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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성리학 전통에서의 리와 기* 

- 三峰에서 臨齊까지 -

장 원 목 •• 

1. 서론 - 연구의 방향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체용론올 연구의 방법론으로 차용하면서， 

조선 전기의 중요 성리학자들인 정도전， 서경덕， 이언적의 유교적 본 

체이론을 검토하고， 이률 통해 성리학의 중심개념인 理와 氣의 본질 

올 해명하고자 한다. 조선전기는 한국성리화이 정차 그 철학적 토대 

를 정립해나감으로써 퇴계， 율곡과 같은 큰 사상가들을 길러낸 시기 

이다. 필자는 퇴율 이전 시기의 한국 성리학자들이 어떠한 성격의 유 

교적 본체를 확립하고자 했는지， 즉 성리학을 통해 그들이 옹호하고 

자 했던 철학정신의 지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을 통혜 

필자는， 이들 성리학자들이 한결같이 無률 그들 체계 내에서 배제하 

고자 하는 철학정신을 견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퇴율 성리학의 기 

초가 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계 이전까지는 한국성리학이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장태 교수는 이 시기의 한국유학사를 크게 세 봉우리로 나 

누어 고찰활 수 있다고 보았다 1) 14세기말 三峰 鷹道傳과 陽村 權近，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1998년도 인문사회중점영역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물이다， 

** 단국대 강사 
1) 琴章泰~朝蘇 前期의 關學思、想ι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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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초의 靜養 趙光祖， 16세기 중엽 花障 徐敬樓과 빼놓寶 李흉뼈의 

활약이 그것인데， 이는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주채적으로 수용되어온 

일련의 과정올 요약해서 보여준다. 정도전의 이단(뿔교)비판， 조광조의 

실천정신， 서화담의 기에 관한 관심， 이언적의 리에 대한 관심 등은 

성리학 본체 이론의 형성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본질적인 문제들 

이다. 본고는 주로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하므로 성 

리학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시될 수 있는 조광조의 경우는 본 

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권근의 경우는 정도전에 포함시켜서 다룬다. 

조선에서 정도전， 서화담， 이언적의 역할은 성리학 발생지인 중국 

의 초기성리학이 이론적으로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의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미롭다. 중국의 경우， 張載， 二程(정호와 

정이)， 朱熹、 둥 초기의 성리학자들은 도교， 불교， 공리학， 사장학 등 

이단 혹은 이단적 경향의 사상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보여준다. 따 

라서 성리학의 벽이단론에 대한 검토는 성리학 본체론의 본질을 규 

명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鄭道傳의 불교비판율 검토함으 

로써 성리학 리가론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우， 氣를 중심으로 성리학적 본체론올 본격적으로 구상한 

인물은 장재이다. 나아가 장재의 ‘氣로서의 본체’를 이정이 비판함으로 

써 정주성리학의 토대가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花澤 徐敬德은 중국의 

장재와 비견휠 수 있다. 물론 화담은 정주성리학이 확립된 이후어l 활 

동했고， 그의 철학이 장재철학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도 아니 

지만 화담이 장재적 발상에 뿌리를 두고 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다. 이에 화담철학의 한국성리학사적 의미를 재검토활 필요가 있다. 

悔驚 李彦連은 정주성리학을 주체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 

써 퇴계의 주목올 받는다. 펼자는 그와 忘機堂 費漢輔 사이에서 벌어 

진 무극태극논변을 재검토함으로써 회재로부터 -려말선초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정주성리학의 본체이 

론이 지난 철학적 문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언적 이후 한국성 

리학은 정주학의 철학적 전제를 공유한 채로 논의률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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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회재가 한국성리학사에 끼친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 글은 조선조 한국 성리학의 철학적 기초를 확인하려는 것이므 

로 ‘본체로서의 리’와 ‘본체로서의 기’에 특히 관심을 갖고자 하며， 기 

보다는 리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한국성리학이 확고하게 

정립되는 것은 퇴계와 율콕에 와서이고 퇴율은 모두 理本體論者들이 

기 때문이다. 

2. 정도전의 불교비판과 理氣

三뿔 鄭道傳(1 342?-1398)은 이색， 정봉주 둥과 같은 온건한 배불론 

자들과는 달리 불교를 異端 혹은 !fß學으로 규정하여 철저히 비판한 

다)) 그는 『心問天答』， 『心氣理篇』， 『佛民雜辦』 둥의 저슐을 통해 승 

려와 사원의 사회경제적 폐단와 윤리도덕상의 부당함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이론철학적 차원에서 불교철학올 상세히 비판한다.4) 특히 『불 

씨잡변~(태조7년， 1398년)은 불교에 대한 총체적 비판읍 담고 있다. 

성리학에는 불교적 사유가 대량 침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은 도교와 불교를 비판하는 과정에 

서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정당화하면서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교적 정신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필자는 이 점에 특히 주목하고 

2) 성리학 理개념에 관한 포팔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Wing-Tsit Chan, The 
Evolution of the Neo-Confucian Concept Li理 as Principle, Tsing Hua 
Joumal of Chinese Studies, n‘ S. , 4, no.2(Feb. , 1964) 및 A.C. Graham, 
Two Chinese Philosophers, London, 1958의 「理」 항꼭이 도움이 된다. 

3) 漢永愚~정도전사상의 연구J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개정판)， 51쪽 참고. 

4) 정도전의 불교비판에 대해서는 李種益， 宋昌漢， 漢永愚 풍 많은 연구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정도전 이단비판이 지년 철학적 의미를 너무 가 

볍게 다루고 있다. 

5) 簡佛교섭에 관한 대부분의 일본 연구자들은 성리학이 불교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으며， 생리학 이론의 상당부분은 불교에서 차용해간 것임을 논중하 

고 있다. 흙木見뺨， 常盤大定 둥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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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따라서 정도전의 불교비판올 “큰 錯뿔이요 오판"6)으로 보아 

서는 안되며， 또 그의 불교비판이 “다소 학문적 진실융 일탈”했으며 

“그 학술적 성과보다는 정치적 성과에 더 큰 가치가 있다"7)고 평가 

해서도 안 된다. 정도전의 배불론은 정치적， 실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충분한 근거롤 내세우고 았기 때문이다. 

삼봉에 있어서 氣는 형체와 만물을 구성하는 질료임파 동시에 신령 

한 마음이기도 하다. 그는 장재나 화담 류의 ‘-氣長存說’이 아닌 이정 

과 주회의 ‘生滅하는 혔’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生生無第’하는 자연계 

의 실재성을 인정하고 이롤 근거로 불교의 神不滅論과 輪回說 및 因

果報應論 둥에 대해 셜득력 있는 비판올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8) 

그러나 형이상자인 理야말로 기에 비해 더욱 근원적인 실재이다. 리는 

기나 심에 비해 먼저 존재하며9) “비교할 바 없이 존귀한 것”이며 “純

牌至善”한 것으로 “公共한 道”이다. 뿐만 아니라 리는 “심과 기의 본 

원”이며 존재론적으로나 가치론적으로 “치에 앞선다，"10) 요컨대 기는 

물질， 생명， 정신현상올 아우르는 현상적 실재이며， 리는 기의 존재와 

운동의 본원(중심)이 되는 본체적 실재이다. 

정도전은 천리롤 본체로 간주하는 주자학올 참된 진리체계로 용인 

하면서 불교롤 비판한다. 그런데 불교 역시 리， 기， 심 둥의 개념울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성리학의 리， 기， 심 둥이 불교와 어떻게 다른 

가 하는 점에 있다. 정도전에 따르면， “유가와 釋民의 道는 문자의 

구절이 같올지 모르지만 내용-(=본질=정신방향)은 전혀 다르다 "11) 성 

리학의 리나 기는 불교의 ‘無 혹은 空虛’가 아닌 ‘有 혹은 實’올 그 

본질로 한다，12) 더 정확히 말하면 ‘有 혹온 寶’이라는 언어로서만 유 

6) 李種益 r鄭道傳의 빼佛훌훌批행JJ ， r東方思想論훌훌-李種益傳土學位紀;융:輪文集J ， 

東方思想論農刊行委훌會， 1975, 361쪽 
7) 한영우， 앞의 책， 54쪽. 

