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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이 논문은 이황의 사단칠정론이 이익에 의해 다시 해석되고 새로운 이론체

계로 재구성된 의의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연구는 근기학파 내부

에서 형성된 학통의식과 이익이 스스로 표명한 이황에 대한 계승의식을 근거

로 이황과 이익의 학문적 연속성에 주목하였고, 이에 따라 이익이 이황의 학

문을 계승한 근기남인 퇴계학파의 종주로 인정한다. 이익은 서학과 전통 성

리학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뚜렷한 사승관계 없이 家學의 영향 아래에서 학문

적 토대를 형성하였다. 당시 정치적으로 진출할 길이 차단된 이익이 선택한

길은 학문이었고, 특히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재해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퇴

계학에 입문하였다. 그러나 이익은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영남 퇴계학파처럼

그대로 가져가지 않았다. 이익은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이론체계로 정립함으로써 자신만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후 근기남

인 퇴계학파의 종주가 될 수 있었다.

2.

이황은 도덕의 근거가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을 理와 氣의

합으로 규정한다. 이황이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마음의

중요한 기능인 지각과 주재를 단지 심의 기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

다. 이에 따라 마음의 體인 性도 理氣之合이고 마음의 用인 情도 리기지합이

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황에게 있어서 마음 본성 그리고 감정은 모두 리와

기의 합이며, 본성과 감정은 마음의 본체와 작용이라는 체용관계로 상정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황은 ‘理도 발하고 氣도 발한다’는 사단칠정 理氣互發說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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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단은 ‘理發氣隨’이고 칠정은 ‘氣發理乘’이라는 이황의 명제는 존재론적으

로 리와 기의 합으로 구성된 情을 그 의미[所指]와 발생과정[所從來]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황은 모든 존재와 그 작용은 리와 기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다고 본다. 여기에는 리가 운용 주재한다는 활동성이 바탕이 된다. 그러나 리

의 활동성을 기의 물리적 운동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

체적 현실에 있어서 리는 언제나 乘機로서의 마음의 氣를 통해서 그 주재 운

용하는 것이므로, 리는 凝結造作이라는 물리적 운동을 하는 기와 달리 無爲

하다. 따라서 이황이 ‘理發’이라 하더라도 리가 기 없이 自發하는 것은 아니

고[理發爲四端, 所資以發者氣耳. 其所以能然, 實理之爲也], ‘氣發’은 기에 대한

리의 주재 운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氣而無理之乘, 則陷利欲而爲

禽獸]. 리와 기는 언제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황은 말 탄 사람의 비유

로 설명하는데, 사단이든 칠정이든, 본연지성이든 기질지성이든 존재론적 구

성은 항상 리와 기의 합이다. 따라서 정이나 성은 한 가지 사태로 드러날 뿐

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주와 소종래의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2.

이황은 기대승과 논변과정에서 사단은 ‘理發氣隨’, 칠정은 ‘氣發理乘’이라는

명제로 정식화하였지만, 이황이 주장하고자 한 것은 ‘사단 리발’에 있다. 사단

은 맹자가 사람의 마음속에 도덕성의 근거가 있다는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사단은 리인 본성이 주가 되는[主理] 순수한 리의 발현이므로 본질적으로 선

한 감정이다. 칠정은 나의 몸과 관련되므로 나의 利害여부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칠정은 이렇게 나의 몸[욕구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마음

이므로 氣가 주가 되는[主氣] 기발이다.

이황은 사단이라는 본질적으로 선한 감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사단

리발로 논증하고, 이로부터 도덕성의 기초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 맹자에 따

르면 사람은 나와 관계없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느끼는 경우

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특별한 감정

은 리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므로[理發] 이념적으로 순수하고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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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하여 道心과 같다. 이 특별한 감정의 경험은 나의 형기와 관련된 모

든 상황에서 올바른 감정을 내고 올바른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3.

이황은 마음속의 리의 발현인 사단 곧 도심이라는 준거를 세워 그 기준에

따라 나의 몸(욕망과 이해)에 얽힌 칠정을 다스리는데 있다. 칠정은 사람이

몸을 가진 이상 누구나 가지게 되는 감정이므로 보편적이며, 이러한 감정은

올바르게 표출되고 올바른 행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황은

칠정이 몸에 얽힌 감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부정되어야

하거나 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단이라는 준거를 세워 칠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의 형기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 나의 형기와 관련 없을 때 느꼈던 감정의 경험(사단=도심)이 근

거(기준)가 되어, 나의 감정(칠정)을 조절하여 판단하고 행위하는 것이다. 나

의 모든 감정(칠정)은 사단이라는 기준에 맞추게 되므로 칠정의 중절이고, 사

단은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감정과 그에 따른 행위와 판단의 기준으로 확대

되므로 사단의 확충이다. 이와 같이 사단의 확충은 칠정의 중절을 통해 드러

나는 것이지 나의 몸과 관련된 모든 감정이 제거되고 모든 상황에서 사단이

라는 특수한 감정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이황은 이것을 마음의 주재로 설명한다.[心爲之宰, 則其動也無不中節矣] 마

음의 주재도 지각활동과 마찬가지로 심의 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리와 기가 합해져야 한다. 리와 기가 합해진 마음이 본성(본연지성/기

질지성)에서 드러난 감정을 통괄하여 중절하는 것이 마음의 주재이고 심통성

정의 의미가 된다.

3.

기대승에 의하면 현실에서의 리는 기와 섞여있어서 오직 기가 발현하고 유

행하는 것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이다. 이황이 ‘이와 기를 지나치게 구분했

다’, ‘理의 운동성을 인정했다’는 기대승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사단과 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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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이와 기에 분속하는 것은 사단이 칠정과는 구분되는 도덕적 감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자신에게 도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는 도덕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대승은 중절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 도덕적인 감정이라는 사단의 특별한 지위는 인정

되지 않는다.

3-1.

기대승은 우선 ‘칠정이 비록 氣와 관계있는 것 같지만 理 또한 그 가운데

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칠정에는 리와 기가 섞여 있음을 강조한다. 칠정이 발

한 이후 氣에 의해 理가 실현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은 함께 존재하

며, 그 중에서도 理가 실현된 경우를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단은 ‘氣에

의해서 실현된 理’인 동시에 ‘중절한 칠정’인 것이다. 기대승은 칠정의 중절여

부로 사단과 칠정이 갈리고 선악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을

대립적 관계로 놓고 구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中節을 이룬 칠정은 未

發之中이 실현된 것이므로 和가 된다. 이러한 중화의 상태가 곧 천명지성이

자 본연지체가 실현된 상태이므로 이때는 달도(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의 칠정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중절한 칠정이

며 보통 사람들도 칠정의 중절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기대승이 중절한 칠

정을 사단과 같은 도덕적 감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칠정에도 도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오로지 기발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2.

기대승은 사단이 리발이라는 것에는 이황과 동의하지만 함의는 완전히 다

르다. 기대승은 마음의 기가 자연발현하는데 과불급이 없다면 그 때가 리발

이고 사단이라고 한 것이다. 마음의 기가 어떤 때는 본체인 리를 그대로 드

러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기가 작용한 결과가 리에 합

치한 것이다. 기대승은 감정은 리인 본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데, 마음의

기가 발현하는 것이므로 기가 리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감정은 기

만으로 말하거나 리만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하여 항상 兼理氣 有善惡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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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 兼理氣 유선악의 감정 중에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규범에 적합한 감

정을 사단이고 중절한 칠정이며 善一邊이라는 것이다.

기대승은 모든 감정의 근원은 리인 본성에 있으므로[發於理], 형기와 관계되

는 칠정이라고 해도 氣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이다. 이것은 기대승이 감정의

발생경로와 근원을 둘로 보지 않은 것이다. 모든 감정은 심의 기가 저절로

발현한 것이고 그 근원이 리인 본성에 있다는 주장이 결국 기가 이다. 그러

므로 애초에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여 리와 기로 나누는 것은 성립할 수 없으

므로 논변과정에서 기대승이 말하는 리발은 ‘발어리’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

는다.

3-3.

이이는 기대승이 논변을 발전시켜 이황의 사칠론의 호발을 비판하고 이황

의 ‘氣發理乘’만 가져온다. 그러나 이이의 ‘기발리승’은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

서 이황의 용어를 차용한 것이므로 이황이 말하는 칠정 기발리승과는 함의가

다르다. 이이는 理無爲와 氣有爲에 근거하여 형이하의 기에만 자발적 활동

역량을 인정하므로 정의 발생 과정을 기발리승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이는

마음이 외부 사물의 자극에 움직인 이후 즉 情으로 발한 이후를 문제 삼게

된다. 외부사물의 자극에 마음은 반응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자극-반응의 기

제인 지각의 단계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정이다. 마음이 지각하고 움직여서

나온 정에서는 사단과 칠정이 사실상 구분되지 않지만 이이는 이러한 정 전

체를 칠정으로 본다.

이이는 외부사물의 자극에 의해서 이미 움직인 마음에서 저절로 나온 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어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황은 ‘마음이 막 움직

이려 할 때’를 이이는 “마음이 움직인 이후”에 주목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이황은 감정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 이이는 감정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수양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황은

감정의 조절을 중시하여 사단이 마음속에서 잘 유지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

다면 이이는 감정의 결과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써의 리의 인식을 중시한다.

이이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감정에 의식[意]이라는 판단이 더해져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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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인심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사단은 순수한 천리의 발현인 도심이

라고 할 수 있지만 칠정은 심의 총칭이 되므로 단지 인심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칠정은 인심도심의 선악을 포함하는 것이고, 사단은 이러한 칠정 중에

서 선일변이므로 사단은 도심이면서 선한 인심에도 해당된다. 이이는 정-의

식-인심도심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정(칠정)은 겸선악으로 사단은 선일변으로

인심도심은 양변설로 논의해야 하므로 이황의 사칠론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3-4.

이황이 사단과 칠정을 성의 본연과 기품의 관계와 일치시켜 리와 기로 나

누는 것을 이이는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두 가지로 나눈 것으로 이해

한다. 이황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두 가지 성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의 소종래를 논의하면서 성에 그 관계를 유비시켰고, 사단이 본연

지성에 발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칠정은 기질지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이가 지적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이는 이황

의 사칠론을 내출외감설로 규정하고 그 논거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

한 것을 들어 호발설을 무력화시킨다. 이 때문에 마음의 근원을 둘로 나눈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며, 퇴계학파는 이황의 사칠론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취약한 고리로 인식하게 된다.

4.

이익은 현실적인 모든 현상은 기의 발현[氣發理乘一途]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와 율곡학파에 대해 모든 현상은 리의 발현[理發氣隨一路]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으로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발리승이라는 이이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인

데, 이익은 사단은 리발이고 칠정 역시 형기를 매개로 하지만 리가 반응하는

리발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이의 ‘리무위 기유위’도 부정되는데, 이익은

사단이든 칠정이든 모두 ‘리의 작용’이라고 주장한다. 리가 기에 대해서 주

재력을 가질 뿐 아니라 스스로 작용성을 가지므로 사단과 칠정도 리의 발현

이라고 보는 것이다. 리와 기의 작용은 언제나 두 가지가 합해져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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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점에 있어서는 이황의 사칠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4-1.

