 票용좋先生훌誌銘J， ’其立言훌說， 多有發前人Z所未
發者. … 先生日: ’理者氣之主宰， 氣者理之所乘. 非理~IJ혔無所根짧， 非氣~IJ理無所依
훌.’ )l.B: ’發Z者氣也， 所以發者理也. 理者太極也， 氣者陰陽也.’‘

3) r票읍全톨」 권20， r뿔훌輯要 二 · 修己J ， ‘理無뚫而혔有옳， 故氣發而理乘.【陰陽動靜，
而太흩乘Z. 發者氣也， 乘其機者理也. 故A心有훌， 道tl無옳. ￥L子B: ’人能弘道， 非
道弘人’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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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운동과 작위의 원리가 바로 이이의 '71 발리승일도(氣發理乘-途)' 

였던 것이다. 

이이도 리가 기의 주재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발리승의 명제에서 강초 

점은 기의 자발적인 운동의 역량에 놓여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황의 호발 

설(효發說)과 명확히 대비되는 지점이었다. 이이는 자연세계에 기화(氣化)와 

리화(理化) 곧 기의 변화와 리의 변화 작용이 따로 없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리악 기가 호발(효發)하는 리발과 기발이 함께 있을 수는 없다4)고 본 것이 

다. 이황은 순선(純善)한 도덕성의 자발적인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는 의미 

에서 리발의 관점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이는 리가 본말(本末)도 없고 선후 

(先後)도 없는， 곧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보편적인 이념이자 원칙이므로 

본말이나 선후로 구분되는 현상적인 기와 다르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 

면， 시공간의 조건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 세계에서 운동의 주체는 기가 되 

지 리가 될 수 없다. 

송시열 역시 기에만 운동의 역량을 인정하는 이이의 노선에 공감한다. 그 

에 따르면， 이이는 리와 기가 하나이면서 둘이 되는 도체(道體)의 실상을 

환히 보고 선현이 밝히지 못한 접을 밝혔다. 리와 기가 오묘하게 결합하여 

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는 불상리(不相離)의 원칙은 리와 기가 하냐 

[-]가 되는 근거가 되고t 리는 스스로 리요 기는 스스로 기랴서 서로 섞이 

지 않는다는 불상잡(不相雜)의 원칙은 리와 기가 둘[二]이라는 점을 뒷받칭 

한다. 다시 말해 이이는 불상잡 • 불상리의 일반적인 원칙을 하냐와 둘로 표 

현하고 리와 지의 양면적 관계를 포착한 것이다. 우암이 보기에， 리와 기의 

관계에 대한 이이의 통찰은 리확 기가 각기 고유한 영역을 가져서 둘이랴 

는 점을 보지 못하고 하나[-物]로 여긴 나흘순(羅款順， 1465-1547)의 병 

통， 그리고 리와 기가 하냐로 섞여 따로 각기 발동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 

하고 t호발’을 주장한 이황의 착오와 대비된다.5) 송시열은 이이의 관점이 

리와 지의 양면적 관계성， 곧 불상잡과 불상리의 원칙을 균형있계 파악한 

반면 나홈순과 이황은 각각 한 면에 빠져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이의 기발리승설은 리의 자발적인 운동 역량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 

4) r쫓삼全톨」 권 10， r훌- 홈成浩原【王申】 J ， #天地없無理化氣化之珠， 則홈心安得有理 

發氣發之異乎?"

5) r宋子大全」 권21 ， r짧 • 擬兩톰辦행짧J， ‘妙合之中， 理딩理， 氣텀氣， 不ffi훗훌훌‘- 없 
明X훌款順-物之病， 又明李;톰효發Z差， 然後理氣Z妙f훌如於世. 此표IlJ有功於後뿔훌 . 
. ~理氣二物 -而二， 二而-， 澤遍妙슴， 亦不훗雜Z톨， ftlJ知짧之所論， 洞見i훌빼， 
發前뿔所未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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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리가 기보다 선재한다는 입장도 부정한다. 이런 관접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리가 되는 태극， 그리고 음양과 동정(動靜)으로 대변되는 기의 관 

계에 대한 이이의 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돈이(周敎願， 1017- 1073) 

의 r태극도설(太極圓說)J 속에는 “태극동이생양， 정이생음(太極動而生陽， 靜

而生陰)“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이에 대해 주자(朱子) 곧 주희(朱熹， 

1130-120이는 r태국도설해(太極圓說解)J어|서 t’태극은 본연의 오묘함이요 

움직임과 고요함은 타는 것의 기톨이다. 태묵은 형이상의 도이고 음양은 형 

이하의 도구이다 N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이는 기발리승의 원칙으로 이 구 

절을 해석한다. 

끼는 발동하고 려는 탄다’는 말은 무슨 뭇인가? 음과 양이 고요하거냐 움직이는 

것은 기툴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그렇게 시키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양이 

움직이면 리가움직임에 타는것이지 리가움직이는 것이 야니다. 음이 고요하면 

리가고요함에탁는것이지 리가고요한것이 야니다. 그러므로주자는”태극은본 

연의 오요함이요움직임과고요함은탈바의 기툴이다.라고말했다. 음과양이 고 

요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 기톨이 스스로 그러는 것이지만 음과 양이 고요하거나 

움직이는까닭은리이다.기 

주희는 음양과 동정을 태국이냐 리가 올라타는 기툴이랴고 해석했는데， 

이이가 이 '7 1툴은 스스로 그러한 것일 뿐’[機멈爾]， 리가 그렇게 하도록 시 

키거나 리 자체에 동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음과 양이 동정의 

주체가 되고 그러한 동정의 상태에 리가 타는 것이지 때문이다. 이처럼 이 

이에게 움직이거나 고요한 음양의 작용은 태극이나 리가 의존하는 기의 운 

동에 지나지 않는다. 따랴서 리는 기의 운동이 발생하는 ”소이(所以)" 곧 

존재 이유이자 원칙에 불과하며 발생론적인 힘을 가진 운동의 주체로 선재 

(先在)하지 않는다. 

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는 이이의 주장은 

당연히 리의 발동을 긍정하는 이황의 리발설을 격냥하고 있다. 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랴먼 당연히 샤단이란 감정에서도 리발의 발동 가능성 

6) r太極뻐說解J， ‘太極者， 本然Z妙也， 훌b靜者， 所乘之機也. 太極， 形而上之道也， 陰陽，
形而Tz器也.’

기 r票읍全톨」 권 10 r훌- 答成浩原J. ‘’혔發而理乘’者. 何謂也? 陰靜陽動， 機텀삐홉111. 
非有f훗Z者111. 陽之動， 則理乘於動， 非X훌훌h1l1 . 뚫Z靜. QIJ理乘於흙， 非理靜也. 故朱
子日: ’太極者， 本然Z~‘也. 動靜者， 所乘Z機也.’ 陰靜陽톨b. 其機텀홉， 而其所以陰靜
陽動者， 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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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막히게 된다. 그런데 17세기 조선샤회에서 송시열과 샤상적， 정치적으로 

대립관계를 이루었던 백호 윤휴(딩湖 尹鋼， 1617-168이는 /리가 움직인다t 

는 리동설(理動說)을 새롭게 주장한다. 그는 기의 운행과 변화만을 강조하 

고 려 자체의 운동성을 부정하는 이이툴 비판하면서 리동설을 제시한다. 

이이가 ’선후도 없고 이합(嚴슴)도 없다’고 한 말은 진정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기 

화(혔化)의 설을잡고려동(理動)의 설을버혔으니 이 역시 한가지만얻은것올벗 

어나지 못한 경우다. 내가 듣기에， 리는 기툴 거느리고 기는 리가 탁는 것이다. 주 

자가 ‘태극이 움직여 양올 낳고 고요하여 음을 낳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리가 움 

직이고 기가 따른다’는 설이 아닌가7 ... 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리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8) 

윤휴는 우선 이이가 리와 기를 시간적인 선후나 공간적인 이합의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본 시각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이이와 달리 그는 리가 기 

를 부리는 장수로서 주계의 역량을 갚는다고 보았다. 따랴서 리 자체에 운 

동의 역량이 있으며 그 결과 기의 영역에서 운동이 가능한 것이랴는 리동 

기수설(理動氣隨說)을 저|창한다. 그는 r태극도설 」어| 나오는 동정의 주체를 

문자 그대로 태극， 골 리라고 보고 그 결과 음양이라는 기가 발생한다고 생 

각했다. 이처럼 기롤 부리는 리 자체에 운동의 역량이 있어서 기가 리툴 따 

른다는 관점은 백호의 독특한 사고다. 