8) r佛民雜構』， r佛.Æ:輪행之辦」 참고 

9) “於樓願理， 在天地先， 혔由我生， 心亦훌뚫. "(?心혔理篇』， r理輸心혔J) 
10) r心氣理篇」， r理꿇心氣J ， 陽村註解 참고 

11) “橋釋之道， 句句同而事事異"(f佛~雜辦』， 「備障周異之辦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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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본체를 정확하게 지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불 

교적 문맥에 따를 경우， 空은 虛無라기보다는 非有非無로서의 中道

요， 我執과 法執을 벗어난 자유 혹은 해탈의 경지를 지향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이 불교의 空융 虛無로 인 

식하고 있는 것은 성리학이 서 있는 지반(관점， 토대， 당연한 전제 

혹은 믿음)이 불교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성리학은 본질적으로 ‘有를 숭상하는 철확’ 이다. 성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有만 존재하고 無는 없다. 세계는 ‘현상으로서의 존재(有)인 기’ 

와 ‘본체로서의 존재(有)인 리’가 있을 뿐 無는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불교는 명백히 실재하는 ‘현상으로서의 有’나 ‘본체로서의 有’를 

非有非無로 간주하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본질적으로 ‘虛無寂織의 교학 

체계’일 수밖에 없다. 성립기의 성리학이 도교， 불교 둥 이단과의 대결 

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한 유교적 본체는 ‘有로서의 본체’였다.13) 

이와 같은 관점에 서서 정도전이 불교의 본체를 空無 혹온 虛無라 

비판할 때， 이는 다음과 같은 상호 연계된 의미들을 함축한다. 우선 

이는 불교가 명백한 ‘실재’인 천지만물올 일시적 존재(‘非有非無’， ‘假

合’ ‘空無’， ‘假幻’)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14) 또한 이는 불교의 

초월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불교의 본체인 空理는 시 

공과 문자와 역사의 세계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 내용성과 방 

향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불교적 사유구조에는 유교적 

현실을 조화로운 질서(理一分珠가 실현된 사회)에로 이끄는데 반드시 

필요한， 현실에의 적극적 참여정신과 현실의 부조리률 적극적으로 해 

12) “故日， 釋民虛， 폼簡實"(W佛a:雜辦』， 「佛民心性之辦J) “此터虛， 彼亦日虛， 此

日寂， 彼亦日寂， 然此之虛， 處而有， 彼之虛， 虛而無， 此之寂， 寂而感， 彼之寂，
寂而滅."(W佛民雜辦j ， r關擇同異之辦J)

13) 이하 有無에 관한 초기 성려학의 입장에 관해서는 필자의 글 r北宋性理學에 

서의 有와 無의 문제 -鍵쯤玄學과의 관련율 중심으로」， r哲學輪究』 제25집， 

서울대학교 철화과， 1997 참고 
14) -佛民雜辦〔， 「佛民質假之觸」 및 張性在 r三峰으l 性理學 冊究J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J, 61, 62쪽 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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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해나갈 수 있는 기준과 방향성， 혹은 목적올 제대로 제시할 수 없 

다는 것이다.1 5) 나아가 정도전은 불교를 <心의 철학>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 16) 이 접 또한 봉교가 <空無의 철학>야라고 이 

해한 것파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정도전이 보기에 불교적 심은 자의 

적으로 만법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혹은 우주 전체의 조화 

를 언제나 깨트릴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불교적 심이 유교적 天理에 

의해 인도되고 제약되는 심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空無에 의해 지배 

받고 있기 때문이다.17) 

이처럼 정도전이 불교를 비난할 때， 사용되는 空無개념은 ‘비유비 

무 혹은 비존재(無)’롤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상과의 단절적 超越性’

을 의미하기도 하며， 유교적 原理인 ‘理가 근거할 수 없음’을 의미하 

기도 한다. 때로 공무는 유교적 리， 즉 必然、， 自然， 當然、과 같은 존째 

론적 가치론적 필연성(天뼈)의 제약을 벗어난 즉 <空無가 그 본질인 

，c.，->(불교의 空寂之心)올 지칭하기도 한다. 아와 마찬가지로 성 리학의 

리기가 ‘유로서의 리와 기’라는 주장은 성리학의 철학정신율 포팔적 

으로 보여준다. 이 경우의 ‘유’ 역시 ‘존재’률 의미할 뿐만 아니라， 有

形， 有事物， 有意味(有價植)， 認識可能性이 있읍， 實用性이 있음， 유교 

적 리가 있음 ... 둥을 의미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 

해될 수 있는 ‘有’의 의미를 총괄적으로 근거지우고 있는 테제는 “무 

는 없음{‘無無’)"이다. 즉 성리학이 <有의 철학>이라 불렬 수 있는 가 

장 본원적인 지점은 성리학이 ‘無나 非有非無는 존재론적 근거가 없 

음’ 즉 ‘무는 없옴{無無)’이라는 형이상학적 전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 

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도전은 불교를 ‘無， 虛， 織/死滅/옳藏옳 그 본질로 하는 철 

학’으로， 유교흘 ‘有， 實， 感/生成/寂感윷 그 본질로 하는 철학’으로 이 

15) 장성재， 앞의 논문， 54쪽 및 63쪽 동 참고 

16) r心氣理鷹」에서 心은 불교를， 氣는 도교룰， 理는 유교홀 각각 상징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17) ~佛民雜辦』， r備繹同異之辦」의 “此日心具쨌理， 彼日心生萬法”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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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 이는 ‘無’가 虛나 滅의 의미를 그 속에 포함하며， ‘有’가 實，

生， 感 등의 의미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성리학의 生

개념은 仁사상 및 그틀의 陽중심적 세계관과 연결된다 18) 또한 성리 

학은 최고선을 ‘純함꽃善’으로 표현하는데 19) 이는 선불교의 ‘無善無

惡’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유무의 문제와 밀집 

한 연관을 지닌다. 유무론을 기초로 하여 정도전 성리학의 본체인 理

개념은 보다 엄밀하게 논의될 수 있다. 

성리학에서 체용관계는 리와 기(태극과 음양， 리와 심)， 도와 기， 

형이상과 형이하，理와 分값理 둥의 관계 문제로 구체화된다. 성리 

학에서는 이를 不相離， 不相雜의 변증적 긴장관계 혹은 體用-源， 顯

微無間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다.20) 삼봉 역시 이러한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불교의 체용관계를 비판한다.21) 理氣 혹은 道器의 불상리는 

불상잡을 전제로 한 것이며， 불상잡은 불상리를 동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인 만큼 이 둘은 언제나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천리를 인식，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이 보기에 불교에 

서의 체용 혹은 도기의 관계설정은 지나치게 균형을 잃고 있다. 불교 

는 체와 용의 ‘불상잡’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현상을 한결같이 부정 

하기만 하거나， ‘불상리’만을 강조하여 현상올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기 

만 한다는 것이다. 전자가 깨치기 전의 불자의 태도[절대부정]라면 

후자는 깨친 후의 불자의 태도[절대긍정]라 말할 수 있다. 삼봉은 이 

두 입장이 모두 치우친 것이라 본다.22) 

18) 정도전은 理를 生理라 보면서 이틀 仁과 연결시킨다佛f\';雜辦J의 r佛民因

果之辦J ， 「佛f\';作用是性之辦」， r佛f\';慧悲之辯」 및 『프峰集」 권4， r題蘭城四

끓輔末」 둥 참고. 