이익은 사단이든 칠정이든 외부 사물이 자극이 있어야 반응이 일어난다고

본다. 외부 사물에 자극 받고 반응하는 것은 항상 심속의 리인 본연지성이다.

이익은 사람의 성은 기질지성 하나만 인정하지만 리는 언제나 기에 대해 주

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기질지성만 인정하더라도

성의 핵심에는 주재하는 리가 있어서 기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모든 감정과 행위는 리가 발한 것이 된다. 결국 모든 정은

하나의 성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소종래의 의미는 사라진다. 다만 리가

곧바로 나왔거나 형기를 거치면서 나왔는가에 따라 인심과 도심, 사단과 칠

정이 갈릴 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기’와 ‘심기’는 기의 측면을 말한 것일

뿐, 실제 마음의 작용은 리와 기가 합해져서 일어나고 그 주도권은 늘 리에

게 있다. 이것이 이익이 말하는 리발기수일도설이다.

4-2

이익은 모든 것이 리의 발현이라는 리의 작용성을 전제로 기발리승도 말하

고 있다. 이이는 리는 작용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기발리승을 말하고 있으

며 이때의 리는 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직 기의 상태에 따라 은폐되거

나 드러날 뿐이다. 그런데 이익의 기발리승은 이이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이황

의 기발리승과도 차이가 있다. 이황의 기발은 기가 주도하는 것인데 이익의

기발은 그런 의미가 없다. 이때도 발하는 주체는 리이고 리가 드러나는 것이

지만 형기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기발이라고 한 것이다.

이익이 ‘사단은 리발기수’이고 ‘칠정은 기발리승’이라는 이황의 명제를 따라

서 분석하지만, 사단이나 칠정의 근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발생

경로는 본연지성인 리가 ‘형기’를 거치지 않고 곧장 ‘심기’에서 작용하면 사단

이 되고, ‘형기’를 거쳐서 ‘심기’에서 작용하면 칠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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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익은 사단과 칠정은 별도로 존재하며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사단은

타인을 향한 감정이며 칠정은 자신의 형기에 입각한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

은 함께 있을 수도 있다. 사단은 리가 곧바로 발현한 것이므로 이미 순선함

과 완전함이 보장된 것이다. 칠정은 본연지성에서 발현한 것이기 때문에 본

래는 선하지만 형기를 거치게 되므로 조절하지 않으면 쉽게 악으로 흐를 수

있다.

4-4.

이황은 미발함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수양을 거쳐서

마음의 주재가 확립되어야 비로소 칠정의 과불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

익도 사단은 칠정과 달리 불학이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감정은 아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사단이 칠정과 동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칠정이 없는 사람은 없고 칠정 자체에 사단의 흔적이 있다고 하였다.

사단이 없는 사람이라도 칠정 속에 사단의 흔적이 있으므로, 약간의 노력만

들이면 칠정의 과불급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기제는 바로 사태마다 동시에 발

현된 사단에서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익이 ‘칠정 밖에 사단이 따

로 있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소종래를 찾는 대신 발현된 마음에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황처럼 소주 소

종래를 따질 필요가 없어지고 미발함양과 같은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 되지도 않는다.

주요어: 四端七情論爭, 所從來, 氣發理乘, 理發氣隨, 人心, 道心,

公, 私, 聖人의 七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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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논문은 退溪 李滉(1501-1571)의 四端七情論 의미를 분명히 하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고, 星湖 李瀷(1681-1763)이 이황의 사칠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의의를 밝히는 것에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황은 사람의 마음도 理와 氣의 합이므로 도덕의 근거인 리가 마음속에

本然之性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것을 이황은 ‘理도 發하고 氣도 發한다’

는 四端七情 理氣互發說로 설명하여, 本然之性과 그것이 드러난 四端의 실재

성을 강조하였다. 李珥는 사단과 본연지성의 실재성을 부정하고 이황의 사칠

론을 비판하였는데, 七情만으로 심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이의 논의 주제는

사단칠정론에서 인심도심설로 전환된다. 李瀷은 이이의 철학적 유산을 이어

받은 栗谷學派가 학술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황의 철학적 주

제인 사단칠정 논의를 다시 제기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近畿南人 내부에서 형성된 學統의식과 이익이 스스로 표명

한 이황에 대한 계승의식을 근거로 이황과 이익의 학문적 연속성에 주목하였

고1), 이에 따라 이익을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근기남인 退溪學派의 宗主로

인정한다.2) 이황에서 이익으로 이어지는 학문연원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은 蔡濟恭으로, 李滉-鄭逑-許穆-李瀷으로 이어지는 系譜3)를 제시하였다.4)

1) 이우성교수가 처음 이익을 근기남인의 퇴계학파로 거론한 이후 이황과 이익의 학문적 연속

성에 주목하여 이익을 근기남인 퇴계학파로 규정하고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연구들이 이루

어졌다.(이우성, 한국유학사상 퇴계학파의 형성과 그 전개 , 1979년 대만사범대학강연 원

고, 퇴계학보 26집(1980),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2. 재수록)

2) 이남영, 성호 이익의 퇴계관과 그의 실학론 , 퇴계학보 36, 퇴계학연구원, 1982.; 李箎衡,

실학파의 퇴계관-성호, 다산의 경우 , 퇴계학보 34, 퇴계학연구원, 1982.; 금장태, 조선

후기 퇴계학파의 학맥과 리철학의 전개 , 퇴계학파와 리철학의 전개, 서울대출판부, 2000.
3) 樊巖集, 권51, 星湖李先生墓碣銘 , “退溪我東夫子也 以其道而傳之寒岡。寒岡以其道而傳

之眉叟。先生私淑於眉叟者。學眉叟而以接夫退溪之緖.”

4) 이러한 학문 계보는 근기남인 내부의 학통의식이므로 학문적 연속성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

다는 지적도 있다.(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35-40쪽 참조.) 이

황의 학통이 정구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다. 그러나 허목이 정구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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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어지는 학맥에서 이익은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근기남인의 종장의

위상을 갖는다. 학문적 계보는 차치하더라도 이익은 스스로 이황의 계승 의

식이 있었고 이황의 학문을 종주로 삼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성리학적 문제의식의 계승과 변용을 대상으로 삼

아 사칠론을 비롯하여 리기론·교학론·공부론·예설·경학 등에서 이황과 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있고5), 이익이 이황을 존숭하고 연모한 태도를 포괄적으로 검

토하는 것이 있다.6) 또는 근기남인의 학통 혹은 성호학파를 중심으로 이익의

학문연원을 추적하고 영남학파와의 교류를 검토하는 연구가 있다.7) 이익이

통인가에 대한 의혹이 있지만 허목이 정구를 이었다는 것이 남인계열 내의 공론이다. 허목

의 위상이 채제공의 정치적 의도에 부합한 것인데 채제공은 여기에 당시 이익의 학문적 위

상 때문에 이익을 허목과 사승관계로 만들어서 학맥을 구축한 것이다.(윤재환, 근기남인학

통의 전개와 성호학의 형성 , 온지논총 36집, 온지학회, 2013, 21-25쪽 참조.) 이 때문에

근기남인 학맥의 흐름이 학문이 전수되는 맥락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

기할 수 있다.

5) 이광호, 성호 이익의 사상-「孟子疾書」를 中心으로 , 태동고전연구 2, 한림대학교 태동
고전연구소, 1986.; 이상익, 성호의 사단칠정론–사칠신편을 중심으로 퇴계 율곡과 관련

하여 , 한국철학논집 7, 한국철학사연구회, 1999.; 송갑준, 성호 이익의 사단칠정론 , 사
단칠정론, 서광사, 1992.; 안영상, 퇴계학파의 相須說과 互發說의 흐름 , 퇴계학보 93,

퇴계학연구원, 1997.; 안영석, 성호 이익의 이기심성론 탐색―퇴계학적 이기심성론의 계승

과 변용에 관하여 , 철학논총 34, 새한철학회, 2003.; 김영호, 조선시대 유학자 논어설의

특징–退溪, 星湖, 茶山-艮齋說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 문화 16, 2002.; 백도근, 近畿

退溪學派 禮學觀 연구-성호예학의 연원과 이념 , 철학연구 90, 대한철학회, 2004.; 김종석,

성호 이익에 있어서 퇴계 예학의 계승과 변용 , 동아인문학10, 동아인문학회, 2006.; 원
재린, 퇴계 이황과 성호 이익의 교학론 비교 검토-퇴계학풍이 조선후기 실학형성에 미친

영향 , 정신문화연구 1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백민정, 퇴계와 근기남인의 학문적

연속성 문제 재검토-중화논변과 미발이발의 공부론을 중심으로 , 국학연구 21집, 한국국

학진흥원, 2013.; 금장태, 성호의 퇴계학 인식과 계승 , 국학연구 21집, 한국국학진흥원,

2012.

6) 안병걸, 星湖 李瀷의 퇴계와 영남에 대한 관심 ,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이남영, 이성호의 퇴계학적 정신 , 퇴계학보28, 퇴계학연구원, 1980.; 이광호, 18세기와

동아실학-성호 이익과 관련하여 , 성호학보 14호, 성호학회, 2013.

7) 정순우, 성호학맥과 영남 유림 , 성호학보 14호, 성호학회, 2013.; 김종석, 근기 퇴계학

파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성호 이익의 학문연원과 퇴계학 수용 양상 , 퇴계학보 111,
퇴계학연구원, 2002.; 윤재환, 조선후기 근기 남인학맥 소고 , 국문학논집21, 단국대 국문

과, 2001.; 신항수, 18세기 후반 이익 문인들의 분기와 ‘성호학’계승 , 한국실학연구 8집,

한국실학학회, 2004.; 이동희 外, 성호좌파 성리설의 전개와 변용 , 동양철학연구 47. 한

국동양철학회, 2006.; 윤재환, 근기남인학통의 전개와 성호학의 형성 , 온지논총 36집, 온

지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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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의 학문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론이라 할 수 있다.

이익의 사칠론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황과 이익의 학문적 연속성을 포괄적

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사칠론으로 대표되는 이론체계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김용걸8)은 이익이 이황의 리기호발설과 이이의 기발

일승일도설을 토대로 사단과 칠정의 발현 경로에 공사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

희의 체계와 다른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이익이 전기

성리학적 사유로부터 근대적 사유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이상익9)은 이익의 사칠설이 이이를 비판하고 이황을 지지하지만 이론적으로

는 이이를 따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익의 해석은 退栗의 대립을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자신의 틀에 맞추어 각각을 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린다. 안영석10)은 이익의 사칠론을 理發一原說이라고 규정하여 이익이 사

단칠정의 발생근원을 일원화시킨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익은 이이의 七包

四를 수용하고 이황의 理發과 七對四의 심성설을 견지한 것으로 설명한다.