송시열은 백호의 리동설이 샤단을 ’리가 발동하여 기가 따른다고 본 이 

황의 ’리발기수’의 논리와 유샤하다고 판단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곧 그는 

“지금 동정의 설을 잡고서 ’리가 움직여 기가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리 ’라는 것은 음양 이전에 훌로 서 있는 것으로서 이것 

이 움직이거냐 고요하기를 기다린 다음에야 음양이 그것을 따르게 따른다 

는 말이 니 주자(周子)와 주자(朱子)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가?"락고 반문한 

다.9) 송시열은， 백호처럼 리의 운동 역량을 인정하면 음양이 존재하기 전에 

선재하는 리의 동정을 음양이 수동적으로 따르는 셈이 되어 리와 기에 선 

8) r터湖全톨」 권25， r雜훌 · 四端t↑홉A心道心說J ， ‘石5t所謂’無先後無嚴合’者， 誠不可

易윷. 然執氣化之짧， 而i를理훌b~說， 是亦未행得其-者也. 훌聞~i!1， 理者氣之帥也，
氣者理之所乘也. 朱子日’太極， 動而生陽， 靜而生陰’， 非理動혔隨Z說乎7 .. 훌혔Z能 
動， 理之有動也.’

9} re湖숲톨」 권25， r雜훌· 四端tt홉人心道心說J ， ‘훗南a: ‘ … 今執動靜Z짧， 흙理훌b 

~뼈之훌， 則훌所해理홈홈立於陰陽Z前， 待此物훌h靜， 而陰陽乃~L~， 解乃有i훌於周 

子朱주Z플‘也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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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와 이합이 발생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송시열 역시 리발이건 리동이건 기 

툴 초월해서 리 자체에 운동의 역량을 인정하는 관접을 일관되게 반대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이의 기발론과 일관된 연속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리 (理)의 주재성 강조와 리통기국(理避氣局)의 심학 

송시열은 리가 움직이거나 고요한 것이 야니락고 보는 점에서 이이를 계 

승하지만 리가 기로 하여금 ’움직이게 시키고 고요하게 시킨다[使動使靜]’고 

보는 점에서 이이와 다르다. 이이는 분명히 동정의 작용은 기 자체의 자발 

적인 역량에 귀속되며 외부의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 

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송시열은 리가 음양과 동정의 기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시킨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주돈이는 ‘태극동이생양， 정이생음(太홉動而生陽， 靜而生陰)’이랴고 했다. 태극 

은 본연의 오묘합이요 움직임과 고요함은 탁는 것의 기툴이다. 오묘함은 리이고 

기툴은기이다.기가아니면 리가의지할곳이 없고，리가아니면 기가근거로상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한 것은 기이고， 기가 움직이거나 

고요하도록 만드는 것은 려이다.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은 기이고， 음 

이 되게 하고 양이 되게 하는 것은 리이다 10) 

위의 인용문에서 태극이 본연의 오묘함이고 동정은 태극 곧 리가 탁는 

지틀이락고 본 것은 주자의 해석이고， 기가 아니면 리가 의지활 바가 없고 

리가 야니면 기가 근거할 바가 없다는 것은 이이의 말이다. 송시열은 주자 

와 이이의 해석에 근거해서 자신의 새로운 주장을 전개한다. 그에 따르면， 

음앙과 동정은 기가 작동하는 양태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작동을 시키는 존 

재가 바로 리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이는 리가 탁는 기틀 곧 기 자체의 자 

발적인 힘으로 동정이 발생하지 누가 시켜서[使]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송시열은 ’리가 아니면 기가 근거할 바가 없다’ 

는 주재의 의미를 강조해서 리가 기의 동정과 음양을 그렇게 되도록 시키 

10) r宋子大全」 권 136， r雜훌 .-陰-陽之謂道J ， ‘周子之言日: ’太極動而生陽， 靜而生
陰.’ 太種者， 本然ZR↓‘也， 훌b靜者， 所乘之機也. 妙者理也， 械홈혔i!?，. 非氣則理無所依
훌， 而非理J!IJ氣無所根짧. 故-動-靜홈氣也， 而動之R총Z者理也-앓-陽者氣也， 而
使陰f훗陽者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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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動之靜之 • 使陰使陽]이랴고 풀이한 것이다 11) 

동정과 음양에 대해 리가 갖는 주재의 역량을 강죠한 송시열의 해석은 

리가 자발적인 운동의 역량을 갚는다고 본 이황의 리발설이나 백호의 리동 

설과 유샤해 보인다. 하지만 이이에 대한 평가나 백호에 대한 비판에서 보 

았듯이， 송시열은 기본적으로 리 자체의 자발적인 발현 또는 작동의 가능성 

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의 ’샤동샤정(使動使靜)’은 가시적인 시공간 

의 현상으로 동정의 양태를 갚는다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만일 현상적인 

운동의 양태로 리가 자발적인 작동을 한다면， 리에는 조작도 정의(情意)도 

없다12)는 주자의 발언이나 “기가 발동하고 리가 탄다’는 이이의 터|제는 붕 

괴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송시열은 리가 주재해서 동정을 시키는 것은 단 

지 t저절로 그러한 것[엄然]’이지 음양과 오행의 운행과 조작처럼 운동을 하 

는 것은 아니랴고 부연해서 설명한다.13) 그는 다만 기의 존재론적 근원으 

로서 리가 갚는 주재의 의미를 강조해서 샤동샤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리와 기의 시간적인 선후 문제에 대해 송시열은 존재의 근원 곧 원두(源 

頭)의 자리에서 리선기후(理先氣後)를 인정한다. 리가 앞서 있고 기가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리가 주재가 되고 리가 기로 하여금 동정을 시키는 근거가 

된다. 에를 들어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화생(化生)한다’는 주자의 

해석에서 하늘은 곧 리가 되어 음양과 오행이 무한히 동정하게 만드는 존 

재의 근원이 된다 14) 송시열은 리가 기를 타는 유행(流行)의 자리에서는 리 

가 기에 내재되어 기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 반면 리가 기의 근원이 되는 

원투의 자리에서는 기가 리의 주재를 받는다고 본 것이다 15) 따라서 그는 

제자 김간(金幹)에계 "한번은 음이 되고 한번은 양이 되는“ 자연의 무한한 

11 ) 이이가 리툴 지의 동정에 내재하는 ’재동재정(在動在靜r의 존채로 본 것은 리의 내 
재성을， 승시열이 리를 샤동샤정(使動使靜)으로 큐정한 것은 리의 추계성을 강조한 
것으로 비교할 수 있다. 리기용 r율곡학과 우암성리학J， r율곡학과 한국유학J， 충남 
대 유학연구소 編， 예문서원， 2007, 229-230쪽 참조. 

12) r朱子語類J 1:1 3, ‘理해無↑홉意， 훌훌計度， 無造作.‘

13) r宋子大全j 권 105， r톨·홈沈明fCP J, ’所謂’理Z초宰使動使靜’者， 亦不過日’g然‘而
E. 不如陰陽五行之흘用造作也.’ 

14) r宋子大全」 권 105， r톨 • 答沈明f뿌 J ， ‘r中톰j註日: ’天以陰陽표行， 化生萬빼’， 所謂天

者， 亦理而己윷.*깐￡從源E홉훌， ~IJ有是理， 然後有是혔. 故謂f훌옳초宰，)(謂之使훌M훗 
靜.

15) 따라서 이상익이 현실의 惡을 설명할 수 없다는 논거로 리툴 샤동샤정으로 해석하 
는 것을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은 다소 무리인 듯하다. 이상익， f지 
효성리학논고J， 심산， 2005, 223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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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과정을 가능케 하는 리는 먼저 갖춰져 있으며， 그렇게 본다면 리와 기 

에 선후가 있다는 접이 이해하기 업다고 말한다.16) 리선기후의 관점을 담 

은 송시열의 이러한 발언은 당연히 리와 기톨 분리해서 두 가지로 만든다 

는 혐의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김간의 의문과 송시열의 대답을 살펴보자. 

김간: 리와 기는 본래 혼융하고 틈이 없어 서로 떨어져 있은 적이 없으므로 자연히 

선 • 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자세히 끝까지 추론해 나가연 이 

른바기는리가그주재가되지 않음이 없습니다.이러한점에서 본다연 리가앞에 

있고기가뒤에 있는듯합니다.그런데지금만약치 기는분명히 리에서 생겨냥 

다’고하면서 이것으로그선 ·후톨결정한다면 이는리와기를갈라두물건으로 

삼아하나는앞에 있고하나는뒤에 있는것으로삼는것이니，온당치 못한것 같습 

니다. 