19) “性者，Á.所得於天以生之理， 훌u￥至善， 以具於-心者也"(W佛民雜辦」 r佛民心

性之辦J)

20) 체용론에 관해서는 펼자의 글 r性理學 本體論의 형성에 관한 연구 --張載

의 本體論과 느쩔의 비판을 중심으로J ， 서올대화교 박사학위논문， 1998, 제] 
장참고 

21) “蓋道雖不雜於器， 亦不離於器者{Ì!.."(~佛f\';雜辦』， r不f\';妹於道器之辦J) “所謂

體用 源， 顯微無間， 彼之學1 取其心， 不取其助 "(T佛民雜辦n ， r佛民心助之辦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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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에 의혜 정리된 체와 용의 불상리， 불상장의 관계는 분명히 중 

국불교에게서 배워온 것이었다. 화엄과 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체용론은 채와 용의 단절과 연속의 논리가 변충법적 관계 하에 

서 이해되어야 함을 당연한 사실로 간주하고 있다. 이 점은 『대숭기 

신론』의 體相用이론이나 종밀 혹은 지눌의 체용론， 심지어 홍주종의 

全體밴用의 이론에서조차도 이미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져 왔음올 

확인할 수 있다. 체용론이 이처럼 체와 용의 단절(不相雜， 二)과 연속 

(不相離， -)올 동시에 요구하므로 본체와 현상의 관계는 “-而二， 二

而-"의 관계로 요약된다. 즉 중국불교의 체용론과 성리학의 체용론 

은 그 큰 원칙은 공유하고 있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자들이 보기에 불교에서의 체용의 관계 

설정이 균형올 잃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본체가 무규정적인 

허무적 본체이가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교는 체와 용융 단절시켜 현 

상을 부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인륜 관계를 幻훌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하거나，24) 직판적인 돈오의 체험옳 거친 후에는， 체와 용올 무차 

별적으로 동얼시함으로써 현상을 차별 없이 긍정하고， 섬지어 악조차 

도 용인하게 될 가농성이 었다.25) 이 두 경우 모두 현실적인 윤리의 

가능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욕 불교는 결국 유교적 현실을 지탱 

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유교적 윤리를 無化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26) 

본체와 현상의 ‘무차별적인 동일시I현상의 절대긍정l’라는 깨친 자 

의 논리까지도 결국 본체를 공무로 규정함으로써 ‘본체률 현상으로부 

터 지나치게 단절시킨’ 불교적 이원성에 그 뿌리률 두고 있다. 이 때 

22) r佛民雜構，， r佛~味於道器之辯」， r佛~.c;、性之辦J 둥 참고 

23) 정도전 역시 불학자들이 도기 관계에 관해 나룸대로 설득력 있는 견해륨 갖 
추고 있음올 인정한다. “蓋道雖不雜於器， 亦不離於器者션ζ 彼佛~於道， 雖無
所得， 以其用心積力之久"훌훌훌若有見盧."(r佛~雜辦』， 「佛~味於道器之辦J)

24) 정도전은 불자들이 마음과 자취롤 판이하게 둘로 나누어 마음만융 취하고 
그 자취는 취하지 않옴으로써 본체와 현상율 단쩔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비 

판한다 w佛民雜辦』， r佛民-LJ、助之辦」 및 r佛民題假之辦」 참고. 

25) 作用是性說에 대한 비판은 좋은 예다-:佛民雜辯J， r佛~作用是性之辦j 참고. 

26) r佛民雜辦n ， r佛~賣假之辦」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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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정도전은 유교를 ‘•’ 혹은 ‘連續’으로， 불교를 ‘:’ 혹은 ‘間斷’이 

라는 개념으로 그 특성을 규정한다 2기 정도전은 理體氣用 혹은 有體

有用의 체용론적 구도 하에서 도교와 불교의 無體有用論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도전의 불교비판은 유교적 본체의 

본성을 實有로， 불교적 본체의 본성을 虛無로 규정함이 옳으며， 나아 

가 ‘무는 없다’는 성리학자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 정당성이 설득될 수 있을 것이다. 

정도전이 주자학에 입각해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불교비판의 

문맥을 떠나서 그가 주자학에 걸고 있는 기대나 철학적 이해의 깊이 

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주자학이 이론적으로 성숙해 나감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계기 

를 마련하고 있는 已發未發， 理}分珠論 둥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으 

며， 때로 그는 주자학의 핵심개념인 ‘태극’에 대해서조차 그것이 기인 

지， 리인지 분명한 지적을 하고 있지 않다，28) 또한 理와 性의 미묘한 

구분과 이에 입각한 상세한 논의도 없다. 또한 四端과 七情에 대한 구 

분이 없고， 七情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굽조차 없다. 그에게서는 후에 

퇴계와 율곡 성리학에서 볼 수 있는 리기론， 심성론 전반에 관한 깊이 

있는 관심이 대두되고 있지 않다.29) 이는 아마도 정도전 당시의 성리 

학이 아직까지는 한국지성사의 내재적/철학적 욕구에 기반한 것이 아 

니라， 정치적/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이해되고 웅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설은 정도전 이후， 주자학이 폭넓게 받아들 

여져 가고 있던 시기에 살았던 서화담이 왜 굳이 -程에 의해 비판되 

었던 張載를 다시 부각시키게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27) ['佛if;雜辦」， 「簡釋同異之辦」， r佛民心性之辦」， r佛if;慧悲之辦」 동 참고. 

28) 漢永愚， 앞의 책， 65쪽. 

29) 정도전이 氣행理弱， 理先氣後， 理發， 理의 體用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退찮의 선구라 할만하다 장성재， 앞의 논문， 107쪽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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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경덕의 太虛先天氣와 理氣

정도전 사후 약 100년 뒤에 태어난 花鷹 徐敬德(1489-1546)은 주렴 

계， 장재， 소용， 주회의 영향 하애서 특히 薦훌 중심으로 사유하고 있 

다)0) 土福기롤 살았던 그는 평생 벼슬올 하지 않았으며， 진지한 철 

학적 성찰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학계는 이미 주자학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담은 자신의 사상적 원천올 주회 

에게서보다는 장재나 주렴계 소용와 같은 학자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31) 조선학계에서 화담과 같은 인물이 출현하게 된 것 

은 무슨 이유인가? 

서경덕은 기가 우주의 始原이며 궁극적 실채라고 보고 있다. 그는 

체용론에 입각하여 기롤 ‘본체로서의 기’(先天， 太虛-體)와 ‘현상으로 

서의 기’(後天， 萬物-用)라는 두 존재충차로 나누어 설명한다. 後天(現

象界)은 기의 聚散으로 인해 만사만물이 역통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有形的 多의 세계라면， 先天(本體界)은 현상세계의 배후에서 다양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근거이다. 즉 ‘淡然無形γ原理氣J)， ‘淡

30) 화담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는 李困뤘 r徐花홈及李運행애 대한 小考」， T賣뿔 

學報J 4, 홈뺑學슐， 1936 이래 최근의 李補永 r徐敬德、의 哲學思想J ， 한국철 
학회 편 r짧園哲學史』 中， 東明社， 1994. 李相益 r花鷹 徐敬德의 理氣論에 

대한 再解釋」， 『織湖性理學.ii:If究J ， 한울아카데미. 1998. 정원재 r徐敬德과 그 
학파의 先天학설J.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둥이 대표적이다. 상세한 
논저 목록은 정원재， 앞의 논문.82쪽 이하 및 이종호， r화담 서경덕~. 일지 

사. 1998(1999). 참고. 지금까지의 화담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에 관해서 

는 정원째， 앞의 논문. 1-5쪽 창고. 

31) 그러나 송항용과 같이 화답철학과 노장철학과의 연관성옳 지나치게 강조하 
는 것은 옳지 않다(宋桓龍 r花灌哲學의 思推世界」， 『東洋哲學의 문제뚫~. 여 

강출판사. 1987). 장재가 그러했듯이 화담 역시 넓은 의미의 성리학에 포함 
시키는 것이 옳다. 이 점에 관해서는 최근의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특히 이남영， 정원재의 앞의 논문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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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靜虛’(r原理氣J ), ‘淡一淸虛’(r鬼神死生論J) 둥으로 묘사되는 先天은 

기의 근원이요， 기의 본체이다 32) 太虛先天氣에 취산은 있을지언정 

생멸은 있을 수 없다.33) 그것은 유래를 추구활 수 없는 무한정자이며 

무규정자로서34) 우주와 인간율 하나로 묶어주는 근원적 일자이다.35) 

이처럼 화담은 정주성리화에서의 ‘生滅하는 기’와는 달리 ‘불생불멸하 

는 기’를 강조하면서 이를 본체로 내세운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기는 영원한 실재(有)이므로 有形， 無形의 구분은 있을지언정 ‘있음 