안영상11)은 相須와 互發 개념으로 이황의 사칠론을 분석하는 것이 특징인데

상수와 호발을 모순관계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황의 사칠론은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익의 사칠론은 그 모순을 지양 극복한 것으로 파악하지만, 이익의

사칠론은 정론이 없이 논의를 종결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익이 이이의 논리를 차용하여 이황을 옹호했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그러나 이익이 사칠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면서 이이나 율

곡학파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개괄적으로 밝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익의 사칠론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이의 비판과 이황의

옹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그 함의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까지는 이

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김용걸, 성호 이익의 사단칠정론,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89.
9) 이상익, 성호의 사단칠정론-사칠신편을 중심으로, 퇴계 율곡과 관련하여 , 한국철학논

집 7-8집, 1999.

10) 안영석, 성호 이익의 이기심성론 탐색-퇴계학적 리기심성론의 계승과 변용에 관하여 , 
철학논총34, 새한철학회, 2003.

11) 안영상, 성호 이익의 사단칠정설 , 동양철학 11, 한국동양철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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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은 사단이라는 본질적으로 선한 감정의 근원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

을 ‘四端理發’로 설명하였다. 이황은 마음을 理氣之合으로 규정하여 마음속에

도덕의 근거인 본연지성이 그대로 실현되는 사단과 그렇지 않은 칠정은 그

발생근원과 경로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결국 이황에게 마음은 그 근

원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맹자에 따르면 사람은 나와 관계없

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측은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람

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특별한 마음은 리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므로[理發] 이념적으로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선하다. 즉 道心과 같다. 이

특별한 감정의 경험은 나의 형기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감정을 내

고 올바른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황은 이것을 마음의 주

재로 설명한다. 마음이 본성에서 드러난 감정을 통괄하여 中節하는 것이 이

황이 말하는 ‘마음의 主宰’이고 ‘心統性情’의 의미가 된다.

理가 절대적인 도덕 가치로 표상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내고자 하

는 것은 조선조 지식인의 일반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간의 이견이나 학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다만 理가 현실에서 실현

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각자 철학적 입장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데, 이황이 제시한 ‘理發’에는 ‘리가 현실에서도 자기존재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다’는 주장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물리적

운동성이 없는 형이상자인 리가 구체적 현실에서 어떻게 自發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리의 능동성 테제가 제기될 수 있다. 리가 현실에서 스스로 일종

의 기와 같은 물리적 운동성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을 실현한다고 하

게 되면 그 존재의 위상이 기와 같아지게 되어 리의 절대와 보편의 위상이

손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이는 리에는 독자적

으로 자기존재를 구현할 수 있는 동력이 내재되어 있지 않고 오직 기라는 매

개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이이에게 기는 리를 실현시키는 매개이자 현실

적으로 움직이는 힘이다. 현실에서는 오직 기의 작용만 있고 기의 작용에 리

는 의존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淸濁粹駁이라는 기의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된

다. 따라서 이이는 사칠론에서도 리의 作爲性을 부여하는 혐의를 둘 수 있는

이황의 언명을 모조리 비판하고 모든 현상은 기의 발현[氣發理乘一途說]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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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이이에게 마음은 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心是氣]로서 그 일원성이 강조된

다. 따라서 기인 마음이 담고 있는 본성은 氣質之性 하나로 통합되고, 본연지

성의 고유성은 사라지게 된다. 이이는 사단의 실재성을 부정하면서 이황의

사칠론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고 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한 것이다.

이이가 氣發理乘一途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익은 모든 현상은 리의 발

현[理發氣隨一路]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단과 칠정이 모두 氣發이라는 이

이의 주장을 그대로 뒤집은 것으로, 이이의 비판을 이이의 논리로 대응하면

서 이황의 理發說을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익의 리발기수일로설은 사단

도 칠정에 포함시켜 칠정에서만 논의하던 이이의 구도를 그대로 가져와 칠정

도 사단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대승을 비롯하여 일부 율곡학파에서 이황의 리발설을 비판하기 위해 제

시되는 하나의 주요 논거는 사단에도 악이 있을 수 있으며[四端不中節說], 칠

정이 중절한 경우는 사단과 같이 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악의 구

분 기준을 정의 중절여부에 두는 것으로, 사단은 리발이고 칠정의 기발이라

는 소종래에 따른 의미 구분으로부터 사단은 순선하고 칠정은 선악미정으로

구분하는 이황의 입론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이익

은 사단과 칠정의 의미 구분을 기의 차이로 설명하는 새로운 해석방식을 제

시한다. 이러한 해석은 성호학파 내부에서 이른바 공칠정 논란을 불러일으키

게 된다. 맹자의 기쁨이나 순임금의 분노와 같은 성인의 칠정은 칠정에 해당

하더라도 작용하는 기의 성격에 따라 기발인지 리발인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은 이이에 의해 폐기된 ‘사단’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다시 전면으로 부

각시켜, 모든 것은 기의 작용이고 칠정에 사단이 포함된다는 이이의 주장을

모든 것은 리의 작용이고 사단이 칠정을 포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사단과 칠정, 인심과 도심의 발현과정에서 사용하는 기를 心氣

와 形氣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해석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익은 이황의 사단칠

정론을 재해석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이이의 비판을 수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황 철학의 계승이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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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이황을 옹호하는 것은 사칠신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익은 자신의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이황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계

승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

개할 것이다.

Ⅰ 서론에서는 이 논문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이황과 이익의 사단칠

정론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이

논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Ⅱ 장에서는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확인할 것이다.

이황이 마음을 理氣之合으로 규정하는 이유와 理發·氣發 명제의 함의를 살

펴볼 것이다. 또한 이황이 사칠론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황과 기

대승의 문맥에 따라 각각 그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황 사칠론

의 핵심 논지와 ‘사단’과 ‘본연지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

Ⅲ 장에서는 기대승의 입론과 이이의 비판을 검토할 것이다.

기대승은 논쟁 후반부에서 이황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초기

견해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다. 이이는 기대승의 주장을 확대하여 정밀하게

이론화시켜 이황의 사칠설을 비판하지만 기대승과 이이의 주장이 완전히 일

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대승의 입장과 이이의 입장을 구분해서 검토할 것이

다. 기대승이 제기한 사단부중절설과 성인의 칠정문제는 이후에도 중요한 주

제가 되므로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이가 기대승의 논의를 발전시켜 이황의

리발설을 비판하고 사단과 본연지성의 실재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검토

할 것이다.

Ⅳ 장에서는 이익이 제시한 이황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함의

를 살펴볼 것이다. 이익이 사칠신편을 저술하여 제시한 새로운 해석이 당

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율곡학파에 대응하여 이황의 이론적 입장을 정당화

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이익은 특히 이이의 논의 구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황의 구도로 전환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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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의 사칠론에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를 취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정의 발생근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이의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

라 이이의 논리를 오히려 이황의 구도로 재편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익은 이이에 의해 폐기된 ‘사단’을 다시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황

의 철학적 주제를 복귀시키고 이황의 학술을 계승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익

의 사칠론 해석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Ⅴ 결론에서는 먼저 앞서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할 것이다. 이황이 사

칠론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이익은 이황의 주장을 어떤 방

식으로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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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李滉의 四端七情論

1. 四端과 七情

이황의 사칠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 해석의 시각에 있어 조금씩 차이

가 있다.12) 대체로 동의하는 것은 이황이 四端과 七情,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을 의미상의 차이[所指]에서 뿐만 아니라 그 所從來에서도 구분한다는 것이

다.

맹자는 사단을 인간이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선한 본성이 있다

는 증거로 삼았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상황이나 齊宣王이 소가 슬

피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와 같은 경우13) 인간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

는데, 맹자는 이러한 마음의 동요를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참을 수 없는 반

응14)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반응을 도덕의

식이 있다는 징표로 삼은 것이다. 인의예지의 본성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연한 계기로 도덕의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나마 경험하는 감정의 반응은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도덕의 근원이 드러

나는 것이다.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선한 본성이 드

러나는 것이 사단이다. 마음이 참을 수 없어서 동요하여 일어나는 자연발생

12) 윤사순, 사단칠정론의 윤리적 성격에 대한 성찰 , 퇴계학보133, 퇴계학연구원, 2013.; 정
상봉, 퇴계의 주자철학에 대한 이해와 그 특색: 리의 동정·發·到를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

집37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3.; 주광호, 퇴계 리발설, 리의 능동성에서 도덕적 감정의

일상성으로 , 철학연구47,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3.; 이승환, 퇴계의 횡설과 고봉의

수설 , 퇴계학보131, 퇴계학연구원, 2012.; 남지만, 퇴계 호발설의 칠정기발에 대한 고봉

의 비판과 수용 , 동양철학33, 한국동양철학회, 2010.; 안영상, 퇴계 만년정론을 중심으로

본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논쟁 , 국학연구15, 한국국학진흥원, 2009.; 엄연석, 퇴계의 사

단칠정론과 공사의 문제 , 퇴계학보 115, 퇴계학연구원, 2004.; 문석윤, 퇴계의 리발과 리

동, 리도의 의미에 대하여 , 퇴계학보110, 퇴계학연구원, 2001.; 금장태, 퇴계의 리기론과
사칠론 , 종교와 문화 3,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1997.; 이상은, 四七論辯과 對說, 因說

의 意義:退高論爭의 焦點을 찾아서 , 아세아연구 1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3) 孟子 7, 「梁惠王上 , “王曰然誠有百姓者. 齊國雖褊小, 吾何愛一牛, 卽不忍其觳觫若無罪而

就死地, 故以羊易之也.”

14) 孟子』6, 「公孫丑上 , “人皆有不忍人之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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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감정의 경험이라는 것은 내부로부터 도덕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사단이라는 감정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선한 본성이 있다는 징후

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단을 곧 인이라고 하지 않는다.15)

측은지심의 반응으로 경험되는 사단은 仁의 출발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6) 사단은 이렇게 감정의 경험으로 드러나는 도덕

의 징후로서 의미가 있고 이것은 擴充이라는 확대와 전개를 통해 보편적 도

덕성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단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동반되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의무감으로 이념적

으로 매우 순수하다.17) 본성이 드러난 것으로써 사단이라는 감정은 한 번 경

험되면 솟아나는 샘물이나 이미 번진 불18)과 같으므로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타인과의 관계로 확장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확충이고 수양의 목표이

다. 이렇게 수양을 통해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사단은 단순한 감정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禮記 禮運 에서는 칠정이란 단지 다스려야 할 감정으로 기술되어 있다.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19)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

응의 기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칠정 자체에는 당위라는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용은 喜怒哀樂의 情이 발하여 드러나기 이전의 본

래적 상태를 中[未發之中]이라 하고, 情으로 발하여 드러나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 한다. 이렇게 칠정이 드러나지 않은 본래적인 상태로써 미발지중은 모

든 존재의 근본이며 도덕적 가치의 근원[大本]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칠정

이 절도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 도덕적 가치가 실현한 상태는 達道가 된다.20)

이것은 예기 예운 의 칠정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天-性-道-敎를 연속적

으로 설명하는 중용에서는 천명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성이 되므로 본성

에서 나오는 정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15)『孟子』6, 「公孫丑上 ,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

非之心, 智之端也.”