송시열:그렇지 않다.무릇옴과양두기는본래 끝도없고시작도없다. 그러므로 

옴은 양에 뿌리박고 양은 옴에 뿌리박야 쉴새없이 운행하고 끊임없이 순환한다. 

그런데 기가이러한것은리가본디 그러하기 때문이다.이 리가분명히 이와같으 

니 다시 의심할 계 없다.’기 

김간은 리와 기가 본래 혼융하여 톰이 없다는 일원론적인 입장에서 원칙 

적으로 리와 기의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선 • 후라는 시간적인 구분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존재의 근원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면， 리가 기의 

주재가 되어 리선기후(理先氣後)의 영계가 성립할 수도 있겠다고 인정한다. 

곧 관념적인 추론올 륭해 존재의 근원을 무한히 소급해서 올라가다 보면， 

리가 궁극적인 존재의 근원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의 근 

원을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로만 인정하고 기톨 생산하는 발생론적인 근원 

으로서 리가 갚는 주재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리선기후는 존재의 근원을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에 불과하며 만일 리에 

서 기가 냐온다고 하면 리와 기를 둘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김간의 

16) r*子大全」 부륙 권 15， r짧옳 • 효웠훌J， 今就理之秉氣훌률， 則理홈於혔也， 而就1:
Z根짧S톨륨， .IlIJ톨초앙훌也 ... -훌-陽生生不없， 而其훌則未'1不先具也. 홈흉地톨， 

.IlIJ~훌.z有先後， 흩十分易뺏 . 

17) r宋子大숲」 부록 권15， rl훌훌 • 훌fti훌J ， .훌B: '훌與훌本찮톨t.뼈， 未始相훌， 則텀 

*를st~윷Z可톨. 而但仔細+分推上去， .Il1J凡所IW~톨훌，J(不휴훌월Z主宰. 혔此훌톨， RIJ 
似훌理걷E先而혔在後총. 今훌B<遺혔分明엄훌生出來>， 以i比決훌其先後， RIJ훌훌與lt 
*IJ월二~， 而-훌先-뚫後1fl，'fI률未뚫.’ 先生B: ’不可. 夫톨빼二률， *.~~읍. 故홈 
根於빼， 빼根於陰， 流行不，톨， 짜훌 .• ~. 而ltz所以如此홈， 理本如此故也. 此理分明
如l比， 훗無可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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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에 대해 송시열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음양에는 

시작이 없다[陰陽無始r는 입장에서 음과 양 투 기는 본래 시작도 끝도 없 

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음과 양은 어느 한 지점에서 시작하거냐 끝나는 

직선적인 관계가 야니라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히 순환하는 관계를 강는다. 

이련 의미에서 보면t 음과 양이 동시에 없는 시간은 존재할 수 없다. 음이 

없을 때는 양이고 양이 없을 때는 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과 양의 무 

한순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송시열은 음과 양이 서로 뿌리가 

되어 유행이 단절되지 않고 순환이 무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음이 양에 

뿌리를 두고 양이 음에 뿌리는 둔다는 말은 음의 리 속에는 양의 근본이 

이미 강춰져 있고 양의 리 속에는 음의 근본이 이미 갚춰져 있다는 뜻이다. 

려가 기를 주재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음기가 샤랴지면 양기가 자랴는데 양 

기가 자라는 근거는 이미 음기의 리 속에 강춰져 있고 양기가 다하면 음기 

가 생기는더| 음기가 생기는 근거는 이미 양기의 리 속에 갚춰져 있다. 이처 

럼 음과 양의 리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음양의 무한 순환과 유행이 

가능한 것이다. 

송시열의 답변을 김간의 질문과 대죠해서 검토해보면， 그 역시 김간이 맨 

처음 저|기한 명제 곧 ’리와 기가 혼융하여 틈이 없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음과 양의 무한한 유 

행과 순환 과정 속에 리는 존재의 근원a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처럼 존재의 근원으로서 리가 기와 혼융되어 있는 것이므로 리가 기 

의 주재가 된다는 측면을 김간처럼 논리적인 추론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게 

된다. 기에 대해 리가 초월적인 탁자처럼 분리되어 시간상 앞서계 된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송시열은 음과 양의 리가 상호 맞물려 있다는 논리로 답 

변한다. 다시 말해 기의 영역 밖에 리가 독립해서 기에 운동의 힘을 부여하 

고 시간상 선재하는 것이 야니랴， 음과 양의 대대적인 무한순환 과정에 음 

과 양의 리로서 음과 양의 기에 대해 선재해서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송시열은 기에 대한 리의 주재성을 강조하여 t샤동 

샤정(使動使靜)’의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역량을 음과 양이 무한 순 

환하는 과정 속에 통합시킴으로써 리와 기의 혼융한 일원적 관계를 견지하 

고 있다. 여기서 송시열은 음과 양이 서로 얽혀 존재의 뿌리가 되는 무한한 

상호 생성의 관계를 이이가 제시했던 ’리통기국(理通氣局)’의 논리로 뒷받침 

한다. 원혜 율곡은 형체가 있고 없는 차이를 근거로 리와 기를 구분하여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는 ’리통기국’의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 



송시열의 샤단칠정론(四端t情論) 59 

면， 리가 통하는 까닭은 천지 만물이 동일한 리를 공유하기 때문이요， 기로 

국한되는 까닭은 천지 만물이 각기 고유한 하나의 기툴 강기 때문이다. 이 

이는 이러한 리통기국의 원칙을 원래 보면적인 원리는 하나지만 그것이 구 

체화된 본분은 다양하다는 의미의 /리일분수(理-分妹)'롤 재해석해서 정당 

화한다18). 다시 말해 천지만물이 비록 동일한 리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리 

가 의존하는 기의 다양한 차별적 양상에 따라 각기 고유한 리로 국한된다 

는 것이다.19) 이러한 리통기국의 논리는 만물의 존재론적인 통일성과 개별 

적 차별성을 리와 기의 층위로 설명하는 논리락고 볼 수 있다. 송시열은 음 

과 양의 상호관계에 기초해서 이이가 제시한 이 리통기국의 관점을 더욱 

심화시격 세계의 운행과 변화 등을 설명한다. 

유행(流行)의 오묘함을 가지고 말한다연 봄 · 여륨이 가면 가을 · 겨울이 되고， 가 

올·겨울이 가면 다시 봄· 여름이 되는더| 봄· 여름은스스로봄·여롬이 되지 못 

하고 가을 • 겨울도 스스로 가올 • 겨울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미 봄 · 여름이 

되었다가다시 가을· 겨울이 되는것은이 도가아니겠는가? 대대(待對)의 본체 

(本體)를 가지고 말한다면 하늘의 형체는 위에 드러나 있고， 땅의 형처|는 아혜에 

드러나있으나，하늘이스스로하늘이되지 못하고땅은스스로땅이되지 못한다. 

그렇다면，하늘이 되게 하고또땅이 되게 하는것 또한이 도가아니겠는가?무릇 

’이통기국(理通氣局)’이랴는 네 글자는 실로 이러한 실상을 밝힌 것이다. '7 1 국(氣 

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양의 채질은 음의 체질이 아니고 옴의 채질은 양의 체 

질이 아니므로 ’국한된다[局]’고 한 것이다. ’리통(理遺)이랴는 것은 무엇인가?’ 양 

의 리는 곧 음의 리이고 음의 리는 곧 양의 리이므로 ’통한다[通]’고 말한 것이다. 

국한되므로둘이 성립되고통하기 때문에 둘이 있게 되는 것이다. 국한되지 않으 

면 통합을 나타낼 수 없고， 통함이 아니면 국한됨이 어찌 시작될 수 있겠는가?20) 

18) 이이의 리통기국은 본체의 차원에서는 리의 동일성올 다g빨 현상세계의 차원에서 
는 기의 자기분화를 강죠하는 이원구조락고 할 수 있다. 정원재， r지각설(知훌說)에 
입각한 이이(총펴) 절학의 해석 J， 서울대 박사논문， 2001 , 43-71쭉 참죠. 