과 없음’(有無)올 논할 수 없다. 세계는 기로 가득 차 있으며 無는 없 

다. 본체인 선천의 세계는 태허로 불리기는 하지만 이것이 진공이나 

허공은 아니다. 그것은 기로 충만(寶)된 실재(有)이므로 無가 아니며 

특수한 형태의 기인 것이다. 화담은 유교적 본체를 有 혹은 實이라 규 

정함으로써 空無의 철학(도교와 불교)을 극복하고자 한다.36) 이는 정 

도전의 정신을 계숭하는 성리학 일반의 공통척인 사유이다. 나아가 화 

담은 자신이 설정한 본체가 ‘太極’으로 불릴 수 있고， 道 혹은 理와 연 

관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묘한 작용력올 지닌 것(神)인 동시에 

유교의 도덕적 가치인 誠의 원리롤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37) 

여기서 우리는 화담철학의 본채의 성격이 다소 애매함을 지적할 

수 었다. 한편으로 화담의 본체는 기이며， 그 역시 장재와 마찬가지 

로 氣體氣用의 톨 안에서 사유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理의 위상을 단순히 ‘기의 속성 혹은 양태’ 즉 “기의 

리”이상으로 보고 있는 듯하기도 하다. 이 때문에 최임범， 황광욱， 이 

32} “虛靜~D氣之體''(f太虛說J) “其淡然虛靜， 氣之原. "( r原理혔J) 

33) “氣無始也， 無生也 많無始， 何所終.æt無生， 何所藏 "(r太虛說J) “死生A鬼，

只是氣之聚散而B. 有聚敵而뚫有熹， 氣之本g훌然훗 ... 其氣終亦不散， 況A
之精神知覺， 聚之大且久者봤!"(r鬼神死生論J} 

34) “太虛， 港然無形， 號之B先天， 其大無外， 其先無始， 其來不可究，( r原理氣J) “無

外日太虛." (r理氣說J ), “虛無第無外."( r太虛說J)

35} “氣之源， 其初-也. "( r理氣說J ), “太虛寫_."(r原理氣J } “語其鍵然之體B-氣，

語其混然之周日太_."(r原理氣J } “又日-非數也， 數之體也."( r原理氣 補充J}

36} r原理氣」， r太虛說」 둥 참고. 

37} r原理氣 補充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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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익 둥은 화담의 철학을 氣-元훌훌， 혹운 唯혔論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며，38) 정원재는 서경덕의 철학올 장재철화과 주희 

철학의 종합으로 이해하고자 한다.39) 그러나 김형찬이 지적하고 있듯 

이， 화담의 리는 기운동에 내재하는 법칙성으로서의 條理의 성격이 

강하며 화담이 특히 “氣外無理”를 강조하고 있음올 주목할 필요가 

있다.40) 

r康理氣」에서 화담은 ‘理之時’를 언급하는데， 그 중심내용은 理之時

이전， 즉 본 논문 r原理氣」의 전반부는 先天太虛氣 즉 본체에 관한 

설명이 주롤 이루고， 理之時 이후， 즉 본 논문 r原理氣」의 후반부는 

후천 즉 현상계에 관한 설명이 주률 이루고 있지만 리에 관한 언급 

은 이 ‘理之時’가 전부이다. 이로써 우리는 화담이 氣體氣用을 핵심으 

로 하는 자신의 기론올 천명합에 있어서 적어도 리가 문제시되는 공 

간은 후천세계， 즉 ‘氣之理’임올 보여준다. 

r理氣說J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리률 본체의 문제와 연관시켜 논 

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41) 그러나 r理氣說」에서도 역시 理 혹은 太

極은 본체인 ‘太虛흩P氣’률 논의한 후에 거론되고 있으며， 합벽， 동정， 

생극과 같은 후천(현상계， 氣用)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는 점이 주목 

되어야 한다. 결국 화담은 ‘리가 기롤 존재론적으로 앞설 수는 없음’ 

올 강조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 이유를 ‘불멸하는 기’의 존재에서 찾 

고 있다. 결국 화담이 리를 본체와 연관시키려 하고는 있지만 스스로 

가론자(氣가 본체임올 주장하는 철학자)임용 포기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그가 리를 -정주철학에서 본체를 지칭하는데 흔히 사용했던 

- 所以然이라는 용어로 묘사하고 있는 점과， 리 혹은 태극올 妙라는 

38) 李相益， 앞의 책， 160쪽. 

39) 정원재， 앞의 논문， 29쪽， 32쪽. 

40) 검형찬， r조선 유학의 리 개념에 관한 연구」， 『조선유학의 자연철학~， 1998. 
199쪽 참고. 

41) “氣外톨理， 理훌훌之宰也 .. 所훌홉宰， 非自外來ifij!.ì폼之， t홉其훌之用짧， 能不失

所以然之正者， 而謂之宰. 理不先於훌， 氣훌훌뼈， 理園.~. 若日理先於氣，
則是氣有始也."( r理氣說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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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와 연관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기가 시작어 없는 것과 마찬가 

지로 리도 시작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妙는 神과 유 

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본체의 作用力’을 암시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가 시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도 시작이 

없다”는 말은 리에도 기와 같은 영원성을 부여하고 있는 듯이 보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소이연자로서의 리’나 ‘시작이 없는 리’조 

차도 여전히 불생불멸하는 기에 의존하고 있음율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담은 여전히 기본체론자이다. 

나아가 그의 철학체계에서 神이나 妙는 태허나 선천의 작용성(用) 

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변 화담철화에 있어서 본체흘 그 자 

체로 드러내는 개념은 태허， 혹은 선천 개념이고， 神이나 妙와 같은 

개념은 -설사 그것이 본체와 유판하다 하더라도- 본체와 현상 모 

두에 관계하거나 적어도 본체가 현상화될 때 언급되는 개념이다.42) 

아무튼 화담 철학에서의 리 혹은 태극은 태허 혹은 선천과 동일한 지 

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神이나 妙와 유사한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활 수 있다. 화담에게서 궁극적 실재， 혹은 궁극적 가치로서의 

본체는 불생불멸하는 太虛-氣， 곧 先天氣이지 리는 아니다. 리는 언 

제나 기에 의존되어 있는 것 따라서 기에 근거해서만 자신의 실재성 

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기률 넘어설 수는 없다. 이는 ‘리 그 자체 

로 영원한 실재’임을 주장하는 정주성리화의 입장과 구분될 수 있다. 

다만 화담의 리가 장재에 비해 훨씬 더 본체에 접근해 있는 점은 부 

42) 화담은 불교철학자 종밀이나 지눌이 그러했듯이 체률 다시 체용으로 구분하 
고 神 혹은 妙롤 ‘체로서의 용’과 ‘채용의 용’ 모두애 연관시켰던 전통융 따르 

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변회욱 r宗密哲學에서 知의 역할과 의미J ， 서올 

대 석사학위논문， 1994. 및 Peter N. Gregory , T<:;ung πfi and the single 
word ‘'awareness( 知)"， PEW 35-3, 1985.훌 참고. 화담의 본체는 ‘본체 그 
자체를 지시하는 태허/선천기’와 본체 그 자체가 현상과의 관련을 맺음으로 

써 인정되는 ‘체 가운데서의 용(체인 용)’ 혹은 현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본체의 모습인 ‘神이나 妙’ 모두가 본체와 직접 연관을 맺고 있다. 퇴계 역시 

본체인 理를 체용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理의 활동성(理發)올 인정하는 

자신의 입장율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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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없다.43) 이롤 두고 화담이 주자학에서 출발하여 접차 기를 

강조함으로써 장재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44)인지 아니면 장재에서 출 

발해서 주자학의 강점을 포섭하려 한 것인지는 확정짓기 힘들다. 

아무튼 화담 당시에 조선학계는 정주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 

한 수준에 있었고， 정도전， 권근과 같은 판학파 성리학자들 외에도 

사렴파의 철학 역시 주자학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화담의 등장 

은 그 의미가 새롭다. 화답파 유사한 철학적 입장올 지녔던 장재의 

경우， 이정이나 주희 이전 사람이었고， 그의 철화은 이정이나 주회에 

비판 홉수되었다. 그렇다면 조선 철학계에서 화담 철학의 둥장이 의 

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화담의 철학적 입장이 장재와 염계와 소옹 

둥을 종합하는 것이었다는 견해가 있져만， 필자가 보기에 화담은 장 

재적 입장을 고수하려는 것이었으며， 정주학적 비판에 견딜 수 있는 

기철학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점은 화답 후학들과 정주학 계 

열의 논변 둥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45) 전체적인 맥락 

으로 본다변 화담은 성리화 성렵기에 장재가 했던 역할과 유사한 역 

할올 조선 성리학계에서 하고 있다. 당시 조션의 화담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적어도 당대의 철화적 반성에 의해， 氣롤 

넘어서는 또 다른 實在를 도저히 긍정활 수 없었기 때문이다.46) 중국 

의 경우， 정주학에서 리를 궁극적 실재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국의 

43) 화담이 “理之-其虛， 氣之-其*租13.， 合之則妙乎썼妙妙’(ν，치’ 

그는 리를 기와 合할 수 있는 하나의 실재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 점은 그 

가 장재에 비해 더욱 이정얘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4) 정원재는 서경덕의 본체론이 “理氣의 두 범주(주회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기를 극도로 강화시키연서 장재의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해석될 수도 있겠 

다”고 말한다. 정원재， 앞의 논문， 29쪽， 주46 참조. 