16) 위와 같음.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17) 위와 같음.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鄕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18) 위와 같음.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19) 禮記 禮運 , “何謂人情? 喜怒哀懼愛惡欲, 七者弗學而能.”
20) 中庸 首章, “喜怒哀樂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 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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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의 “未發謂之中”의 ‘中’은 禮記 樂記 에서 말한 ‘人生而靜, 天之性’

의 ‘靜’과 그 논의 구조가 유사하다. 악기 에서는 외부 사물이 접촉하기 이

전과 이후를 靜과 動 구분하고 있고21), 중용에서는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

과 이후를 中과 和로 구분하고 있다22). 악기 에서는 외부사물의 접촉하기

이전을 ‘靜’, 중용에서는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을 ‘中’이라고 한다. 외부 사

물과 접촉으로 動하면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은 동에 상대적인 또 하나

의 사태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내몰리는 사태의 근원으로 상정되

는 절대적인 靜으로 그 충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동이 욕망이 생성되고 전개

되는 현장이라면 그 근원으로서 靜은 動이라는 현상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상

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중용에서는 中과 和로 재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운 은 欲과 惡가 마음의 가장 큰 단서라고 지목하고 있다.23) 이

것은 欲惡에서 喜怒哀懼愛로 감정의 전개를 설명한 것[欲惡-喜怒哀懼愛]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신체적 욕구에 근거하여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분화되는 것

으로 분류하는 방식[欲-愛惡(好惡)-喜怒哀樂 또는 欲-喜怒哀樂愛惡]과 완전

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24) 이것은 程頤의 顔子所好何學論 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1) 禮記 樂記 ,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物至知知, 然後好惡形焉.”

22) 中庸 首章, “喜怒哀樂之未發, 謂之中.”
23) 禮記 禮運 , “飮食男女, 人之大欲存焉, 死亡貧苦, 人之大惡存焉, 故欲惡者, 心之大端也.”

24) 정의 발생을 好惡와 欲으로부터 분화되는 것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좌전, 황제내경소문, 대대례, 일주서 등에서는 다섯 가지 혹은 여섯 가지로 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음양오행론에 따라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인간의 감

정도 자연현상에 대비하여 다섯 가지 혹은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

명방식에서는 대개 欲이 빠져있는 것이 특징인데, 정이 욕으로부터 분화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호오와 욕으로부터 분화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기본적으로 음양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경우 희노가 음양을 대표하는 기초적인 감정으로 제시되고, 양기의

발산적 특성과 음기의 수렴적 특성으로 나머지 감정을 구분한다. 또는 하나의 감정에 양의

측면과 음의 측면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육기 또는 오기와 인간의 장

기를 연관시키고 그 장기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는 것으로 발전하는데, 대개 도가양생술

이나 한의학 등에서 응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심[心臟]은 다른 장기들과 구분되

는 능력과 역할을 지닌 것으로 모든 장기와 감정을 통섭하고 주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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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가 정기를 쌓아서 五行의 빼어난 것을 얻은 것이 사람이 된다. 그

근본은 참되고 고요하며 그 발하지 않아서는 五性이 갖추어져 있으니

인의예지신이다. 형체가 이미 생겨났으니 외물이 그 형체를 자극하여

中을 움직인다. 그 中이 움직여서 칠정이 나오니 喜怒哀懼愛惡欲이

다.25)

정이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본성이 갖추어져 있어서 외부사태

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칠정이 나온다고 한 것이다. 외부 사물과 접촉하여

자극받는 것은 몸이지만 그 자극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므로 오성도 함께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오성을 갖춘 마음이 움직여서 칠정이 나온다

는 것이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칠정이 이렇게 오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예기 예운 의 ‘喜怒哀懼愛惡欲’은 호학론 에서 말하는 ‘喜怒哀懼愛惡欲’과

같다. 정이의 칠정은 분명 오성과 연관되어 있고, 주희도 오상과 칠정이 맞닿

아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26) 따라서 欲惡-喜怒哀懼愛 분류되는 五情은 ‘五常’

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성악설의 입장에서 이해되는 칠정이

欲-愛惡[好惡]-喜怒哀樂 또는 欲-喜怒哀樂愛惡으로 분류되는 것과 다르게 중

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용의 희노애락도 예기의 칠
25) 論語集註, 第六, 雍也 , <朱熹註> “天地儲精, 得五行之秀者爲人. 其本也眞而靜, 其未發

也五性具焉; 曰仁義禮智信. 形旣生矣, 外物觸其形而動於中矣. 其中動而七情出焉; 曰喜怒愛懼

哀惡欲.”

현재 호학론 은 두 가지 판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근사록과 논어집주가 그 대표적이다.

근사록류(近思錄 권2 爲學之要 , 이정전서권 58 이천문집 4 잡저, 사고전서본 二
程文集 권9 伊川文集 , 中華書局 二程集)는 칠정을 “喜怒哀樂愛惡欲”으로 논어집주류
(論語集註 雍也 주희주, 朱熹集 권42, 答胡廣仲 4)는 “喜怒愛懼哀惡欲”으로 樂과 懼

자의 표기에 차이가 있다. 주희는 논어집주와 문집에서 “喜怒哀懼愛惡欲”으로 표기하였

고, 趙順孫(1215-1276, 格庵趙氏)이 주희 및 그의 제자들이 四書에 대해 토론한 것들을 모

아 편찬한 四書纂疏에서는 정이가 “喜怒哀懼愛惡欲”으로 글자를 바꾸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四書纂疏 권3, 論語纂疏 , <朱子集註, 雍也第六> “其中動而七情出焉, 曰喜怒哀懼

愛惡欲.”<輔氏曰, 古所謂七情, 喜怒哀樂愛惡欲也. 今程子以懼字易樂字.>) 정호와 정이의 글

을 二程全書로 모두 함께 묶여 간행한 것은 明淸 양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몇 가지

판본이 전하는데 1981년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二程集은 이러한 다양한 판본을 참고하여

출간한 것이다.

26) 朱子語類 30:55, “蓋人之有生, 五常之性, 渾然一心之中. 未感物之時, 寂然不動而已, 而不能

不感於物, 於是喜怒哀樂七情出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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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희는 악기 와 호학론 의 의미가 같다고 보았다.

내가 이 몇 가지 말을 자세히 생각해보니 악기 의 설과 의미가 다르

지 않다. 이른바 고요하다는 것은 또한 아직 자극받지 않았을 때를 가

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마음이 보존하고 있는 바가 혼연한 천리

이고 인욕의 작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타고난 본성

이라고 한 것이다. 외물이 자극하여 움직이게 되면 옳고 그름, 참과 거

짓이 여기서부터 나뉘는 것이다.…‘動’자는 중용의 ‘發’자와 차이가 없
다. 그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은 다만 절도가 있음과 절도가 없음 사이

에서 결정되니 중절과 부중절의 차이일 뿐이다.27)

악기 의 靜이란 외부 사물과 접촉하지 않았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며, 마음

이 이렇게 고요할 때는 천리가 보존되어 인욕이 없는 상태이므로 타고난 본

성[天之性]이라고 한 것이다. 마음이 움직인다고 할 때의 ‘動’자가 ‘發’자와 같

다고 하였으니, 마음이 움직이는 것[動]을 중용에서 말한 희노애락의 정이

드러나는 것[發]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움직인 결과의 옳

고 그름,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것은 희노애락과 마찬가지로 중절여부로 결

정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靜-天之性[본성=오상]-未發-中’과 ‘動-性之欲[감

정=칠정]-已發-和’로 요약될 수 있는데, 주희가 악기 와 호학론 그리고 
중용의 논의가 일관되어 있다고 보고 연속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惻隱·羞惡·辭讓·是非는 어디로부터 발합니까? 仁義禮智의 성에서 발합

니다. 喜怒哀懼愛惡欲은 어디로부터 발합니까? 외부 사물이 사람의 형

체를 자극하여 안에서 움직여 대상을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28)

27) 朱熹集 권 42, 答胡廣仲 4, “熹詳味此數語, 與樂記之說, 指意不殊.所謂靜者, 亦指未感時

言爾. 當此之時心之所存, 渾是天理, 未有人欲之僞, 故曰天之性. 及其感物而動, 則是非眞妄,

自此分矣….動字與中庸發字無異, 而其是非眞妄, 特決於有節與無節, 中節與不中節之間耳.”

28) <퇴계 제1서>, “惻隱羞惡辭讓是非, 何從而發乎? 發於仁義禮智之性焉爾. 喜怒哀懼愛惡欲,

何從而發乎? 外物觸其形而動於中, 緣境而出焉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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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은 이황의 사칠논변서 중 제1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황은 이

편지에서 사칠론에 대한 기본 입장을 모두 표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

면 사단과 칠정을 각기 소종래에 따라 리발과 기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의 논변은 기대승의 반론을 따라가면서 설명하는 과정이 복잡하

게 얽혀진 것이지만, 1서에서 표명한 기본입장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결국

이 편지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첫 번째 편지가 매우 중요하다.

惻隱·羞惡·辭讓·是非 즉 사단은 仁義禮智의 성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인의

예지의 성은 곧 본연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본연지성에서

사단이 나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사단’은 맹자에 나오는 말이므로 사단의 문헌출처는 맹자이고, 사
단이 실제 등장하는 경전은 맹자 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기존의 연구에서 대부분 이황의 칠정이 예기에 문헌적 근거를 두고 있다
고 보는데, ‘칠정’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예기 예운 이므로 칠정의 문헌 근

거를 논할 때 예기가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이황의 사단칠정
은 맹자와 예기에 근거하였다고 보거나, 예기 대신 중용이라고 하게
된다. 사단은 맹자에만 나오지만 칠정이 등장하는 문헌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 유가경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예기이고 중용은 성리학의

핵심경전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연구 중에서 이황의 칠정이 예기에 근거

한 것인지 중용에 근거한 것이지를 두고 논란하는 경우도 있지만,29) 이황

의 칠정은 그 직접적인 문헌 출처만을 따진다면 분명하게 정이의 顔子所好

何學論 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호학론 의 칠정은 예운 의 칠정에 기원을 두지만 오

상과 연관되어 있어서 중용의 희노애락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29)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들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기현, 퇴계의 사단칠정론

, 사단칠정론, 민족과사상연구회 편, 서광사, 1992, 55쪽.; 성태용, 퇴계 이황의 사상-사

단칠정론을 중심으로 , 철학과현실 24, 철학문화연구소, 1995, 149-50쪽.; 유연석, 栗谷

李珥의 人性論 硏究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5쪽. (정원재, 이황의 7정이해-

예운 에서 중용으로 , 퇴계학보 제137집, 퇴계학연구원, 2015. 8-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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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희는 호학론 과 악기 와 그리고 중용에서 말하는 칠정(혹은 희노

애락)을 연속적으로 파악하여, 악기 의 ‘靜-天之性’ ‘動-性之欲’을 중용의
‘未發-中’ ‘已發-和’으로 읽어내었다. 이황이 칠정에 대해서 예기나 중용
이 아닌 호학론 을 거론하는 것은 주희의 이러한 칠정에 대한 이해가 바탕

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사가 中和를 논할 때는 喜怒哀樂은 말했지만 사단은 언급하지 않았

다. 정자가 好學을 논하면서 喜怒愛懼哀惡欲을 말했지만 역시 사단은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리와 기가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 혼륜해

서 말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중에 나아가 그 같음을 아는 것

이 아니겠는가?30)

이황도 위 예문에서 말하고 있지만 중용과 호학론 에는 사단에 대한 언

급이 전혀 없다. 중용의 “희노애락”과 호학론 의 “희노애구애오욕”은 인간

의 감정을 총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단까지 아울러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황의 주장이다. 그런데 왜 이황은 중용을 이야기하면서 굳

이 사단을 끌어들이는가? 중용에 따르면 성인이 성인인 것은 항상 중절한

칠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만, 어떻게 하면 중절한 칠정을 이룰 수 있다

는 것인지 그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이황이 사단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여

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중용 원문에 없는 사단을 어떤 논

리로 끌어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황의 答李平叔 31)에 따르면 중용의 “희노애락”은 단지 “희노애락”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0) <퇴계 제1서>, “子思之論中和, 言喜怒哀樂而不及於四端; 程子之論好學, 言喜怒哀懼愛惡欲

而亦不言四端. 是則就理氣相須之中而渾淪言之也. 斯二者, 豈非就異中而見其有同乎?”