19) r票감全홈」 권20， r聖훌輯要 二 · 修己J， H理無形而氣有形， 故理i훌而氣局.【理通者， 
天t생萬物同-理111. 氣局者， 天地홈物各-氣也. 所謂·理-分珠’者， 理本-윷， 而由氣

之不齊， 故隨所홈而各有-理. 此所以分珠也， 非理本不-也.】”

20) r宋子大全」 권 136, r雜훌 .-陰-陽之謂道J， ‘以流行Z妙를~， "IJ훌夏而秋훗， 秋훗 

而復훌훌，而春훌不能自훌훌，秋쪽不能自秋쭉.則所以없훌훌而復秋훗者，非此遺乎? 
以待對Z빼를~， JlIJ天形於上， l앤形於下， 而天不能텀天， 地不能自地. 則其所以없天而 
又地者， 非此遺乎? 훌理i훌훌局四字，.所以發明乎此也. 所謂氣局者何也? 陽之體非
陰之빼， 陰~II非陽Z빼t 則所謂局也. 所謂理i훌者f可也? 陽Z理w陰Z理， 陰之理w
陽Z理， "IJ所謂通也. 局故兩立， 遺故兩걷E. 非局li!IH훌無所發見， 非i훌IHJ局何以原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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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은 음앙의 무한한 순환운동을 ’리는 기의 주재가 되고 지는 리의 도구 

가 된다’는 일원론적 상호관계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 우선， 그는 음양과 동정의 

현상적 변화과정에 대해 그 자발적인 생성을 부정하고 도를 존재의 근원으로 

제시한다. 가령 유행의 오묘함이랴는 측면에서 보면， 붐 • 여름 • 가을 • 겨울의 

시간적인 순환운동은 그 자체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는다. 또 대대의 본체랴 

는 관점에서 보면， 하늘과 땅 역시 자체의 힘만으로 하늘과 땅이 될 수 없는 것 

이다. 송시열에 따르면， 리통기국은 이러한 실상， 곧 음과 양의 무한한 운동a로 

전개되는 세계에는 그 주재가 되는 리냐 도가 존재한다는 샤실을 밝히는 명제 

가된다. 

그런데 송시열의 독특한 해석은 리통기국을 음과 양의 체질과 리라는 대 

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접이다. 여기서 ’기가 국한된다’는 것은 음의 채 

질과 양의 체질이 각기 고유한 위상과 성격을 가져 서로 막히고 구분된다 

는 뜻이다. 그리고 리가 통한다’는 말은 음의 리와 양의 리가 근원적으로 

는 동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통된다는 뜻이다. 음의 체질과 양의 체질 

은 국한되기 때문에 음의 체질과 양의 체질이 구분되어 성립하고t 양의 리 

와 음의 리는 통하기 때문에 양쪽에 존재할 수 있다. 양과 음의 체질이 각 

기 고유한 성격과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가 그것을 통해 자신을 실현 

하고， 음의 리와 양의 리가 통하기 때문에 음의 체질과 양의 채질은 무한히 

순환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3. 샤단칠정론의 지본 인식과 이론적 변확 

1 ) 샤단 · 칠정의 일원적 구조와 기질지성(氣質之性)의 강조 

16세기에 조선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은 샤단과 칠정이라 

는 감정의 존재론적 근원이나 상호관계， 작동방식 등에 대해 논쟁을 벌인 

다.21) 퇴계와 고봉 샤이의 치밀한 논쟁의 결과 이황의 최종적인 결론， 곧 

21) 유교의 역사에서 샤단은 본혜 맹자가 性홈의 테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仁). 의(뚫) 
· 예(禮). 지(智)의 덕을 실천할 수 있는 내면적 근거로 제시한 것이고， 칠정은 원래 
r禮!èJ에 나오던 희 · 노 · 애 • 구 • 애 · 오 • 욕(훌 • 뺑 • 훌 • 엠 · 愛 • 惡 • 欲)의 감정 
인데 r中톰」어|서 이툴 촉약하여 희 • 노 • 애 • 락(홈 • 쨌 • 훌 • 훌)의 감정으로 불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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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단은 리가 발동해서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理發而氣隨之]이고 칠정은 

기가 발동해서 리가 탁는 것[氣發而理乘之]"이라는 유명한 명제가 도출된 

다. 그리고 이이가 나중에 간접적으로 이 논쟁에 참여하여 럭발을 부정하고 

기발만 인정하는 '7 1발리승일도설(氣發理乘-送說)’을 주장함으로써 샤단칠 

정론은 16세기 조선성리학을 대표하는 논쟁드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송시열의 샤단칠정론을 논의하기 전에 이황과 이이의 기본적인 

견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황은 고봉과의 논쟁에서 샤단은 리발 

에， 칠정은 기발에 배속시켜 투 감정의 양태가 존재론적으로 상이한 근원을 

갚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는 샤단과 칠정의 근원을 다르게 보았지 

만， 리와 기가 서로 떨어져 있거나 샤단과 칠정이 어느 한 쪽과 배타적인 

관계볼 맺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황 역시 리와 기가 서로 외부에 따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접을 전제로 샤단과 칠정의 상이한 근원과 작 

동 방식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리가 발동하여 기가 탄다는 것은 리 

를 중심[主理]흐로 말한 것일 뿐 리가 기 밖에 있다는 말은 아니니， 샤단이 

이것입니다. 기가 발동하여 리가 탄다는 것은 기롤 중심[主氣]으로 말한 것 

일 뿐 기가 리 밖에 있다는 말은 야니니， 칠정이 이것입니다.H22l라고 했다. 

하지만 샤단과 칠정의 근원을 다르다고 보고 상대해서 접근하는 이황의 대 

설(對說)에 대해 이이는 마음의 근본을 둘로 나누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O신이 살떠보건대， 문성공(文成公， 이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칠정은 마 

음의 움직임을 통괄해서 말한 것이요 샤단은 그 가운더| 선한 쪽만 골랴서 말한 것 

이다. 샤단이건 칠정이건 발통한 것은 기요 발동하게 하는 원인은 리이다. 지금 

‘샤단은 리가 발동하여 기가 따른 것이요 칠정은 기가 발동하여 리가 탁는 것이다· 

락고한다면，이는리와기 투가지가어떤 것은앞서고어떤 것은뒤따랴상대하여 

투갈래로나뉘고각기 나오는셈입니다.이는어찌 마음에투근본이 있는것이 아 

니겠습니까?’ 。신이 살펴보건대， 문성공의 이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23) 

이이에 따르면， 샤단이건 칠정이건 모든 감정의 양태에는 기가 발동하여 

22) r退쫓先生文훌」 권 16, r톨 • 홈奇明彦論四端t情第二톨J ， “大훌有理發而氣隨之者， 

RIJ可主理而言耳， 非謂理外於혔， 四端是也. 有氣發而理乘之者， fllJã]'主氣而言耳， 非
調혔外於理， t↑훔훌也.’ 

23) r心經棒疑i四端J， ’O톰按， 文成公훌以흙; ’t1홉， fllJ統言心Z훌h， 四端， QIJ就其中擇
홈낙톨而를. 훌無論四端 .t↑홉， 發者氣也， 所以發者理也. 今若8， <四端理發而氣隨
之， t↑협혔發而理乘之>， 是理氣二物， 或先或後， 而相對휩兩l앓， 各텀出來흥. 此활非 
心有二本乎?’ Oê:>l.按， 文成公此說固훌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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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탁는 기발리승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작동한다. 형이하인 기만이 자발 

적인 발동의 역량을 가지며 그러한 발동의 존재이유로서 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발리숭일도의 원칙에 따랴， 이이는 칠정이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포괄하는 총칭이 되고 사단은 그 가운데 선한 부분만 골랴서 말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맹자가 제시한 샤단은 칠정 가운 

데 선한 감정을 홉야내어 본성이 선함을 보여주는 단서로 어격 샤단이락고 

한 것이지 칠정 밖에 샤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24) 이른바 

샤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만을 뽑야낸 [~J出 1 것으로 보는 ’척설(융IJ說)’ 

이다，25) 칠정은 리와 기를 합한 감정인데 비해 샤단은 오직 리의 측면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샤단이 칠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이에 따르면， 샤단 

은 순수한 본연지성(本然之性)에， 칠정은 본연지성이 기질에 놓인 기질지성 

(氣質之性)에 대응되며 투 가지 본성이 있거냐 투 가지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26) 이처럼 이이는 리와 기，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샤단과 칠정이 모 

두 상이한 존재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고 다만 인 

식하는 흥위만 다툴 뿐이라고 본 것이다. 송시열 역시 샤단과 칠정이 

한 존재의 근원을 갚지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락고 말한다. 

동일 

천하에는 본성을 벗어난 샤물은 없고 본성이란 단지 인(仁) , 의(義) , 예(禮) , 지 

(智) 뿐이다. 그리고 맹자가 측은(’測훌)을 인(仁)의 단서로 삼은 것은 샤단을 말하 

는 것이고， 주자가 샤랑을 인(仁)의 작용으로 삼은 것은 칠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 

렇다면 칠정과 샤단은 그 실상이 하냐이다，2기 

송시열은 샤단과 칠정이 하나라는 궁국적인 근거로 세계에 본성 밖에 있 

24) r票삼全톨j 권20， r聖學輯要 二 · 修己J， "t↑홉之外無他빼. 효子於七↑훔Z中， 別出其
홈↑홉， 텀없四端， 非t↑홉之外， 別有四端也.’