45) 정원재， 앞의 논문， m장과 W장은 이 정을 밝히고자 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46) 太盧氣가 감각경험울 넘어서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太虛氣 역 

시 氣인 한， 氣 자체가 지닌 모든 경험적 속성율 완전히 초월한 ‘순수한 관념 
적 실재’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天理(太極 -理)는 氣와 존재론적 지평 
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관념적 실재’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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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회재와 퇴율 등이 이와 같은 철학적 전제를 무리없이 받아들이 

게 된 것은 장재나 화담의 철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비판 지양 

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을 중시하는 

동아시아인들에 있어서는 이른바 天理와 같은 ‘경험적 인식올 넘어서 

는 관념적 실재’는 ‘진정한 실재’로 인정하기 힘든 것이었다. 이 때문 

에 화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기에 골몰했던 것이다. 

화담에 따르면 {氣의 운동은 ‘저절로’， ‘갑자기’ 일어난다. 기는 유 

일한 궁극적 실재이고 이를 넘어서는 또 다른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현상화의 동력은 본체인 기 자체에 내재해 있다.47) 선천 

이 -로 지칭되는 통일의 세계， 일자의 본체 세계임에 비해， 후천은 

二로 대표되는 음양， 합벽， 생극의 동적 운동에 의해 만물과 만사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작용의 세계， 현상의 세계이다. 현상의 세계는 물 

론 본체의 세계에 근거해 었다.48) 

우리는 화담의 우주론이 생성론이며， 그의 본체는 발생론적 본체로 

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올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변 화담은 그의 

본체가 현상올 생성(生)해내는 것， 혹은 현상을 분화{分)해내는 것으 

로 상정하고 있으며 현상계(음양)의 시잭始)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49) 발생론적 본체는 일체 현상의 생성근원으로 제시되 

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현상에 앞서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본체 

는 그 자체 속에 현상을 포함(含， 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화담은 이와 같은 생성론적 본채에 딴족하지 않고 

맴體郞用的 본체를 지향하고 있다. 기실 유교적 본체는 폰재론적 본 

체 혹은 즉체즉용적 본체를 요구한다.50) 즉체즉용적 본체는 현상의 

47) 이는 機自爾나， 自能爾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다 r原理氣」， 「原理氣 補

充」 참고. 

48) r原理氣J.

49) “많日-氣-엄含二， 많日太- --便뼈二-不得不生二-自能生克， 生則克，
克則生， 氣之自微， 以至鼓짧， 其生克使之也. "( r原理氣J)

50) 발생론적 본체와 즉체즉용적 본처l에 관해서는 펼자의 앞의 논문， 제1장， 특 

히 16쪽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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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정울 일회적， 통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요청원 본체라기보다 

는 현상 세계의 구조와 기능율 체계적， 공시적인 판점에서 해명하고 

자 요청된 본체， 다시 말하면 현상의 존재와 운동의 통일성의 궁극적 

근거로서， 그려고 유교적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훌 정초하기 위 

해 요청된 본체이다. 화담 역시 이와 같은 축체측용적 본체률 염두에 

두고 있었다. 화담에 의하면 ‘좋中至善至信之훌’으로 표현되는 본체의 

덕성은 언제 어디서나 실현가능한 것， 즉 用과 언제 어디서나 相郞할 

수 있는 것이다.히) 

그런데 본체가 이와 같윤 즉체즉용적 본체로서 구실율 제대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본채가 용의 세계(현상세계)로부터 명빽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본체는 현상의 잡다성을 초뭘해 있으면서 이들에 통일 

성을 제시할 수 있는 -者로서의 성격용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화담의 경우는 본체와 현상의 구분 혹온 단절의 문제 

룰 의미있게 해결할 수가 없었다. 화담온 체와 용올 有形과 無形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체와 용은 모두 -氣에 의해 

본질적으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울 제시한다해도 의미 

있는 구분이 힘들다. 이 때문에 그는 정주성리학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즉 장재가 이정파 주회에 의해 비판받았듯이 화담은 퇴계와 율 

곡의 비판올 받게 된다.52) 정주성리학적 문맥에 따르면， 기와는 존재 

론적 지평올 달리하는 초월적 실재로서의 리야말로 진정환 유교적 

본체의 자격요건올 지닐 수 있다. 퇴율에 앞서 바로 이와 같은 理본 

체론올 자각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퇴율성리학의 철학적 토대를 구축 

한 사랍은 쩌훌짧 李彦i명이다. 

51) “或日， ‘至中至홉至홈之훌， 只得於至日上語之， 其於他不得語之乎?’ B룹時不 
然.ø不有， 三百六句之運， 二十四혔之分， 無非至日之流行者， 所謂時中也"
(r復其見天地之心說J)

52) 이정과 주회의 장재 비판에 관해서는 필자의 앞의 논문， 제3장 참고. 펼자가 

보기에 퇴율의 화담비판도 정주학의 장째비판과 그 본질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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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언적의 無極太僅說과 理鎭

뼈훌爾 李彦i명(1 491-1553)은 화담 서경덕(t 489-1546)파 동시대인이며， 

퇴계(15이-1570)와 율곡(1 536-1584)의 선배이다. 그는 망기당 조한보 

와 함께 무극태극논변을 전개하였다.53) 회재철화온 적어도 논리적으 

로는 화담 철학의 한계륭 자각한 바탕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서 정도전 시대와는 분명한 차이가 었다.54) 

정주성리학(주자학)에서 理/太極/道/天/天빼之性(=本然之性)은 풍일 

한 범주에 속하며， 이는 유교적 진리의 본체(‘斯道之本體’)이다. 회재 

는 이와 같은 주자학의 본체률 적극 수용한다. 이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서， 자연 현상의 존재와 운동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 

및 개별적 인간의 존재와 운동의 근원이다.55) 우주 내 일체 존재와 

그 운동은 이러한 본체로서의 -理에 의해 관통되어 었다. 또한 리는 

所以然之故와 所當然、之則의 양면올 포팔할 뿐만 아니라，56) 리에는 혼 

53) 회채의 무극때극논변에 판해서는 이병도， 이완재， 이상용 동의 선구척 연구 
업척이 었다. 李며흙 r李廳爾와 그 학문」， 『훌밸慶報J 6, 1936. 李相股， r廳

짧先生의 哲學思想 - 無極太極辯의 紹介와 分析」， 『국역회채전서~， 默民回甲

記念專業會， 1974(이 글은 『학술원논문집~ 13집0974년)에 r李없훌짧 無趣太

極論辦의 學術史的 意義」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필자는 이를 참고했음). 
이완재 r없훌짧의 曺忘機堂과의 太極說辯에 관하여」， 『대구사학 1 12. 13, 대 
구사학회， 1977(이 논문은 수정보완되어 r無極太極짧辦에 관하여」라는 제목 

으로 『李며훌薦의 뿔、想과 그 世界1(大東文化뻐究훌훌홉 11), 成행館大學敎 大東
文化뻐究院， 1992에 채수록되었다. 필자는 이률 참고했읍). 여 밖에도 金敎

훨， 觸齊哲學思想船究， 성균관대 석사， 1983. 金基鉉， r限爾 李彦뼈의 哲學思
想」， r민족문화연구J 15, 1980. 金炯孝， r廠薦 李彦連의 形而上學J - [廠]과 

[書]를 중심으로한국학보J 16, 1979(이 논문은 金炯孝 저 r東西哲學에 대 

한 主體的 記銀J ， 고려원， 1985 에 재수록 되었다. 필자는 「東西哲훌에 대한 
主體的 記錄』에 실린 논문융 참고했다). 