31) 이 편지는 李咸亨에게 답한 세 번째 편지이다. 이황이 이 편지를 쓴 것이 1569년이므로

기대승과 논쟁이 마무리된 시기이다. 이황의 사칠론을 시기를 구분하여, 논쟁 이후의 견해

를 만년정론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안영상, 퇴계 만년정론을 중심으로 본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논쟁 , 국학연구 15, 한국국학진흥원, 2009.) 이러한 시각은 이황의 사칠설에 변

화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황이 69세에 쓴 이 편지 그리고 심통성정도 의 견해는 논변

초기부터 일관된 것이므로 만년의 정론이 따로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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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정의 경우 비록 기에서 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정을) 완전

히 동등하게 세워놓은 명칭’이니 한 쪽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기 와 중용과 안자소호하학론 에서 모두 사단을 그 속

에 포함시켜 혼륜해서 말한 것입니다.32)

위 인용문에서 가장 많은 오해는 “公然平立之名”이라는 구절에서 비롯된다.

“公然”을 ‘공적인’ ‘공정한’ 등으로 해석하게 되면, ‘칠정이 공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 이때의 “공연”은 “全然, 完全”의 의미이므로, ‘모든 정을 완전

히 동등하게 세워 놓은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희·노·애·락·측은·수오·

사양·시비 등 인간의 모든 감정을 동등하게 세워 놓은 것이므로 그 실제 의

미는 사단과 칠정의 구분 없이 인간의 모든 감정을 총칭하는 표현이 된다.

이 때문에 악기 ·중용· 호학론 에서 사단을 그 속에 포함시켜 구분하지

않고 말했다고 한 것이다. 칠정이라는 말은 사단과 구분해서 쓰는 문헌은 실

제로 많지 않다. 호학론 에는 ‘七情’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 경우

역시 칠정이 ‘희·노·애·구·애·오·욕’의 일곱 가지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희·노·애·구·애·오·욕과 측은·수오·사양·시비’를 비롯한 모든 감정을 의

미한다는 것이 이황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의 예문에서

도 중용과 호학론 은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지 않고 말했다’[渾淪言之]라고

한 것이다.

답이평숙 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함형의 질문) 지난번 가르침을 받기를 ‘인심도심은 사단칠정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덕홍의 기록에 ‘인심은 칠정이고

도심은 사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그 대답이 다른 까닭을 묻습니

다.

이황의 대답) 인심이 칠정이고, 도심이 사단이라는 것은 중용서의

32) 退溪集 권37-21 , 答李平叔 (1569년, 69세), “至如七情, 則雖云發於氣, 然實是公然平立之

名, 非落在一邊底 故如樂記中庸好學論中, 皆包四端在其中, 渾淪而爲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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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설과 허동양의 설명 등으로 보면 두 가지가 칠정과 사단이라는 것

은 참으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전날에 이덕홍에 대답한 것이 바

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각기 그 이름과 실질에 나아가 자세하게

논하면 인심이란 이름은 이미 도심과 상대하여 세워진 것이니, 곧 자신

의 몸에서 사적으로 소유한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적인 소유라

고 하게 되면 벌써 한 쪽으로 떨어져버린 것으로 도심에 명령을 들어

야 하나가 될 수 있지 도심과 더불어 혼륜해서 하나로 칭할 수 없습니

다. 칠정의 경우는 칠정의 경우 비록 기에서 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정을) 완전히 동등하게 세워놓은 명칭’이니 한 쪽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기 와 중용과 안자소호하학론 에서 모

두 사단을 그 속에 포함시켜 혼륜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가

“희노애락의 미발을 중이라 하고, 발하여 모두 중절하면 화라고 한다.”

고 말한 것은 옳지만, 만약 인심의 미발이 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자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칠정이 나온다.”고 말한 것은 옳지만,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인심이 나온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도심과 사단의

경우라면 비록 인심과 칠정을 설명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

심은 심으로 말한 것이어서 종시와 유무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단서로 말한 것이어서 발현한 것에 나아가 그 단서를 가리킨 것이니

역시 약간의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평숙에게 그렇게 답한

것이지만 잘 살피면 역시 같은 곳으로 귀결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33)

33) 退溪集 권37-21 , 答李平叔 , “向蒙垂諭云‘人心道心, 不可謂七情四端’, 而今見李德弘錄云

‘人心, 七情也; 道心, 四端也’, 敢問其所以異.” “人心爲七情, 道心爲四端, 以中庸序朱子說及
許東陽說之類觀之, 二者之爲七情四端, 固無不可. 滉前日答李宏仲云云者, 此也. 但若各就其名

實而細論之, 則人心之名, 已與道心相對而立, 乃屬自家體段上私有底. 蓋旣曰私有, 則已落在一

邊了, 但可聽命於道心而爲一, 不得與道心渾淪爲一而稱之. 至如七情, 則雖云發於氣, 然實是公

然平立之名, 非落在一邊底. 故如樂記中庸好學論中, 皆包四端在其中, 渾淪而爲說. 是以子思謂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則可; 若曰人心之未發, 謂之中云云, 則不可. 程子

曰‘其中動而七情出焉’, 則可; 曰其中動而人心出焉, 則不可. 若夫道心之與四端, 雖與人心七情

之說不同, 然道心, 以心言, 貫始終而通有無; 四端, 以端言, 就發見而指端緖, 亦不能無少異. 所

以答平叔云云也. 然善觀之, 則亦不害其爲同歸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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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 서두에서 이황은 ‘도심이 사단이고 인심이 칠정이라고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마지막 구절에서 李平叔34)이

제기한 두 가지 견해가 전혀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밝히고 있다(然

善觀之, 則亦不害其爲同歸矣). 도심이 발현된 것이 사단이고 칠정이 발현된

것이 칠정이라는 것이 이황의 한결같은 견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심과 사단을 혼용해서 말하거나 인심과 칠정을 혼

용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예문에서 이황은 인심도심을 사단칠정

과 혼용해서 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도

심은 심이고 사단은 정이어서 혼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위 예문의

중점적인 내용으로서 인심과 도심은 애초부터 짝 개념이고 칠정은 애초에

‘감정을 총칭하는 개념’이었다는 것이 이황의 설명이다. 인심과 도심은 서경

 대우모 에 나오는 말로, 음과 양, 남과 여, 밤과 낮처럼 애초부터 짝 개념

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심이 아니면 도심이고 도심이 아니면 인심이다.

하지만 칠정은 사단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완전히 동등하게 세워놓은 명칭[公然平立之名]’이므로 애초에 인간의 감정을

총칭하는 표현이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중용의 희노애락은 단지 네

가지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심도심을 사단칠정과 혼용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 이황의 설명이다.

이황은 정이의 호학론 에 나오는 칠정에 대해서도 사단과 대립하는 칠정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문 중간 부분에

서 ‘호학론은 칠정을 이야기했지만 칠정 속에 사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

로 말하고 있다. 중용과 호학론 같은 옛 문헌에서 인간의 감정을 총칭하

는 표현으로 쓰이던 것을 인심과 도심으로 구분한 것이 이황의 사단칠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사단은 맹자에 따라 측은, 수오, 사양, 시비를 가리키고, 옛

문헌과는 달리 이황이 말하는 칠정은 사단을 배제한 ‘희·노·애·락…’또는 사단

을 배제한 ‘희·노·애·구·애·오·욕…’을 가리킨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황은

<제 1서>에서도 호학론 을 중용과 마찬가지로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지

않고 말했다[渾淪言之]고 했는데, 같은 편지의 내용에서 사단과 칠정을 구분

34) 李咸亨(1550∼1586). 본관은 全州, 자는 평숙, 호는 天山齋. 이황의 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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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그 발생과정을 말한 것이다.

惻隱羞惡辭讓是非, 何從而發乎? 發於仁義禮智之性焉爾.

喜怒哀懼愛惡欲, 何從而發乎? 外物觸其形而動於中, 緣境而出焉爾.

호학론 은 본래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지 않고 말한 것이지만 리와 기로

나누어 대립적인 관계로 놓으려면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같은 편지에서 “性을 氣와 섞어서 이야기하면 성

본래의 선함을 드러낼 길이 없기 때문”[誠以爲雜氣而言性, 則無以見性之本善

故也]이라고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이황의 견해에 따르면, 예문의 “其中動而七情出焉”은 인심과

도심을 구분하지 않고 말한 것이다. 이황은 이것을 인심과 도심으로 구분하

기 위해 “外物觸其形而動於中”까지만 인용하고 그 뒤에서는 “緣境而出焉”으

로 “其中動而七情出焉”을 대체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단ㆍ칠정에 대한 이황의

견해가 다소 명확해진다. 사단이든 칠정이든 외물이 형기를 자극하고 그러한

자극이 마음을 움직여서 나오는 것이다. 측은지심도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

는 것을 목격하고[外物觸其形] 그것이 마음을 움직여서[動於中] 나오는 감정

이다. 이때 리의 영향보다는 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나오는 것[緣境]이 칠

정이다. 여기에 ‘대상을 따라 나오는 것(緣境而出)’이라고 한 것은 예기의
칠정을 결합시킨 측면이 있다. ‘緣境而出’은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이황의 칠

정에 대한 견해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 구절은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정이는 “사람의 마음은 대상을

따라 출입하는데 일정한 때가 없으니 사람은 또한 깨닫지 못한다.”35)고 하였

는데, 사람의 마음이 외물에 끌려 다니는 것으로 마음에 주재가 없어서 외물

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이다. 마음이 주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

물에 대한 반응은 형기가 외물에 휘둘리는 데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예
기 악기 의 설명과 그 맥락이 같다.36)

여기서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어디로부터 발하는가(何從而發)’라고 묻고

35) 二程遺書2하-20, "人心緣境, 出入無時, 人亦不覺."