25) 이황과 고붕의 샤단칠정논쟁을 대설(對說) 유형과 척설(測說) 유형으로 비교하여 논 
쟁의 전개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한 최근의 논문을 참초할 것. 자오 펑(짧l훌)， r궁극적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 본 이황과 고봉의 리발기발 논변 J， T한국학연구』 져1 22집， 인 
하대 한국학연구소. 2010, 

26) r票감全톨j 권20， r聖뿔뼈要 二 · 修己J， ’四端훌言理， t↑훔合理혔， 非有二↑홉， 而後

Ai쫓以理氣없효發.【四端， ’홉性Z言*然Z性也.t↑홉， 햄性之슴理氣而言也. 혔1(z 
性，.是本性之在氣質者， 非=性. 故七↑홉.包四端， 非=↑홉th.. 須是有二性， 方能有二
↑홉. 】’ 

27) r宋子大全」 권90， r톨 • 答李i女九【王子五月十二B 】J ， “天T無性外Z物， 而所謂性者，
只是仁 • 훌 • 빼 · 智而C. 효子以뺑隱협仁之端홈， 以四端言也. 朱子以愛옳仁之用者， 

以t↑홉름也. 然IlIJ四端七↑홉， 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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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샤물이 없다는 점을 든다. 주자학에서 본성은 모든 이치를 함유하고 그 

벼리가 되는 인 • 의 • 에 · 지 예 가지 가운데 인이 나머지를 포괄한다. 송시 

열은 맹자가 측은한 감정을 인의 단서로 삼은 것이 샤단이라면 주자가 샤 

랑을 인의 작용으로 삼은 것이 칠정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인의 단서로 

서 샤단을 대표하는 측은한 감정이나 인의 작용으로서 칠정을 대변하는 샤 

랑 모두 인이락는 형이상학적 본성이 현상적인 감정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 

라는 접에서 동일하다. 감정의 양태는 다르지만 그 근원적인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이황은 샤단이 인 · 의 · 에 · 지의 본성에서 바로 나온 것인데 비해 칠정 

은 외부 샤물의 자극에 형기(形氣)가 감응해서 발생한 것으로 비교한 적이 

있다. 이에 비해 송시열은 ”어린애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외물 

에 느끼는 때고 놀랴고 측은해하는 것은 마음이 발동해서 감정이 된 것이 

다. 반드시 놀라고 측은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까닭은 샤랑의 이치[愛之理] 

가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28)랴고 말한다. 이것은 ’마음’의 지평을 중심으로 

샤단을 대표하는 측은한 감정이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송시열은 

측은한 감정의 근원이 되는 샤랑의 이치는 마음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기 

에 속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드러날 뿐 스스로 발동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송시열은 현상적인 마음으로 발현되는 본성을 기질(氣質)의 제약 

이라는 관접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본연지성이 기질에 떨어져 있는 것을 기 

질지성이라고 한 이이의 논리에 따르면 감정의 형태로 발현되는 본연지성 

곧 인 · 의 · 예 · 지의 본성은 기질의 조건에 의학여 굴절된다. 따랴서 송시 

열은 수양론적인 공부의 필요성과 연결지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한 

다. 

’본연지성’이란 맹자가 말한 ‘본성이 선하다’는 것이다. '7 1질지성’이란 공자가 말 

한 ’본성이 서로 비슷하다’는 젓이다. 본연지성을 중심으로 보면， 요 임금 · 순 임 

금과 같은 성인이냐 길 가는 샤람들도 동일한 성이며， 기질지성으로 본다면 어질 

고 어리석은 것과 착하고 간특한 것이 천차만별로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 

을 변화시키는 공부에 힘쓰지 않고 성선설만 고수하면서 성현의 문에 들어가기툴 

바란다면， 이것은 농샤를 하지 않고 수확을 거두려 하는 것과 같으니 ， 어찌 선인 

(홈人)이 될 수 있겠는가729) 

28) r宋子大全」 권90， r훌 · 與李;女九【王子五月 十二日>J , ‘見짧子入井， 此感於物之時~，
↑$↑흉 • 뺑隊， 是心發而옳↑홉也. 所以必有是↑Jt↑易 • 測鷹， 以愛Z理在心也.’

29) r宋子大全j 부록 권 18， r語錄 • 훌↑톨錄J ， ‘有本然之性， 효子所뽑’性홉’훌~. 有氣質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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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은 본연지성 곧 맹자가 말한 성선(性善)의 영역이 비록 이념적으로 

순선하더락도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기질의 조건에 종속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본성을 드러내는 기가 밝으냐 탁하냐 하는 청닥(淸潤)의 초건에 

따랴 그 발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관접에서 송시열은 비록 본 

연지성의 측면에서 성인과 범인이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 

기질지성의 관접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지성적 역량과 윤리적 가치는 천차 

만별이라고 진단한다. 본연지성은 모든 샤람이 공유하는 이념적 동일성을 

보여주지만 실제 실흔적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은 기질적 조건에 제약된 기 

질지성인 것이다. 

기질적 조건의 제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념적인 성선의 논리만 

믿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성현의 지위에 도달할 수 

없다. 지극히 선한 본성이 마음 속에 내재해 있어도 기질적인 조건이 항상 

외부에서 구속하게 된다. 따랴서 치우친 기질을 등극복하고 변화시키는 공부 

톨 해서 잘 돌려야만 본연지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관점을 

가진 송시열에게는 기질적 조건에 구속되어 실현되는 감정의 양태가 순수 

하게 선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 모든 선한 본성은 기질에 의해 굴절되 

기 때문이다. 

2) 중절(中節)의 논리와 인심도심설(Á心道心說)로의 전환 

송시열의 샤단칠정론은 기본적으로 이이의 시각을 계승하고 있는데 사단 

의 중절 여부에 대한 해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이는 기발리승일 

도의 원칙 아래 샤단을 칠정에 포함시키되 샤단이 선한 감정만을 가리킨다 

는 접에서 칠정과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이황처럼 리가 발동해서 샤단이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이 역시 리와 기， 선과 악을 겸하는 칠정과 달리 

오직 리나 선의 측면을 띈다는 면에서 샤단이 독특한 감정의 양태랴고 썽 

각한 것이다. 하지만 송시열은 “측은(測隱) . 수오(훌惡)에도 중절(中節)과 부 

중절(不中節)이 었다.’는 주자의 발언에 기초해서 칠정 가운데 중절한 부분 

만을 샤단으로 보는 이이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이가 

性. 1L子所뼈·↑훈相近’是也. 主其本然Z性而.Z. 훌 • 짧 • 途人， 同-性也. 就其氣質
Z性而見Z.WJ톨 • 淑톨， 有훌不同. 훌不用力於變化혔WZI. 而徒守性홈Z說 •• 其
入於뿔.Z門. J!IJ是챔不隊而求짧也， 何得f홉홈人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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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이 구절을 보지 못해서 그런 해석을 한 것이라고 짐작한다，3이 송시 

열이 이이의 해석에 대해 마치 문헌학적인 문제의 하나인 것처럼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단부중절의 문제는 기본적인 샤유체계와 관련 

된 문제다，31 ) 

주자의 말씀을 살펴보니， ’측은과 수오의 감정에도 절도에 맞는 것이 있고 절도에 

맞지 않는것이 있다’고하였고또 ’측은의 감정은선하지만측은해선 안될 곳에 

측은해하면 악이다·라고 하였다. 반드시 이 뭇으로 보충한 뒤에야 비로소 완비된 

다. 성현이 본성을 말한 것은 오직 본연지성을 가리켜 말한 경우가 있고 기질지성 

을겸해 말한경우가있다. 이미 기질지성이 었다면 그발동역시 선(홈)과불선(不 

홈)의 차이가 없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이는 맹자의 말에 기초해서 오직 선한 쪽 

만을 말하고 있으니， 바로 정자(程子)가 맹자는 구비하지 못했다’고 논한 것과 같 

다. 주자는측은과수오의 마음에 선과악이 있음을겸하여 말하고있으니， 바로주 

자가 정자는 치밀하다’고 말한 것과 같다.32) 

주자의 발언을 보면， 샤단을 대표하는 측은한 감정 자체는 선하지만 측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측은해하는 것은 악이 된다. 이러한 주자의 언급 

은 샤단이랴는 감정 자체보다 그것이 발동하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의 관 

계에서 감정의 적절성을 묻는 것이다. 곧 구체적인 처지를 생략하고 감정의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고려 속에서 그것이 中節한지 야 

닌지 따져서 감정의 선과 악을 묻고 있다. 송시열은 이처럼 감정과 상황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논의가 완비된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기질 

지성을 도입하고 있다. 성현이 순선한 불연지성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기질지성을 가리 71는 경우도 있으며， 사실상 실존하는 샤람의 기질적 조건 

30) r宋子大全」 권 133, r훌훌훌 • 退쫓四톨質疑疑義二J， ’以四端옳t↑빼中中節훌而言， 此뚫 

末安. 朱子日: ’뺑隊 · 훌惡， 有中節不中節.’ 是則四端亦有不中節者， 훌票읍1홉未Z見 
耶?‘

31) 송시열은 이황 리발설의 근거가 된 주자의 언급， 곧 ‘사단은 리의 발동이요 칠정은 
기의 발동[四端理Z꿇， tt홈氣之發]“이랴는 명제가 이치에 타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자의 착오일 거랴고 평가한 적이 있다. 이렇듯 송시열은 주자의 발언이라도 자 
신의 샤유치|계에서 용납되지 않는 부분은 그 가치툴 인정하지 않았다. 