54) 논변의 발단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李完載， 앞외 논운， 67쪽 이하 참고. 

55) r第一書JDG寅 w문집총간」 제24권 39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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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自然， 必然， 當然、 둥의 수식어가 동반된다. 리는 본체로서의 태극 

(-理)과 현상화된 分珠理(혹은 萬理)로 구분하여 논할 수도 있다. 리 

는 우주 전체， 사회 전체， 혹은 개인 전체의 존재와 운동에 조화와 

통일올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체성의 원리요， 통일성의 원리이므로 • 

理이다. 동시에 ‘때漢無股’한 태극의 -理 속에는 이미 개별성파 다양 

성을 규정하는 구분의 원리(‘萬象’=分珠理=萬理)가 이미 숲과 갈이 

(‘森然’) 갖추어져 있다-理이든 萬理이든 그것은 전체성의 원리이 

기 때문에 公共的인 것이다.57) 

그런데 太極=一理의 존재방식은 氣 혹은 事物의 존재방식과는 다 

르다. 회재는 “無趣而太極”을 “無形而有理”라 해석한 주회의 논점올 

받아들인다. 즉 렴계의 ‘무극이태극’은 일리(태극)가 有形的 현상계와 

는 전혀 다른 방식의 實在(有)엄올 지시하기 위한 것이지 태극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무극을 상정하는 것온 아니다.58) 형이상자인 태극은 

존재(有)이긴 하지만 ‘초월적， 절대적， 불변적 존재(有)’이므로 현상계 

에서 통용되는 일상언어의 용법에 따라， 有라거나 無라고 쉽사리 언 

표하기 힘든 것이며(‘不屬有無’) 시공의 제약올 념어서 있다{‘不落方 

體’). 그것은 ‘無로서의 有’ 혹은 ‘有이긴 하지만 無的 속성을 지니는 

有’이므로 無極而太極은 “至無之中에 至有存품”한 태극의 특이한 존 

재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특별한 폰재라 해도 

有이지 無는 아니라는 것이다 59) 태극=일리는 불멸하는 동적 설재 

즉 總對有이다. 따라서 이훌 결코 寂載이라고 부룰 수 없다 60) 

56) 주자는 『大學或問』에서 理훌 所以然之故와 所當然之則으로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회재는 이러한 구분을 분명히 적시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주자의 견해에 동의하는 듯이 보인다. “事빼홈行之理者乎， 옮 

因其用之짧然者而觀之，則樓析훌分，似未易得其領要，千差萬別，似不可合而짧 

•, 然其所以然之本짧， 則莫非天옮之I單然者， 而‘我之所以寫性而具於心者也"

(r~書J 18a-b, 문집총간 24권， 395쪽) 

57) “大振道理， 天F之公共， 不可以私짤聽見꿇之."(r第-홈J ， 문집총간.24권.395쪽) 

58) r無極太極說後」丁표， 문집총간24권， 389쪽 참고. 

59) r第-書J [X;寅， 문집총간24권， 391쪽 참고 

60) “子思子日， ‘推天之命， 於樓不B’， 又日， ‘其짧物不짧 其生物不測’， 其所以不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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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밝힌 바와 같이， 본체훌 有에 정초하고자 한 것온 장재 이래 

성리학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었다. 이들애 의하면， 有만 존재할 

뿐， “無는 없다."(“無無") 형이상자{리=태극)이든 형이하자{기=읍양)이 

든 일체는 有이다. 유교에서 사용되는 虛， 寂， 無는 궁극적 실재(有) 

인 태극(리)의 보편적， 초월적， 절대적 위상올 드러내기 위한 형용사 

에 불과한 것이지 궁극적 실재인 태극(리)=유{실)와 대립하면서 이들 

의 근원자로 상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리학에서 사용되는 無는 

無를 본체로 상정하는 이단사상가들의 無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61) 

이단사상가들의 無는 有와 단절되어 有의 본체로 상정되고 있기 때 

문에 유무를 이원화하는 반면 유가의 유무는 본체(理)의 오묘한 존채 

성을 형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有無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62) 

이처럼 無롤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회재는 無와 연판된 일체의 철학 

적 입론들， 예컨대 虛無， 虛空， 寂滅， 死澈， 澈盡， 空關， 間斷 둥융 비 

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성리학은 “無를 배제”하는 철학정신으로 무 

장되어 었다. 

망기당의 철학은 회재가 보기에 이단적 사고에 뿜리롤 두고 있는 

것이었다. 회재는 방기당의 철학이 주렴계에 근거하고 있지만 지나치 

게 高遠한 폐단이 있으며， 유자의 말을 빌려 이단올 합리화하는 철학 

으로 이해하고 있다.63) r무극태극설후」에 나타난 망기당의 주장애 따 

르면， (1) ‘태극이 곧 무극이다’ (2) ‘有無와 內外룰 나눌 필요가 없으 

不數者， 果何物耶? 而是可謂之寂載乎?(r第-畵JDG寅， 문집총간24권 391-2쪽) 

이 점에 관해 이완재 교수는 “이와 같이 유가의 환체는 후탄환 生動율 內含

환 본제이다. 이 점이 일체의 운동성올 배제한 불교의 적별한 본체와 다른 

점이다"(이완재， 앞의 논문， 77-78쪽)라고 말한다. 그러나 ‘불변의 본체’가 

‘生動을 내함하고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 

이 필요하다 

61) r第-書JDG寅， 문집총간24권， 391쪽 및 r第二훌J ， 문집총간24권， 394쪽 참고. 
62) “故朱子日， 老子之룹有無， 而有無짧=， 周子之콤휩無， 以有.짧- 正如南北

水火之相反， 距不겸數:(r第:홉J ， 문집총간24권， 394쪽) 

63) r無極太極說後」 丁표， 문집총간24권 389쪽 빛 r第二혈J ， 문집총간24권， 394 
쪽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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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名數의 말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3) ‘道의 大本율 얻으변 인륜 

일용에 만가지로 수작하더라도 그 일들이 모두 사리에 맞지 않음이 

없다.’ (4) ‘대본과 닿도가 혼연히 하나가 되므로 무극과 태극， 有中과 

無中의 구분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회재는 (l )(3)에는 찬동율 

표하나 (2)(4)에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64) 

망기당이 본체를 무극과 태극의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고 있는 

점용 주자나 회재와 동일하다. 그러나 그는 태극이라는 표현보다는 

무극이라는 표현이 지니고 있는 본체의 초월성(현상과의 단절성)과 

통일성에 보다 관심올 보이고 있다. 방기당은 때로 본체률 ‘太盧’ 혹 

은 ‘盧i흩.t훌之훌’이나 ‘盧條郞寂홉， a헬*훌훌PI훌l률’라고 언표하기도 하고， 

‘.極太盧之體’라 부르기도 하는데65) 이 때의 ‘盧’나 ‘無’는 본체의 초 

월성을 강조하고자 한 말이다. 나아가 그는 본체의 홍일성에 초점올 

모으면서 名數의 말절， 즉 多의 현상계에 관한 관심올 축소시키고 있 

다. 이는 통얼성과 전체성이 본래적인 것이며， 구훈은 우연적인 것이 

라 보는 사고이다. 회재는 이러한 망기당의 사고가 유교적 명분과 예 

교질서률 둥한히 여갈 수 있다고 보고， 그의 철학이 이처럼 구분올 

둥한시하게 된 것은 그가 〈虛無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 

는 요지의 버판율 전개한다. 

회재에 따르면， 태극 즉 리는 비록 고금과 상하롤 판철하여 혼연히 

하나로 연계된 것이지만 精租， 本末， 內外， 寶主의 구분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갖추어 있어서 털끝만큼도 어그러짐이 있율 수 없는 것이 

니 名數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66) 결국 회재의 〈理의 철학〉은 적어 

도 망기당의 철학과 대비해 볼 때， 구분{分， 分珠理)을 강조하는 <구 

분의 철학〉 즉 유교적 名敎(禮敎)에 존재론적 근거률 부여하려는 철 

학임을 확인할 수 있다. 

64) r無趣太極說後」 丁표， 뭄집총간24권， 잃9쭉 참고. 