36) 禮記 樂記 , “物至知知, 然後好惡形焉. 好惡無節於內, 知誘於外, 不能反躬, 天理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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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리나 기가 아닌 ‘사단’과 ‘칠정’이다. 따라서 “何從而

發”에 대한 이황의 대답이 바로 “所從來”인 것이다. 소종래를 발생근원 혹은

발생근원과 경로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황이 “何從

而發”이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소종래로 논의한 맥락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마

음에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자체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그러

나 마음은 움직일 때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의 작용으로 인해 마음이

드러나며, 마음이 드러난 그 순간에 인식론적 소급에 의해 성의 존재가 확인

되는 것이다. 이황이 말하는 소종래는 마음이 현상으로 나타난 정의 작용으

로부터 소급하여 근원을 찾아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황이 “緣境而出” 운운한 것은 인심으로서의 칠정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이

황 자신도 인정하듯이 호학론 본문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기대승

은 호학론 본문에 의거해서 ‘원문을 보면 由中而出로 단일하게 설명했지

원문 어디에 緣境而出과 由中而出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느냐’의 의미의 반론

을 펼치고 있다.

제가 살펴보니, ‘외부 사물이 그 형기와 접촉하여 마음에 자극을 준다’

는 구절은 이천의 호학론 에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을 상고해 보면

“형이 이미 생긴 이상 외부 사물이 그 형체에 접촉하여 중에 자극을

주고 그 중이 움직여 칠정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중에 자극을

준다’고 하고, 또 ‘그 중이 움직인다’고 한 것은 곧 마음이 자극받는 것

이고 마음이 자극받아 성의 欲이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정입니다. 그렇다면 정이 밖에 드러나는 것이 대상을 따라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37)

37) <고봉 제2서>, “愚按‘外物觸其形而動於中’一句, 出 好學論 . 然攷本文曰, ‘形旣生矣, 外物觸

其形而動於中矣. 其中動而七情出焉.’ 其曰‘動於中’, 又曰‘其中動’云者, 卽心之感也. 心之感而性

之欲者出焉, 乃所謂情也. 然則情見于外, 雖似緣境而出, 實則由中以出也.”

대승 편지 출전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에서는 <고봉 제1서> 등으로 약칭한다.

<고봉 제1서>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상, 高峯上退溪四端七情說 1559.3.

<고봉 제2서>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상, 高峯答退溪論四端七情書 1560.8.

<고봉 제3서>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하, 高峯答退溪再論四端七情書 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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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은 ‘중’은 마음이며, 외부 사물에 마음이 자극받고 움직이는 것도 마

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칠정이라도 ‘마음이 움직여서 나오는 것’이니 형기

나 외부 대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기대

승이 보기에 이황이 칠정을 형기와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이다. 성에 근원하는 것은 칠정도 사단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칠정을 기[形

氣]에만 관련시켜 기발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대승은 칠정이 性發[發於

理]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황은 외부 대상에 형기가 자극

받아서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였다. 마음이 움직여서 대상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칠정이다. 결국 칠정도 마음이 움직인 것이지만 그 마음은 형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다. 대상을 따라서 나온다는 것은 외부대상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칠정은 형기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예기의 칠정과 맞닿아 있으며 인심으로 칠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칠정도 인심과 마찬가지로 ‘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황은 천명도

설 에서는 칠정이 기질에서 발하는 것38)이라고 하였다. 칠정은 기질에서 발

한다고 할 때 기질’의 핵심적 의미는 몸과 몸의 성질을 반영하는 기라고 할

수 있다.39)

외물이 오면 쉽게 감응되어 먼저 움직이는 것이 형기만한 것이 없는데,

일곱 가지는 바로 그 苗脈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속에 있으면 순수한

리이던 것이 발하지 마자 기와 섞일 수 있으며, 외물에 감응되었다면

형기인데 그 발하는 것이 어찌 리의 본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40)

<고봉 제4서>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하, 高峯答退溪書 四端七情後說 四端七情總論 1566.7.

38) 천명도설, 제6절 <論人心之具>, “五常者, 純善而無惡, 故其所發之四端, 亦無有不善; 所謂

氣質者, 非本然之性, 故其所發之七情, 易流於邪惡.”

39) 정원재, 이황의 7정이해- 예운 에서 중용으로 ,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2015.

17-18쪽 참조.

40) <퇴계 제1서>, “外物之來, 易感而先動者, 莫如形氣, 而七者其苗脈也. 安有在中爲純理, 而

才發爲雜氣, 外感則形氣, 而其發爲理之本體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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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정은 형기가 자극받고 움직여서 싹트는 것이라고 하여 칠정이 몸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 사물에 자극 받은 것이 형기라

면 그 발하는 것도 기이지 리가 아니라고 하는데,41) 외부 자극에 대한 몸의

수동적 반응은 칠정이라기보다는 감각지각에 해당하는 인심이다. 이 때문에

이황은 인심이 칠정과 같다고 하면서도 인심과 칠정을 구별하였는데, 칠정이

전적으로 외부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몸의 반응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발이라

고 한 것은 아니다.42) 기대승도 이황의 기발을 ‘외부 자극에 대해 형기가 반

응하는 수동적인 기의 작용’이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칠정 기발을 문제 삼

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황의 칠정은 논변 초기인 제1서에서 호학론 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주

희가 예기와 중용 과 호학론 을 연속적으로 파악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황은 이러한 문헌들에서 칠정을 언급하지만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지 않고 말한 것(혼륜이언)으로 본다. 이것은 칠정 속에 사단

이 포함되어 사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칠포사의 논리가 아니라 칠정

과 사단 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감정을 총칭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칠

정에서 사단을 배제하고 희노애락만 언급하거나 희노애구애오욕만 언급하는

것이 이황이 말하는 칠정이다. 사단은 선한 감정으로 그대로 소급하여 선한

본성의 존재를 도출할 수 있지만 칠정은 기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 소종래를 달리한다. 따라서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나누어 대립

적인 관계로 놓으려면 사단은 인의예지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칠정은 기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41) <퇴계 제2서>, “當初謬說, 謂安有外感則形氣, 而其發爲理之本體耶云者, 言當其感, 則是氣而

至其發, 則是理安有此理耶? 但覺語有未瑩, 故已改之矣.”

42) 이황이 칠정을 형기와 관련시키고 외부 대상의 자극에 따라 발생한다고 본 것 때문에 이

황의 사칠론을 內出外感說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사단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내출이지만 칠정은 외부사물이 몸을 접촉해서 대상을 따라 나오기 때문에 외감이라는 것이

다. 이황의 사칠론을 ‘內出外感說’로 이해하게 되면 ‘動於中’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칠정의

발생도 마음이 움직인 것이라는 점을 놓치게 되므로 외감설로 보거나 ‘기발’을 오해하게 된

다.(栗谷全書, 권10-4, 答成浩原 , “故猶於退溪理氣互發, 內出外感, 先有兩箇意思之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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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理發과 氣發

이황의 사칠론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鄭之雲43)의 천명도 가 그 발단이

되었다. 정지운의 천명도 에서 사단칠정 리기분속은 정지운이 원설인지 이

황의 견해가 반영되어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44) 하지만 ‘四端發

於理, 七情發於氣’에서 ‘四端之發, 純理故無不善; 七情之發, 兼氣有善惡’으로 수

정되었고, 기대승과 논변 과정에서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의

명제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퇴계집에 수록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559.1.5. 권16-1 與奇明彦

又因士友間, 傳聞所論四端七情之說, 鄙意於此亦嘗自病其下語之未穩, 逮得砭駁,

益知疎繆, 卽改之云 “四端之發, 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 兼氣故有善惡” 未知

如此下語無病否?

② 1559.3. 非四端七情分理氣辯 <고봉 제 1서>

今若以謂, “四端發於理而無不善, 七情發於氣而有善惡”, 則是理與氣判而爲兩物

也, 是七情不出於性, 而四端不乘於氣也. 此語意之不能無病, 而後學之不能無疑

也. 若又以‘四端之發, 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 兼氣故有善惡’者而改之, 則雖似

43) 정지운(1509-1561). 본관은 慶州, 자는 靜而, 호는 秋巒이다.

44) 천명도설 판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이정환, 퇴계 천명도설과 천명도에 관

한 철학적 도상적 재검토 , 퇴계학보 135, 퇴계학연구원, 2014.; 방현주, 천명도의 판본문

제 고찰-사칠논변의 발단이 된 천명도에 대하여 , 한국철학논집 40, 한국철학사연구회,

2014.; 강경현, 퇴계 이황의 천명도에 대한 분석-천명도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31, 퇴계
학연구원, 2012.; 김용헌, 고봉 기대승의 사칠논변과 천명도 , 전통과 현실 8, 고봉학술

원, 1996. 방현주(2014)와 김용헌(1996)은 퇴계집의 천명구도 가 1553년 이황과 정지운

이 함께 완성한 것이며 이것이 사칠논변의 발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환(2014)은 퇴
계속집의 천명도설 은 1555년 개정한 것으로 여기서 칠정의 배치가 천명구도 의 배치와

일치하며 이에 대한 개정이 1560년 중반에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천명구도 는 정지운의

원도가 아니며, 이때까지도 천명도 저본은 천명구도 로 추정하며 천명신도 는 완성되

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집의 천명신도 는 오류가 발견되며, 1768년 간행된 양선
생사칠리기왕복서에 수록된 천명도 가 사칠논변 이후 이황의 심성관을 보다 정확하게 반

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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稍勝於前說, 而愚意亦恐未安.

③ 1559.10.24. 권16-3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一書 <퇴계 제 1서>

往年鄭生之作圖也, 有“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之說. 愚意亦恐其分別太甚, 或

致爭端, 故改下 “純善”ㆍ“兼氣”等語, 蓋欲相資以講明, 非謂其言之無疵也.

③-1

近因看朱子語類論孟子四端處末一條, 正論此事, 其說云 “四端是理之發, 七情

是氣之發.”…然後方信愚見不至於大謬, 而當初鄭說, 亦自爲無病, 似不須改也.

④ 1560.11.5 권16-5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二書 <퇴계 제2서>

若以七情對四端, 而各以其分言之, 七情之於氣, 猶四端之於理也, 其發各有血脈,

其名皆有所指, 故可隨其所主而分屬之耳. 雖滉亦非謂‘七情不干於理, 外物偶相湊

著而感動也.’ 且四端感物而動, 固不異於七情, 但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

理乘之耳.

④-1

大抵有理發而氣隨之者, 則可主理而言耳, 非謂理外於氣, 四端是也. 有氣發而理

乘之者, 則可主氣而言耳, 非謂氣外於理, 七情是也.

⑤1553. 退溪集 권41, ⑤1560. 兩先生四七理氣往復書


天命圖說後敍 附圖, <天命新圖> 高峯答秋巒書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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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이황편지에 대한 기대승의 답서 ②로부터 사칠논변이 시작되었다.