32) r心經種疑/四端J， ‘考朱子說， 則有8: ’뼈l隱 • 훌惡也， 有中節不中節.’ 3l.8: "測隱是
홈， 於不當慣I~를處， ’뺑I!i~是惡.’ 必須以此意足Z， 然後方없完뼈. 훌훌~J{름性， 有.. 指
本然Z↑生者， 有훌훌指氣質Z性홈. 훌%有氣質Z性， 則其發亦뿔無홈不홈Z異乎? 今文成
公， 因효子Z言而훌言홈-邊， ItIJ正如程子所論’효子Z不憶’. 朱子흉言測隱 • 훌惡Z有 
홈惡， 則표如朱子所謂’程子負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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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본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샤단의 발동에도 선과 불선의 차이가 있 

게 된다는 것이다. 

기질적 조건에 제약받는 실존의 현실에서 본다면， 이이가 맹자의 언급에 

기초해서 샤단의 오직 선한 면만 말한 것은 정자가 맹자에 대해 “본성만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는 것은 갖추지 못한 것[論性不論혔， 不備]’이락고 

비판한 것과 같은 셈이 된다. 정자는 일찍이 기질지성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본연지성만 논하고 기를 논의하지 않으면 완비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송시열은 이러한 정자의 관점을 활용해서 샤단에 선과 악이 있다고 본 주 

자아말로 기질지성을 도입한 정자처럼 치밀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샤 

단부중절의 시각을 중요한 샤상적 문제로 인식한 그는 이 점을 간과한 율 

곡의 언급에 대해 논의가 구비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혔던 

것이다. 

샤실 샤단칠정논쟁에서 샤단부중절의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인물은 고봉 

기대승이었다. 고봉에 따르면， 성현은 적고 어리석은 샤람은 많은 상황에서 

탁고난 성인이 아니라면 발동된 샤단에서 순수한 천리를 보존할 수 없고 

또 기품(혔훌)과 물옥(物欲)의 가림이 없을 수 없는 법이다. 이런 판단에서 

그는 ”이러한 상황을 살피지 않고 오직 샤단을 선하다고 해서 확충(賣充)하 

려 든다면 선을 밝히는 것이 미진하고 힘써 실천하는 것이 잘못될까 두렵 

습니다.“33)라고 말한다. 고봉은 천차만별인 기질적 조건에 제약을 받는 실 

존의 현실 속에서 샤단이 순수한 리의 현현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는 그러한 사단을 있는 그대로 확충할 수 없다는 수양론적 논리로 샤단부 

중절의 의미톨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황은 샤단부중절의 논의가 샤단이 본성에서 순수하게 발출해나 

온 것을 통해 본성도 선하고 감정도 선하다는 점을 보여준 맹자의 본지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샤단이 천리의 순수한 발동이랴는 점에 기초해서 리발 

설을 주장한 이황의 입장에서는 샤단부중절의 시각은 정당한 본지를 벗어 
난 것이다. 물론 그도 수오(훌惡)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수오하고 시비(是 

非)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시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황은 그러한 샤례가 단지 기가 어투워서 그렇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샤 

33) r兩先生四t理혔往復톨J. r高훌答退쫓再論四端七↑홉톨J . ‘自古뿔톰者少， 而，흉不합者 
多， 生知홈少， 而뿔知困知홈多. 홈非生知Z聖， 其所發之四端， 安能必保其홈然天理 
乎? 亦恐不能無氣.~껴欲Z홉也. 今乃不활乎此， 而徒以四端휩熱不홈， 而欲빼以充之， 
l! IJ홈恐其明홈之宋훌， 而力行Z或差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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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본질적인 의미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황은 정당한 본지를 

버리고 전개되는 샤단부중절의 논의가 ”단지 우리의 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락 도리어 후대에 전승하는데 해롤 줄 것 "34)이라고 엄 

중하게 비판한다. 

이황이 해롭다고 비판한 샤단부중절의 논의툴 송시열이 도입할 수 있었 

던 것은 r맹자」의 샤단을 r중용』의 칠정과 호환해서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송시열은 맹자가 性善의 근거로 샤단을 제시한 문맥을 벗어나 r중용』 

에서 제시한 중절의 논리로 전환해서 접근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r중용 

』에는 “희 • 노 · 애 • 략이 야직 발동하지 않은 것[未發]은 중(中)이라 하고 
발동해서 모투 절도에 맞으면[中節] 화(~미랴고 한다."35)는 구절이 나온다. 

이러한 문구에 따라 미발(末發)과 이발(E.發)의 도식이 성립되고， 중절은 이 

발， 곧 현상적인 감정이나 샤유의 영역에 해당된다. 이발의 영역과 중절의 

관계에 대한 송시멸의 기본적인 인식이 바로 샤단부중절론과 연관되어 있 

다. 

샤람이 비록 미발(未發)의 중(中)이 있다 할지랴도 발동했을 때에 혹 절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히 경문(짧文)의 뜻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경문 

에 ’발동해서 절도에 맞으면 화(和)락한다’고해도되는데， 반드시 ’모투[皆] 절도 

에 맞는다’고하여 ‘개(뜰)’자룰붙인 것은자연 의미가함촉되어 었다.이는샤람 

들이 혹 중(中)이 되면 반드시 확(和)도 된다고 간주할까 염러한 때문에 다시 이 

깨(皆)’ 자룰 덧불인 것이다，36) 

송시열은 미발의 중과 이발의 확， 곧 중절을 구분해서 보고 있다. 곧 환 

하게 빛나서 어지럽지 않은 미발의 중37)에 도달해도 감정이 발동하는 상황 

에서 반드시 절도에 맞는 중절(中節)의 상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38) 

34) r退쫓文훌」 권 16, r톨 · 答홉明훌論四端七↑홉第=를J， ‘四端亦有不中節之論， 雖흩新， 

然亦非효子本듭也. 효子Z意， 但指其*쭈然從仁훌훌홈智上發出底說來， 以見性本홈， 故↑홉 

亦홈Z意而E. 今必欲舍此正當底本듭， 而拖뺏T來， 就尋常人↑홉發不中節處， 滾슴說 
去，夫人훌惡其所不當훌惡，是非其所不當是非，뿔其氣홉使然，何可指此홉說，以亂於 

四端홉然天理之發乎? ~DJ比讓論， 非徒無益於發明斯道， 反恐有홈於톨示後來也.‘ 

35) r中톰훌句J 1 장， ‘홈 · 혔 • 훌 • 樂之末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36) r宋子大全j 附錄 권 16， r語錄 .，I-7\:-緣J， ’A雖有末發之中， 發或有不中節흥， 細看

經文2ft， Jt IJ可知也. 훌’發而中節， 謂之~(]’， 可也， 而必以’똘中節’， 皆字加之者， 엄有 
意味. 恐人中ItIJ必和훌， 故更훌홈뿔字.’ 

3기 r*子大全j 附錄 권 16， r語錄 • 朴光-錄J， ‘未發者. 炯然不홈Lz.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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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는 경문에서 ‘발이중절(發而中節r이라고 하지 않고 ‘발이개중절 

(發而皆中節r이라고 한 이유가 미발의 중 상태가 되면 필연적으로 중절의 

화에 이른다고 간주할까 걱정해서 그런 것이라고 풀이한다. 우암은 샤람의 

감정이 모든 샤태에 중절하기 어려운 실존적 현실에 주목해서 “모두”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발의 중으로 대변되는 순 

수한 내면 의식만으로는 샤회의 객관적인 큐범을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송시열은 경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중절의 문제롤 의식적인 샤 

유 이전의 순수한 내면세계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샤단부중절에 대해 송시열은 r중용JOI락는 경전적 근거 이외에도 기본적 

인 샤유체계의 관점에서 정당화한다. 우선t 그는 샤단부중절의 가능성을 기 

발리승의 원칙에서 찾는다. 