65) r無極太極說後」 丁표， 문집총간24권.390쪽 및 r第二홉J. 푼집총간 394쪽 둥 

참고 
66) r無極太極說後」 丁표， 문집총간24권.389쪽 및 갈용 책. 389-39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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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회재가 망기당의 物我無間論(=만물일체혼)옳 비판하는 과 

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67) 망기당의 物됐無間驗운 절대적 心[훌 

源l의 통일성과 자발성올 중시하면서， 다양과 분별보다는 통일성올 

강조하고， 본체률 평둥무차별한 자유로운 도덕주체로 상정하고자 제 

기된 것이다. 또한 이는 賴價(先立其體， j:.i훌)률 중시하는 그의 공부 

론 및 處無論적 본체론과 긴띨한 연관올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68) 회 

재눈 自他와 物我의 차둥적 질서롤 분명히 구환하지 않는 망기당의 

物我無間論이 虛空을 본체로 받아들인 데서 말미암는 폐단이라고 비 

판한다.69) 그는 理-分珠론에 입각하여， 망기당의 物我無間論이 불교 

와 마찬가지로 본체의 명둥뽕만 아니라， 賴橋 후어]는 일체 현상에 대 

한 무차별적 평둥올 주장하거나 일체 현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 

에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유교적 질서롤 뒷받침하고 었는 차이성의 

원리와 시비판단의 기준이 몰각될 것올 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망기당이 태극보다는 무극올， 有보다는 無훌， 實보다는 虛와 

寂滅율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그의 본체가 ‘절대적 비존재’톨 의미하 

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물다. 망기당은 ‘無이지만 無가 아닌’ 자 

신의 본체를 ‘훌源獨立’이라 표현한다.70) 그것이 회재의 지적과 마찬 

가지로 ‘특별한 종류의 氣’일 가능성이 많다면， 이는 주렴계의 ‘무극’ 

이나 장재의 ‘태허’와 유사한 ‘기로서의 본체’와 통활 수 있다 71) 나아 

67) r第4홉J ， 문집총간 24권.398쪽 참고. 

68) 이상은은 (망기당의 사상이) “피차， 취사， 호오， 시비훌 전부 털어버리는 것 
은 장자의 ‘不遺是非’하는 제물룬적인 사상이다"(이상온， 앞의 논문. 191쪽) 

라고 함으로써 망기당의 철학이 지난 노장척 성향융 지적한다. 그러나 鷹者

졸 자처하는 망기당이 설사 허무나 적멸울 언급했더라도 -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노장과는 달리 - 적극적， 비판적인 철학옳 전개했윷 가능성이 크 

다는 점에서 노장적 사유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9) “至於物我無間之꿇， 則依훌짧於虛空之敎， 小子感뚫， "(r第4홉J • 문집총간 24권， 

397쪽) 

70) r第-홉JDG寅， 문집총간24권. 391쪽. 

71) “來敎所E ‘-理太虛之說’， 雖甚홉而實未當， ... "( r第-홉JDG寅， 문집총간24 
권. 392쪽)에 근거해볼 때， 망기당이 본체훌 리로 규정하려는 시도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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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기당이 자신의 본체를 虛， 寂 둥으로 표현한 보다 적극적인 이 

유가 자발성과 비판력과 자유를 확보한 도덕 주체를 확립(훌源獨立)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의 본체는 죽은 본체가 아니라 寶妙한 작용 

을 발하는 도덕주체이다. 또 망기당이 자신의 본체를 신령스런 근원 

(훌源)이라고 표현할 때， 靈은 무규정성， 활동성， 불가예측성， 신비성 

둥을 드러내는 개념으로서 전통적으로 心의 본질을 지시해 왔다. 그 

렇다면 망기당의 철학은 <心의 철학>과도 연관될 수 있다. 

결국 회재가 보기에 망기당의 <無의 철화〉은 장재， 화담의 <氣의 

철학>뿐만 아니라 육왕의 <心의 철학〉과도 통하고 있다. 망기당의 

본체가 절대적 비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주철학의 태극본체와 유 

사한 점이 있다. 이 때문에 회재도 망기당이 “寶理를 말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 혹은 섬일 뿐이기 때문에 망기당이 

형이상자로서의 리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12) 기나 심 

은 홉사 有인 듯도 하지만 理와 비교해볼 때 결국 無的 속성과 연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었다. 회재에 와서는 기나 심울 

본체로 한 철학조차도 진정한 <유의 철학>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無의 철학>이 〈心의 철학>과 연관될 수 있는 이유는 無가 ‘빔(비 

어있음)’， ‘무규정성’， 나아가 ‘자의성’ 혹은 ‘자유’의 개념과 쉽게 연결 

될 수 았기 때문이다<無의 철학>은 허무의 철학이요， 소극성의 철 

학이요， 죽음의 철학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자유의 철학이요，73) 비 

판과 부정의 철학이요? 반성의 철학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74) 망기당 

있었올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재의 ul판으로 미루어볼 

때， 그가 설사 理롤 본체와 연관시키려는 노력올 했다 하더라도 앞서 화담과 

유사한 형태가 아니었나 추측할 수 있다. 
72) r無極太極說後」 丁표， 문집총간24권， 390쪽 창고 

73) 자유로운 도덕 주체를 확보하고자 하는 망기당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若日 ‘遊心於無極之質， 使虛활之本體， 作得
콤心之主’， 則是使人不廳近思之學， 而騎心空妙， 其害可勝뜸값1"( r第-書JIX

寅， 문집총간24권， 393쪽) 

74) “來敎又日짧훌世A훌幻形흉堅實， 故日寂織，"( r第3書J ， 문집총간24권， 396쪽) 
이라고 말한 망가당의 말을 통해 그의 <우의 철화>이 비판과 반성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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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滅字룰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논 회체의 비판은 망기당의 철 

학이 자의성과 임의성， 즉 자유와 비판의 공간윷 허용함으로써 차풍 

적 세계질서인 유교적 명분(分珠理)울 무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無의 철화>과 본질적으로 통환다고 보았거 때문이 

다π) 나아가 회재는 망기당의 철학이 “본처l률 -心의 밖에 설정하는 

철학”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망거당의 철학이 ι1(=도덕주체) 

혹은 薦롤 理('"도덕율)보다 우위에 놓용으로써 心(氣)과 理훌 이원화 

하게 되고， 심이 리의 필연생올 벗어나 자의책으로 나아갈 수 었다는 

것이다.76) 망기당은 일찍이 進士試룰 거쳐 성균관유생이 되었으나 成

宗4년(1473년)에 ffj止， 崔希哲 둥과 함께 成均館 館홉울 배척하는 동 

맹휴학융 벌였다가 tt꽤올 받고 파거에 웅시활 자격올 박탈당한 경 

력올 가저고 었다.17 ) 이는 그의 철학이 <비판의 철화〉이요 <자유의 

철화〉이요，<無의 철학〉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盧無와 寂藏올 말했 

다 하더라도 橋者인 망기당의 虛無는 도가나 불가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었다. 망기당이 훌， 妙， 遊心이라는 표현융 즐겨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돗이 그는 자유로운 도덕주체의 존재론적 근거 

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이는 그가 도덕률의 객판합리성보다는 도덕주 

채의 자유 혹은 자율올 우위에 두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가 ‘先立大

體’률 강조하고 있는 점 역시 이와 연관되어 었다，78) 

본체는 형이상자인 리=태극어어야 한다는 것이 정주성리화의 최종 

적인 결론이다. 형이하자인 氣나 心은 유교쩍 본체가 요구하는 절대 

성과 불변성， 보편성과 초월성， 일자성과 전체성 풍올 담지할 수 있 

눈 형이상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주성리화은 〈혔의 철학>이 

하는 철학임용 엿볼 수 있다. 