천명도 에 사단과 칠정에 대한 기술이 정지운의 원도인 천명도해 에는 없

다. 이황이 개정한 구도 와 신도 에 비로소 나타나는데 천명도 의 판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명확하게 표현된 것은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 ‘四端之

發, 純理故無不善; 七情之發, 兼氣有善惡’, 그리고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

다.45) 여기에 논변과정에서 나온 명제와 주희의 명제까지 모두 종합하면 다

음과 같다.

45) 김용헌(1996)은 그 순서를 다음과 같이 배열하였다.(김용헌, 앞의 논문, 각주 (50) 재인용)

명 칭 출 처 시 기 사 칠 설

秋巒天命圖 天命圖解 1543년 2월 없음

天命舊圖 退溪集 1553년 12월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

天命舊圖 天命圖說 1559년 1월
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

退溪天命圖 天命圖解 1559년 10월
四端理之發

七情氣之發

天命新圖
退溪集
天命圖說

가장

늦음

四端理之發

七情氣之發

정병련도 이와 유사하게 천명도설 구도 는 ‘‘四端之發, 純理故無不善; 七情之發, 兼氣有善惡’,

퇴계전서 구도 는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 이황이 고친 모든 신도 는 ‘四端理之發, 七

情氣之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다.(정병련, 추만의 천명도설 제작과 퇴계의 정정 ,

철학 38, 한국철학회, 1992,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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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1)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

명제 2) 四端之發, 純理故無不善; 七情之發, 兼氣有善惡

명제 3)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

명제 4)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

명제 5)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주희)

명제1)은 기대승의 지적대로 리와 기를 완전히 두 가지로 분리시키는 문제

가 있다.(②理與氣判而爲兩物也.) 성리학에서 리는 형이상학적 본체 또는 근

원으로 상정되는데, 1)은 리와 기를 각각 실체화시켜 근원으로 설정하여 그

두 가지 근원으로부터 사단과 칠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황

도 이것은 지나치게 나누어 분리시킨(③愚意亦恐其分別太甚)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기대승은 理로서 性은 정의 근본이라는 의미에서 ‘발어리’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고 하게 되면

칠정은 性에서 나오지 않은 것(②是七情不出於性)이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기대승에게 있어서 ‘발어리’는 정의 근본이 리로서 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발어기’는 성립할 수 없다. 리는 기의 주재이고 기는 리의 재료라는 점에서

구별되지만, 실제 사물에 있어서 리는 경험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구

체적 현실은 형이하자인 기의 몫이다.46) 기대승이 비록 정의 근본은 리인 성

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발어리를 말하고 있지만, 理인 性이

발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氣의 有爲를 빌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이든

칠정이든 모두 근본은 리인 성에서 발하는 것[發於理]이므로 칠정을 기에 소

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 기대승의 입장이다. 현실의 모든 현상은 기의 작용이

지만(氣發) 그 작용은 리에 근원하는 것이다.(發於理) 기의 작용은 기가 본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불급이 발생하는데, 과불급이 없는 경우라

면 리의 본체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47)

2)는 사단은 순수한 리의 발현이므로 無不善, 칠정은 순수한 리의 발현이

아니라 기가 함께 있기 때문에 순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단은 리

46) <고봉 제1서> “夫理, 氣之主宰也, 氣, 理之材料也, 二者固有分矣, 而其在事物也, 則固混淪

而不可分開. 但理弱氣强, 理無眹而氣有跡, 故其流行發見之際, 不能無過不及之差.”

47) <고봉 제1서> “氣之無過不及自然發見者, 乃理之本體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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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현된 것이지만 칠정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48) 그러나

명제2)는 여전히 리와 기를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명제4)로 바꾼 것이다. 모

든 현상 사물은 리와 기로 이루어진다는 성리학의 기본 전제에 어긋나기 때

문인데, 그런 혐의를 피하기 위해 명제4)를 제시한 것이다.

3)은 천명도 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황은 1553년 天命圖說後敍 를 작

성하였고, 여기에 천명구도와 천명신도가 함께 실려 있다. 천명신도에 사단리

지발 칠정기지발이 나오는데, 구도의 사단발어리 칠정발어기를 수정한 것이

다. 천명신도가 과연 1553년에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황

은 ③-1에서 처음 명제를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주희의 명제5)로 지지

된다고 보았다. 기대승이 문제 삼은 것은 명제1)이고 명제2)로 수정하지만 기

대승이 반론이 계속되자 명제5)를 근거로 이황은 처음의 명제1)도 고칠 필요

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황은 명제4)는 리기관계의 不相離와 不相雜의 원칙을 모두 훼손하지 않

으면서, 사단은 순수한 리가 실현된 것이고 칠정은 그렇지 않다는 명제2)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주희의 명제5)가 이러한 명제4)를 지지하는 근거

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49) 이황은 명제3)도 명제4)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다. 현실 사물에 있어서 리와 기는 분리되지 않으므로 리만 존재하거나 기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리가 실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서 말할 수 있으며50), 이것이 바로 주희의 명제5)의 의미로 파악한 것이다.

즉 주희의 명제5)를 자신의 명제4)로 해석한 것이다.

사단은 리가 기를 통해서 실현된 것이다. 사단은 리가 실현되는데 기가 방

해하지 않은 것[氣不用事]이므로 이때의 기는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기가 리의 실현을 방해하지 않고 리에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것

을 이황은 ‘氣隨之’로 표현한 것이다. 반면 칠정은 기가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이때에도 리가 없다고 할 수 없다.51) 기발은 기가 주도하지만 리도

48) <퇴계 제2서>, “如作氣之發看, 則所謂仁之端ㆍ義之端·仁義禮智四字, 當如何看耶? 如以些兒

氣參看, 則非純天理之本然. 若作純天理看, 則其所發之端, 定非和泥帶水底物事.”

49) <퇴계 제2서> “若實非專指氣而兼指理, 則朱子於此, 不應與理之發者對擧而倂疊言之矣.”

50) <퇴계 제2서> “然則公於孟子說四端處, 亦作氣之發看耶? 如作氣之發看, 則所謂仁之端ㆍ義

之端·仁義禮智四字, 當如何看耶? 如以些兒氣參看, 則非純天理之本然. 若作純天理看, 則其所

發之端, 定非和泥帶水底物事.…然孟子所指, 不在乘氣處, 只在純理發處, 故曰仁之端ㆍ義之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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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理乘之’로 표현한 것이다. 사단과 달리 칠정은 기의 작용에 주

도권이 있으므로 기가 적극적인 작용을 하지만 리가 있기 때문에 리의 주재

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기의 작용이 압도적이어서 리가 그 주재

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명제4)는 리와 기가 각각 주체의 역할을 하지만, 리발에 기가 없는 것이 아

니고 기발에 리가 없는 것이 아님을 이황은 거듭 강조한다. 이것을 人乘馬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리와 기는 애초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에 핵심이 있다.

리와 기는 떨어질 수 없으므로 말탄 사람이라는 하나의 구성으로 리발과 기

발 사단과 칠정을 설명한다. 말탄 사람과 사람을 태운 말은 그 자체로는 구

분할 수 없다. 말탄 사람이라는 동일한 하나의 사태일 뿐이라는 것에서 사단

과 칠정의 존재론적 구성이 리와 기의 합으로 같다고 말하고 있다. 사단과

칠정의 리와 기의 합이라는 것은 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리발이라고 하더라도 기가 있고 기발이라고 하더라도 리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함축한다. 인승마의 비유로 보면 ‘사람이 간다’고 하더라도 말이 가는

것은 그 안에 있고 ‘말이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는 것은 역시 그 안에

있다. 하나는 사람이 말을 타고 길을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이 사람을

태우고 길을 간다는 것이므로 길을 가는 말탄 사람은 두 가지 양상으로 드

러나지 않는다. 사람이 가면 말도 가듯이 리가 발하면 기도 발하는 것이고,

기가 발하면 리도 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황의 사칠설을 리기공발이라고

하지 않고 리기호발이라고 하는 것은 말탄 사람이 길을 가는데 누가 주도하

는지에 따라 사람이 가는 것과 말이 가는 것은 그 실질적 의미가 같을 수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1에서 주리주기로 말한다고 한 것이다. 리발기수의 ‘리발’은 리

가 실현된다는 적극적 의미로 리가 주도하지만, 기발리승의 ‘리’는 리가 기가

작용하는데 함께 드러났지만 리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기발리

승의 ‘기발’은 기가 작용한다는 적극적 의미로 기가 주도하지만, 리발기수의

‘기’는 리의 발현에 도구가 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가

51) <퇴계 제1서>, “七情之發, 朱子謂 ‘本有當然之則’, 則非無理也.”

<퇴계 제2서> 개정본, “七情之發, 程子謂之動於中, 朱子謂之各有攸當, 則固亦兼理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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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수와 리승은 ‘(리와 함께) 기가 드러남’과 ‘(기와

함께) 리가 드러남’이므로 결국 ‘기발’과 ‘리발’의 의미이지만 所主가 아닐 뿐

이다. 리발기수의 ‘리발’은 기발리승의 ‘理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所主]가 있고, 기발리승의 ‘기발’은 리발기수의 ‘氣隨’에 대해서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의미[所主]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리발이 리의 능동성을 함축하

거나 리가 현실적인 운동능력을 갖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리발은 리가

실현되었다는 의미에서 리의 발현이고, 기발은 기가 실질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기의 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리주기는 사단칠정 뿐 아니라 천지지성[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이황은 “천지지성이 리만 가리키는 것이고 기질지성은 리와

기를 함께 가리킨다.”52)는 것은 주희의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동의하

고 따른다. 그러나 천지지성이라도 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리만 가리킬 수

있듯이, 기질지성이 리와 기가 함께 있더라도 기만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천지지성을 리만 가리킨 것은 리가 주가 되고, 기질지성은 기가 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3)

여기에 대해 李明輝는 이황은 주희가 아닌 장재와 정이의 천지지성(본연지

성)과 기질지성의 구분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주희의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이 기질에 타재한 것이므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리와 기의 관계

가 아니고, 기질지성인 ‘본연지성과 기질’에서만 리와 기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재와 정이의 경우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리와 기의 관

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대승이 주희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이

해에 따랐기 때문에 칠정이 기발이라는 이황의 주장에 반대한 것이라고 보았

다.54) 李明輝의 이러한 해석은 이황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이황은 본연지

성과 기질지성을 리와 기의 관계로 구분하여 본연지성에서 사단이 나오고 기

질지성에서 칠정이 나온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희가 본

52) 朱子語類 4:46, “論天地之性, 則專指理言, 論氣質之性, 則以理與氣雜而言之.”

53) <퇴계 제2서>, “天地之性, 固專指理, 不知此際只有理還無氣乎? 天下未有無氣之理, 則非只

有理, 然猶可以專指理言, 則氣質之性, 雖雜理氣, 寧不可指氣而言之乎? 一則理爲主, 故就理言.

一則氣爲主, 故就氣言耳.”