대개 r중용j과 r맹자」툴 합쳐서 보면 칠정이나 샤단은 다 본성에서 냐온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는 ’인(仁)은 바로 본성인데， 이 사랑의 리가 나와서 바야흐로 측은 

한 마옴이 있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 어찌 샤단과 칠정을 하냐로 본 돗이 아니겠 

는가? 오직 그것이 발동해 나올 때 려가 기률 탁고 나오는데， 샤단은 기에 가리는 

바가 되지 않으므로 리의 발동[理Z發l’이랴 하고， 칠정은 혹 기에 가리어 곧게 나 

오지 못하기 때문에 '7 1의 발동[氣Z發]’이락고한다. 그러나실은샤단도절도에 

맞지 못한 것은 역시 '71의 발동’이랴 할 수 있고， 칠정도 절도에 맞은 것은 ’리의 

발동’이라 할수 있으니， 한 가지에 집착해서 말할 수 없다.39) 

샤단과 칠정이 모두 본성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본성이 탁는 

지의 조건에 따라 중걸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송시열은 리가 기를 타고 

발동한다는 기발리승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서 샤단이건 칠정이건 기에 

가려지면 기의 발동， 그렇지 않고 ’곧바로 나오면[直送]’ 리의 발동이라고 

한다. 이때 말하는 리의 발동[理之發]’은 이황의 리발처럼 리 자체가 발동 

의 주도권을 갚는다는 게 아니라 기의 발동을 탁는 리가 기에 제약되지 않 

38) 송시열의 미발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이몽큐 r성리학(性理學)에서 
미발(未發)의 철학적 문제와 17세기 가호학따(훌훌湖學派)의 견해 J， r한국샤상샤학」 지| 

13집， 한국샤상샤학회， 1999; 안은수， r송시열(尤훌) 심성론(心性論) 특징과 의의-미 
• 발론(未發論)을 중심으로-J, r동서절학연구」 권48， 한국동서철학회 ， 2008. 

39) r宋子大全J 권 133， r雜훌 • 退쫓四톨質疑疑義二J ， ‘’大짧以r中톰J • r효子j슴而뼈之， 
RIJ1;↑홉 • 四端， 皆出於性者也. 故朱子8: ’仁自훌性， 최}훌愛之理發出來， 方有뺏l屬.’ 
此울非七情 • 四端슴-z意耶? ’훌其發出ZB츄， 理乘혔而發， 而四端不옴氣所홈， 則謂
Z理之發，1;↑룹或쯤於氣， 而不옳훌逢， 則謂Z.Z發. 其I四端Z不中節者， 亦可謂혔 
Z發，1;↑홉Z中節者， 亦可謂理之發， 不可執-而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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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온전히 발현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기의 제약 여부로 중절과 부중절 

을 구분하면 자연히 샤단과 칠정의 감정에 대한 큐정도 하냐로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원래 기에 가려지는지 아니면 곧바로 냐오는지의 논리로 샤단과 칠정을 

이해한 것은 율곡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나와서 선하다는 관접에서만 

샤단을 이해한 데 비해， 송시열은 지발리승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샤 

단부증절의 시각을 확보한 것이다. 기의 청탁(淸潤)으로 비교해보면， 이이는 

샤단이 청기(淸혔)만을 탁고 냐온다고 본 것에 비해1 송시열은 샤단도 탁기 

(;훌氣)롤 탁고 냐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4이 중절과 감정의 앙태를 유연하 

게 연결하는 이러한 접근은 아마도 송시열의 스승인 샤계 김장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듯하다. 사계는 칠정 가운데 주리(초理)의 측면에서 말한 순임 

금의 즐거움이나 문왕의 노여움은 리에 해당하고 샤단 가운데 주기(主氣)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 바로 주자가 말한 ·사단부중절’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 

다.41) 

샤단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원칙드로 송 

시열은 사단의 근원이 되는 본성이냐 이치에 선과 악이 있다는 접을 든다. 

측은과 수오에 선(홈)과 악(惡)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본성에 선과 약이 있 

어서 그런 것이다. 맹자가말한성선(性홈)은선(홈)한쪽만을취해서 말한것이므 

로측은과수오에 대해서도선 한쪽만을 가리켜 말하였다. 하지만정자(程子)와장 

재(張훨)는 공자의 성상근설(性相近說)에 따락 선도 있고 악도 있는 본성을 겸해 

서 말했다. 그러므로 추자가 ’측은과 수오에 선악이 있다’고 말하는 것 또한 ’본성 

에 선과 악이 있다’는 것에 따랴 말한 것이다. 그런데 맹자악 정자가 본성을 말한 

것에 대해 주자는 이미 정자가 정밀하다고 하였다. 지금 주자가 ’측은과 수오에 선 

과 약이 있다’고 말한 것 또한 정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421. 

4이 이이가 기발만을 인정하면서 칠정과 동일한 감정인 형이하의 샤단을 純홈하다고 보 
는 것은 이론적 모순이며， 송시열은 이러한 모순을 기발론의 원칙에 따랴 샤단을 재 
해석함으로써 해소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봉규 r송시열의 성리학설 연구J， 서울 

대 박샤논문， 1996, 97-100쪽 참조. 

41) r宋子大全」 권212， r語緣 • 沙쫓先生語錄J， ’t↑홉中亦有主理而를者， 짧之훌 · 文王之
뺑， 非理而何? 四端中亦有초氣而言者， 朱子所謂四端之不中節者是也 N

42) r宋子大全」 권 104, r톰 • 答李君輔J， ‘뼈隱 · 훌惡Z有홈惡， f可也? 因性之有홈惡而然 
也. 효子之言性홈， 取홈-邊而言‘ 故於뺑j隱 · 훌惡， 亦指홈-홉而言. 程張因孔子性相
近Z說， 而秉言有홈有惡之性. 뭘IJ朱子之言뺑隊、 · 훌惡Z有홈惡홈， 亦因性有홈惡而言 
-t!!. 然효子 • 程子름性앓， 朱子없以程子옳密. 今름뺑‘’隱 • 훌惡Z有홈惡者. 亦可見其密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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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았듯이， 송시열은 본연지성이 기질에 내재한 기질지성을 중심으 

로 본성을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맹자가 성선(性홈)을 말한 것은 선한 본 

연지성의 측면만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발동이 되는 사단도 선한 쪽만 

가리킨 것이다. 이에 비해 정자와 장재는 공자의 성상근설에 기초해서 선과 

악을 겸한 본성， 곧 기질지성을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한 주자 역시 기 

질지성의 선과 악에 기초해서 샤단의 선과 악을 말한 것이 된다. 이러한 송 

시열의 논리는 감정이라는 경험적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선과 악의 근원을 

본성의 차원으로 소급해서 규정한 것이다. 곧 송시열은 본성이 곧 이치랴는 

성즉리(性흥n理)의 테져|에 기초해서 약(惡)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본성이나 

리툴 제시한 것이다. 

악의 근원으로 본성을 제시하는 송시열의 논리는 인심(人心)과 도심(道 

心)， 천리(天理)와 인옥(人欲)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에 따르면 본성 가운데 

인(仁)이 있기 때문에 어버이와 임급을 샤랑하는 도심이 발생하고 음식과 

성의 욕구툴 담은 인심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음식과 성의 옥구를 담은 인 

심이 잘못 흩러 형의 딸을 비툴고 동쪽 집의 담을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면 

이것이 바로 악이다. 이 경우， 악을 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시초툴 파고들면 리에 근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43) 여기서 말하 

는 악은 선과 대비되는 하나의 실체로서 본성이나 이치에 내채하고 있는 

것이 야니다. 근본에서부터 말하면 본성은 인심의 근본이 되고 인심은 인옥 

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은 모두 천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인욕은 인심에서 생기고 인심은 또 본성에서 생긴다는 의미에서 

악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44) 따락서 천리가 잘못 흩러 인옥이 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천리가 바로 인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악이냐 인욕은 자기 존 

재의 근원이 되는 본성과 천리에 도리어 해를 주는 일탈이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샤단과 칠정을 하나의 본성에서 기를 타고 냐오는 감정의 양태 

로 보고 샤단과 칠정 모투 중절의 논리로 접근했다. 따라서 샤단과 칠정은 

43) r宋子大全」 권90. r톨 • 答李없九【王子표月十=日 】 J . ‘夫性w理也. 性中有所謂仁. 故
能愛其愛親愛君者，遺心也.其欲食欲色者.A心也.是皆本然之理也.至於因欲食欲色
Z心. 而流而至於%兄합緣東家i훌홈， 是惡也. 原其初， jllJ亦뿔非엄理而出乎? 天下無
-理外Z物.