75) “大批솥機掌平生學術之誤 病於空虛"(r無極太極說衛 丁표 문집총갱4권 뼈쪽) 

76) “今日 ‘遊心없.훌’， 터， ‘作得홈心之主’， 업Ij是1tU파氣훌太훌옳￡外之*" 而別

以心遊之於其間， 然後得以薦之主也， 1比等훌훌훌융， 11以甚未安，( r第-홉J !)G寅， 문집 
총간24권， 393쪽) 

77) 이완재， 앞의 논문， 67쪽. 
78) r第4書J ， 문집총간 24권.39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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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心의 철학〉조차도 그 본질이 〈無의 철학〉과 다륨없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氣의 철학〉이나 <心의 철학〉은 도덕율의 객관필연 

성보다는 도덕주체의 자발성울 강조활 뿐만 아니라 차동적 위계질서 

(續) 위에 구축되어 있는 유교적 질서롤 존재론적으로 정당화하기 힘 

든 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주철학적 〈有의 철학〉은 

심이나 기룰 본체로 인정할 수 없는 〈理의 철학〉이다. 본체로서의 

有인 太極=理-은 기롤 넘어선(초월한) 절대적 실재였다. 이 때문에 

정주와 회재의 태극본체는 어쩌면 장재나 화담류의 기로서의 본체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설득하기 힘든 문제돌을 숨기고 었다. 이들은 

태극 혹은 천리를 의심할 수 없는 철화적 전제로 받아들인 위에서 

자신의 철학을 출발시키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그처럽 당연한 것이 

거나 자명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본체로서의 천리가 

실재함올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율까? 이는 차라리 믿읍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본체인 리는 현상계인 기의 세계를 초월해 있디{理혔不相雜).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채인 리는 현상적 존재와 운동의 근원으로서 일체 

의 현상에 내재/편재해 있다{理爾不相離)."79) 나아가 理-과 分珠理는 

체와 용의 관계에 었으며， 분수리 상호간에는 다양한 차별아 존재한 

다，80) 결국 회재의 체용론은 理體氣用의 구도로 짜여져 있지만 체(無 

極而太極[有]=太極=理-)를 다시 체와 용으로 나누고 았다. 즉 理體

氣用의 구도 위에서 다시 理體理用論올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 

럼 리를 다시 체용으로 구분하는 논리는 퇴계 이전에 이언적에게서 

분명히 발견될 수 있다. 

회재는 체용론에 기반해서 리기관계롤 ‘불상리， 불상잡’으로 이해하 

는 주자학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롤 자명한 원리라고 보 

79) “有理而後有혔， 故日太極生兩훌훌， 然J{IJ理雖不앓於爾， 而.亦不雜於짧而롬" 

(r第-홉」 成寅， 문집총간24권， 391쭉) 

80) “天下之理， 體用相須， 動靜交養， 뿔可專於內而不於外體聚載，( r第4훌J ， 문집총 

간24권，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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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힘들다. ‘불상리’의 원칙을 강조하면 리와 기는 서로 본질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상잡’의 원칙에 충설하면 

리와 기는 질적으로 전혀 다흔 실재인 것처럼 보인다. 회재는 본체 

(理)가 현상(氣)에 앞서는 것(理先氣後)이며， 본체는 현상의 폰재와 운 

동을 生成， 流出시키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81) 그러나 여기서의 

‘先後’ ‘流出’이 시간적 선후롤 염두에 둔 것인가? 논리적 혹은 가치 

론적 先後(혹은 輕重)를 말하고 있는가? 나아가 본체인 리가 활동성 

을 지니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둥둥의 물음은 여전히 難問이다. 이들 문제는 퇴율 

시대에 와서 조선철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률 바탕으로 다 

양한 학파를 형성하게 되지만 회재가 이런 둥속의 문제에 대해 심각 

하게 고민한 혼적은 보이지 않는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성리학이 불교률 비판，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립되 

었으며， 이 때문에 성리학적 리기는， 도j불교의 본질파는 뚜렷이 구분 

되는 지점이 있음율 확인하였다. 즉 성리화은 본질적으로 공무 혹은 

허무의 철화이 아닌 有 혹은 實의 철학이요， 적멸의 철학이나 죽음의 

철학이 아닌， 生의 철학이요， 苦의 철학이 아닌 樂의 철학이었다. 성 

리학은 이성과 합리의 철학이요，82) 긍정과 낙관의 철학이다. 이와 같 

은 성리학적 본질은 정도전， 서화담， 이언적에 일관되어 관철되고 있 

다. 다만 정도전이 주로 유교 밖에 위치한 불교비판에 주력하고 있고， 

화담은 一氣 위에서 유교적 본체롤 새롭게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81) “蓋原此理之所自來， 雖極微妙， 萬事萬化， 皆自此中流出， 而實無形象之可指，

(r無極太極說後」 丁표， 문집총간24권.390쪽) 

82) 성리학이 합리성의 철학이라고는 해도 서구 근대의 합리성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숭환 r주자률 통해 본 ‘합리성’의 의미」， 『유가사상의 시회철학적 재 

조명，(.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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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면， 회재는 理를 중섬으로 유교 내의 이단적 경향에 대한 비판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률 뿐이다. 회재는 화담 혹은 육왕의 정신을 

계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망기당의 노력올 안정하면서도 기로서 

의 본체가 지닌 난점올 지적하면서 퇴윷철학의 존재론적 가초를 확고 

히 하려 하였다. 회재에 와서 유교는 리에 입각한 <유의 철화>임을 

분명히 했으며， 심이나 기에 입각한 유교적 <유의 철학〉조차도 결국 

그들이 극복하고자 한 〈무의 철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용 확인환 것이다. 이제 〈유의 철학〉은 〈理의 철학〉 

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퇴계와 율곡은 회째가 닦아놓은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특색 있는 한국 성리학올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런데 회재는 그가 옹호하고자 한 정주성리학적 본체(라)는 그 자 

체로 추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용 가운데서 분수리의 형태 

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理의 철학> 

은 體에 못지 않게 用을 강조하는 <用 중심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회재 이후의 성리학자들은 본체가 현상의 다양성을， 그것도 

차둥적 위계질서를 보장해주는 궁극적 근거로 위치해야한다고 주장 

한다. 이는 정주성리학이 용의 논리를 체에까지 침투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정주성리학은 일체존재률 ‘유’， 그것도 ‘용으로서 

의 유’의 영역 안에 가두게 됨으로써 본제를 향한 참다운 초월에의 

가능성을 차단시킬 수 있다. 즉 (본}체에 관한 전면적 반성올 불가능 

하게 만옮으로써 상식과 일상의 논리흙 고정시키는 폐단을 자초할 

수 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째 이후의 성리확은 <용의 세계> 

에 속하는 존재(有)와 차별(分)과 생성(生}과 실용{寶)의 논리롤 <본체 

의 세계〉에로 투사시킴과 동시에 유교적 역사현실을 보편화시키고 

절대화시킨 측면이 존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의 철학>으로서의 

정주와 퇴율의 철학은 유교적 일상과 유교적 합리성을 옹호하고， 사 

회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유교적 현실융 존재론적으로 고착화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다.<理의 

철학>은 <有의 철학>이요 <합리성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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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요， 차둥적 계급사회를 당연시하는 <전체주의 철학>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성려학은 물론 초기성리학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무와 연관된 허무적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有와 

生을 긍정하고 도덕적 가치를 존재론적으로 정초하고자 한 이들의 

철학정신은 이들의 철학이 발생， 전개， 굴절， 좌초되었던 역사적 문맥 

을 훨씬 넘어 서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리학올 단순히 그 역사적 

문맥에 종속시컴으로써 정리해야 활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넘어서 

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의식의 터 

전이었던 전통철학과 진지한 대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인 참신한 철학의 단초들을 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성리학은 

근대 이전 시기 동아시아의 주류철학을 형성했으며 탈근대를 운운하 

는 오늘날에서조차 이 지역에서 유교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 

다. 성리학의 리는 기와 마창가지로 우리의 일상언어 속에 아직도 살 

아 있다. 나아가 성리학은 현실을 책임지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주목 

을 받아왔고， 이들은 일상적 삶에 기반을 두고 유교적 이상사회를 합 

리적으로 현실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성리학은 세계와 인간이 

본질적으로 리에 근거하고 있거나 근거해야 하는 것으로 사유하고 

있는 바， 이들이 말하는 리가 인간이성에 근거한 모종의 합리성과 연 

관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성리학띄 리를 근대 서구의 이 

성， 혹은 합리성 동과 대비시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 

서 서구 근대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영감과 지혜 

를 얻어낼 수도 있다. 성리학은 有와 合理와 理性을 도외시할 수 없 

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될만한 충분한 가 

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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