44) r宋子大全」 권90， r룰 · 與좋껏九【王子正엄二十九日 】 J ， ‘從本而를2.， 빙l性없A心之 
本， 而人心X홉人짧Z本， 故B’홈惡皆天理’. 由末而言2.， jllJ人欲生於人心， 而A心又

生於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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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분류상의 구분에 불과할 뿐 존재론적인 차이나 윤리적인 차이가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는 샤단과 칠정이 상이한 존재의 근원을 갚는다는 대 

설도， 샤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만을 뽑은 것이라고 보는 척설도 부정 

한다. 이져| 중절을 기준으로 전개되는 윤리적 성찰에서 중요한 것은 샤단이 

나 칠정이 아니라 인심과 도심의 개념이 된다. 

우암은 ”샤단과 칠정은 모두 본성에서 나오는데 모두 중절과 부중절이 

있다. 그 절도에 맞는 것은 모투 공적인 도심이 되고 그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샤적인 인심이 된다.H45l고 말한다. 이러한 발언에 따르면 ， 감정 

이 사단이냐 칠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샤회의 객관적인 규범에 맞게 

중절하느냐 부중절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송시열은 중절의 

논리로 샤단칠정론을 인심도심설로 전환시킨 것이다. 

45) r宋子*全」 권 1 33， r雜훌 • 退漢四톨質疑疑훌=J， ‘四端 .-1::;情， 皆出於性， 而皆有中
節不中節. 其中節者皆是道心之公， 而其不中節者皆A心Z危也. 홈充四端之中節홈， JtIJ 

至於保四海. 推致t情Z中節者， JtIJ至於育품物. 子思 · 효子所홉授受者其候-也코爾， 
則fff.幾得Z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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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우암 송시열은 율곡 이이의 학맥을 계승한 17세기 기호학(훌훌湖뿔)의 대 

표적인 학자로서 리기설에서 리의 자발적인 발동이나 작용을 주장한 퇴계 

이황의 리발설(理發說)이나 백호 윤휴의 리동설(理뼈說)을 부정하고 기발(氣 

發)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면에서 이이의 사유체계와 연속성을 보여준다 

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이이의 리기설을 묵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관접을 제시한다. 에툴 들어 우암은 기의 존재 근원 

이 되는 리의 주재성을 더욱 강조해서 샤동샤정(使動使靜) . 샤음샤양(使陰 

使陽)의 역량을 긍정하고， 음양무시(陰陽熱始)의 샤유와 리선기후(理先氣後) 

의 논리톨 음앙의 상호의존적 생성관계로 통합해서 이해하고 있다. 특히 그 

는 이이가 제시한 리룡기국(理遺혔局)의 관점을 더욱 심화시쳐 상호 대대적 

인 음과 양의 무한한 순환과 생성 활동을 큐명하는 특색을 보여준다. 

송시열은 샤단과 칠정이 본성에서 나온 감정으로서 감정의 양태는 다르 

지만 그 존재론적인 근원은 동일하다고 보았다. 동일한 존재의 근원이 되는 

본성은 순선한 본연지성(本然Z性)과 기질의 조건에 구속된 기질지성(氣質 

Z性)으로 구분되는데， 그는 실존적 현실을 구성하는 기질지성에 주목해서 

샤단과 칠정의 문제톨 접근한다. 따라서 이이나 이황이 모두 샤단을 선한 

감정드로 본 데 비해， 그는 기질의 실흔적 제약을 중시하여 샤단에도 부중 

절(不中節)이 있다고 주장한다. 샤단부중절의 경전적 근거로서 우암은 미발 

(未發)의 중(中)과 이 발(己發)의 중절(中節)을 구분하는 r중용(中흩)J의 경문 

(經文)을 져|시하어 경험적인 감정의 중절이 순수한 내연의 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샤유체계의 측면에서 그는 우선 기 

발리승(氣發理乘)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기의 청탁(淸훌)에 따라 샤 

단도 중절과 부중절의 양면이 있음을 큐명했다. 그 다음에 송시열은 t본성 

또는 리’→인심(人心)→’인욕(A欲) 또는 악(惡)’으로 이 어지는 구도 속에서 

감정의 악이 궁극적으로 본성과 리에 근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와 같 

은 근거로 샤단부중절을 주장한 송시열은 샤단질정론을 샤회적인 큐범에 

맞느냐 하는 중절의 논리를 통해 인심도심설(A心這心짧)로 전환하게 된다. 

도덕성의 실현과 관련해서 보면， 샤단에 부중절이 있다는 송시열의 시각 

은 인간의 선한 본성이나 감정에 대한 신뢰보다 실존적 제약의 현실에 대 

한 염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샤단에 대해 이황이 순수 

한 리(理)의 자기실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이이가 맑은 기(혔)를 통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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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드러남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대비된다. 조선성리학에서 이황→이이→ 

송시열의 순서대로 전개된 샤단의 이해는 리냐 본성의 자발적인 실현의 가 

능성을 접접 부정하고 기질의 조건에 구속받는 실존의 현실을 강조하는 방 

향으로 심화되었다. 선과 악의 윤리적 범주가 기질적 조건에 환원된다는 샤 

고를 강화시키는 이러한 흐름이 중절(中節)， 곧 객관적인 샤회 큐칙의 의식 

적인 준수 여부롤 도덕성의 관건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 

라하겠다. 

주제어 : 우암 송시열，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샤단， 칠정， 효발， 리통가국， 

기발리승， 인심，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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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50ng 5i-Yeol ’s theory on the Four 

Beginnings and the 5even Emotions 

Lim, 8oo-Yeon(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seeks to ílluminate Uam Song Si-Yeol (尤톨 

宋時烈， 1607-1689)’s theory on the Four Beginnings (四端) and the 

Seven Emotions (t情). 1 believe it will help us to recognize his 

position in the history of Joseon’ 5 Neo-Confucianism. 

Firstly, he inherited Y비gok Yi 1 (票읍 李IJt 1536-1584)’s 

monistic view that ki (氣)， individuating material force, is the only 

active agent which issues in the phenomenal mind. Like Yulgok, he 

stressed the inseparability of Ii and ki, and rejected Toegye Yi 

Hwang (退쫓 李漫， 1501-1570)’s dualistic theory on the ιmutual 

issuance (효發)" of li and ki. However, Song Si-Yeol emphasized the 

sovereignty of li more than Yulgok did, and deepened Yulgok's view 

that "Li is universal and Ki is partic비ar (理遭氣局)’(

Secondly, as for the common source of the Four and the 

Seven, Uam emphasized the human nature incorporated into its 

physical endowment rather than human nature in its original state. 

While the latter as the immanence of li is purely good, the former 

as the combination of li and ki has the possibility of evil in 

ordinary life. With respect to self-cultivation, he paid attention to 

the existential limit conditioned by psychophysical constitution. 

Third ly, unlike Yulgok, Uam thoroughly applied the basic 

principle that “ Ki issues and 니 rides it (혔發理乘)" to the Four. As 

a result, he insisted that the Four is not always good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ki. In this sense, by neglecting the superio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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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 and suggesting the Seven’ s comprehending the Four, he 

erased the ontological distinction between the Four and the Seven. 

Fourthly, on the basis of the possibility of the Four’s attaining 

unproper measure‘ he introduced the theory on the human mind 

(人心) and the Tao mind (道心). Because the Four and the Seven 

are no more the distinctive feelings, agenda was shifted from the 

Four-Seven discussion into the human mind-Tao mind dichotomy 

that is determined by the observance of the social norm. Therefore, 

Uam stressed the practice of the objective social norm rather than 

the introvert cultivation. 

As we have seen, Song Si-Yeol denied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Four as the autonomous self- realization of Ii and stressed 

the practice of objective social norm. In this way, he suggested a 

more coherent and realistic theory on the Four and the Seven than 

those of T oegye’s and Yulgok’s. And Uam, the most powerf비 leader 

of Ki-Ho school (뚫湖學派) in seventeenth century, set an important 

agenda for subsequent generations in the history of Korean 

Neo-Confucianism. 

Key words: Uam Song Si-Yeol(尤훌 宋8좋烈). Toegye Yi Hwang(退꽃 

李漫)， Yulgok Yi 1(票짝 李ffl)， the Four BeginningsH띄 

端)， the Seven Emotions{-t;情)， mutual issuance(효發)， 

Li is universal and Ki is particular{理通氣局)， Ki issues 

and Li rides it{氣發理乘)， the human mind{人心)， the 

Tao mind{道/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