54) 李明輝, 四端與七情, 臺灣大學出板中心, 2005.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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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성이 기질에 떨어진 것이 기질지성이므로 본연지성은 리만 가리킨다면

기질지성은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더라도 기만 가리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황의 취지이다. 왜냐하면 본연지성이라도 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리가 주가 되고, 기질지성에도 리(본연지성)이 있지만 기(기질)가 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황은 명제4)를 확정하고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이 ④-1이다.

리발기수는 주리로 기발리승은 주기로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단은 본성

인 리의 발현이므로 리발인데 이때에도 기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리발은 리

만 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리라고 할 때는 이미 기가 있다는 것 즉 리와

기의 합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다. 이것은 기발리승도 동일한 논리로 설명된

다. 주리로 말하거나 주기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리와 기의 합을 전제로 이다.

그 주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른 구분이지 리와 기가 분리되지 않으므로

리가 기를 벗어나거나 기가 리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주리주기라는 표현

은 리와 기의 합을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황에

게 있어서 인승마의 비유가 말과 사람은 떨어진 적이 없어야 성립하는 것과

같다.

무엇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사단과 칠정이 리발과 기발로 구분하는 것은 본

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주리와 주기로 구분하는 것에 상응한다는 것이지, 본연

지성과 기질지성을 리와 기의 관계로 나누어 사단과 칠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황은 항상 존재론적으로 리와 기의 합을 전제로 리발기발을

말하기 때문에 리발기발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리와 기는 분리된 것이 아니

다. 분리되지 않았지만 所主가 있고 소주가 있으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다.55)

사단리발과 칠정기발에 관련된 이황의 명제가 위와 같이 조금씩 다르게 제

시되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소종래로 구분하는 것이

고 두 번째는 주리주기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황의 표현에 따르면 소종래로

구분하는 것은 호발로 분개의 입장이라면 주리주기로 구분하는 것은 상수로

55) <퇴계 제2서> “蓋人之一身, 理與氣合而生, 故二者互有發用, 而其發又相須也. 互發則各有所

主可知, 相須則互在其中可知. 互在其中, 故渾淪言之者固有之, 各有所主, 故分別言之, 而無不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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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륜의 입장이다. 이황이 강조하는 것은 리발도 있고 기발도 있다는 호발설

로 사단과 칠정을 나누어 보는 것이다. 그러나 리발도 있고 기발도 있다는

호발의 기초에 리와 기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상수가 있고 사단과 칠정이 구

분되지 않는 혼륜이 있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이황이 논변초기에는 크게 의

식하지 않고 사칠을 리와 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분개의 입장에서 소종래

를 따라 구분하였지만 논변과정에서 기대승의 지적을 받고 리와 기가 분리되

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수와 혼륜의 측면을 아울러 주리주기로 구분한 것

이다.

이 때문에 이황이 제시한 논의 자체에 불분명한 점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핵

심은 상수와 호발의 문제라고 보기도 한다. 이황의 최종 명제라고 할 수 있

는 사단리발기수, 칠정기발리승의 호발설을 제시하지만 호발설은 渾淪의 입

장에서 상수로 말할 수도 있고 分開의 관점에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56) 이러한 호발 상수, 분개 혼륜의 두 측면이 이황의 사칠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황은 호발과 상수 혹은 분개와 혼륜

이 서로 상충한다고 의식하지 않았다. 즉 상수와 호발이 모순되지 않으며 혼

륜과 분개도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이황의 입장이다. 물론 이황이 역

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단과 칠정의 구분인 분개이며, 리발과 기발도 있다는

호발설이다.

56) 김경호, 대산 이상정의 율곡 비판과 퇴계학의 옹호 , 율곡사상연구 16, (사)율곡연구원,

2008.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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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所從來의 차이

이황의 호발설은 사단과 칠정을 소종래에 따라 그 차이를 구분하여 리발도

있고 기발도 있다는 것이다. 이황은 두 번째 편지 서두에서 기대승과 자신의

견해 차이를 개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의 생각에는, 사단과 칠정이 모두 리기를 겸하였으므로 실제는 같으

면서 이름만이 다른 것이니 리와 기에 분속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

나의 생각에는, 다른 가운데 나아가서 같은 것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

문에 두 가지를 진실로 혼합하여 말한 것이 많으며, 같은 가운데 나아

가서 다름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리켜 말한 데에는

자연 主理와 主氣의 같지 않음이 있는 것이니, 사단칠정을 리기에 분속

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에 대한

전일의 말이 비록 하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宗旨는 실로 所從來에

있었던 것입니다.57)

사단칠정을 리기로 분속하는 이황이 입장은 그 종지가 소종래에 있다는 것

을 여기서 명확히 드러난다. 현실에 이미 주어진 결과로 사단과 칠정을 대비시

켜놓고 구분하게 되면 사단은 이미 맹자가 논증한 것처럼 성선의 단서이

다.58) 그러므로 사단으로부터 그 발생연원을 소급해가면 본연지성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리가 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단과 칠정을

대비해 놓고 보면 칠정은 순선이 보장되지 않는데 그 차이는 본성과 기질의

차이로 곧 리와 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소종래로 설명하는 것59)이다.

57) <퇴계 제2서>, “公意以謂‘四端七情, 皆兼理氣, 同實異名, 不可以分屬理氣.’ 滉意以謂‘就異中

而見其有同, 故二者固多有渾淪言之, 就同中而知其有異, 則二者所就而言, 本自有主理主氣之不

同, 分屬何不可之有斯理也. 前日之言, 雖或有疵, 而其宗旨則實有所從來.”

58) <퇴계 제1서>, “四端之發, 孟子旣謂之心, 則心固理氣之合也. 然而所指而言者, 則主於理, 何

也? 仁義禮智之性, 粹然在中, 而四者其端緖也.”

59) <퇴계 제2서>, “四之所從來旣是理, 七之所從來非氣而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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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찍이 정에 사단·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이 마치 성에 本然과 氣

稟의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에 대해서

는 이미 리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어찌 정에 대해서만 유독 리기

로 나누어 말할 수 없겠습니까.60)

위 인용문에 따르면 이황은 성에서 본연과 기품의 차이가 리와 기로 나누

어 말한 것이므로 정에서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성의 본연과 기품을 바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볼 수 있

는가?

우선 性이라는 한 글자로 말하겠습니다. 자사가 말하는 ‘天命의 性’과

맹자가 말하는 ‘性善의 性’에서 두 ‘性’ 자가 가리켜 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리와 기가 부여된 속에서 이 리의 源頭本然處를 가리

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리키는 것이 리에 있고 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純善無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리와 기는 서로 분

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를 겸하여 설명하려 한다면 이미 성의 本然이

아니게 됩니다. 자사와 맹자가 道體의 전체를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이

와 같이 입언한 것은 하나만을 알고 둘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와 섞

어서 성을 말하면 성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진실로 생각

하였기 때문입니다. 후세에 와서 程子, 張子 등 여러 분이 나온 뒤에

부득이 기질지성을 논의하였지만 또한 많은 것을 구하고 異論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가리켜 말한 것이 사람이 태어난 뒤에 있어서 순전히

본연의 성으로 혼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61)

60) <퇴계 제1서>, “情之有四端七情之分, 猶性之有本性氣稟之異也. 然則其於性也, 旣可以理氣

分言之; 至於情, 獨不可以理氣分言之乎?”

61) <퇴계 제1서>, “且以性之一字言之, 子思所謂天命之性, 孟子所謂性善之性 此二性字所指而言

者, 何在乎? 將非就理氣賦與之中而指此理原頭本然處言之乎? 由其所指者在理不在氣, 故可謂

之純善無惡耳. 若以理氣不相離之故, 而欲兼氣爲說, 則已不是性之本然矣. 夫以子思ㆍ孟子洞見

道體之全而立言如此者, 非知其一不知其二也. 誠以爲雜氣而言性則無以見性之本善故也. 至於

後世程ㆍ張諸子之出, 然後不得已而有氣質之性之論, 亦非求多而立異也, 所指而言者在乎稟生

之後, 則又不得純以本然之性稱之也.<舊作以本然之性混, 今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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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본연 즉 본연지성은 리기가 부여된 속에서 리만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고, 기품은 사람이 태어난 뒤를 말하므로 기질지성에 해당한다. 기질지성

이 사람의 성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본연지성이라고 그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이라고 하면 이미 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황은 본연지성이든

기질지성이든 이미 리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의 성의 본래 모습인 리를 가리킬 수 있지만 기질지성은 기질에 떨어진 본

연지성으로 기질을 가리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본연은 리, 기품은 기

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사단은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여기에 대비해서 칠정은 본성이 ‘그

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칠정은 기질의 맥락에 있기 때문에

즉 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지 못한 것이 된다.62) 이

때는 기가 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다. 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가 실현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나 역시 본성이 드러난 것이지만 기질의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기질지성과 연관시켜 칠정의 소종래를 말

할 수 있고 소종래에 따라 기발이라고 하는 것이다.63) 따라서 정의 발생근원

이나 발원처로서 리가 있고 기가 있어서 그로부터 사단이 나오고 칠정이 나

온다는 의미에서 소종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황이 <제1서>에서 칠정의 발생연원을 말하면서 직접 性을 언급하지 않

았다. 이 때문에 기대승은 칠정이 性에서 발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

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칠정을 기발이라고 하게 되면 칠정은 성

에서 발원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대승의 비판은 이황의 소

종래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각기 소종래가 있다는 것은 그 근원의 발단이 같지 않다는 것

을 이름입니다. 사단과 칠정이 모두 본성에서 발하는 것인데, 각기 소

62) <퇴계 제1서>, “惻隱羞惡辭讓是非, 何從而發乎? 發於仁義禮智之性焉爾. 喜怒哀懼愛惡欲,

何從而發乎? 外物觸其形而動於中, 緣境而出焉爾.”

63) <퇴계 제1서>, “情之有四端七情之分, 猶性之有本性氣稟之異也. 然則其於性也, 旣可以理氣

分言之, 至於情, 獨不可以理氣分言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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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가 있다고 하면 가하겠습니까?64)

정의 발단 근원[原頭發端]으로 말하면 사단이든 칠정이든 정인 이상 성에

서 발했다고(性發爲情) 해야 하므로 ‘리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

생근원으로 소종래를 이해하면 이미 리가 근원처가 되는데 다시 기를 근원처

로 상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기대승은 소종래라고 하면 정의 발생하는

근원처로 리와 기를 각각 있고, 여기서부터 사단과 칠정이 유출되어 나온다

는 의미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리와 기가 발생근원으로 각각 자리 잡고 있

다는 것은 성리학에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므로, 기대승은 소종래에 따라

사단과 칠정을 나누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소종래가 발생 근원처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사

단과 칠정의 소종래를 사실적 차원에서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65) 소종래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

단은 순선한 도덕 감정이고 칠정은 선악이 있을 수 있는 일반 감정이므로 그

차이를 소종래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66) 이것은 사단과 칠정을

선악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인데, 기대승이 중절여부로 사단과 칠정의 소종래

를 말할 수 있다는 것67)과 유사하다. 소종래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황의

사단칠정을 소종래에 따라 리발과 기발로 나누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

는 기대승의 논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퇴계 제1서>에서 칠정을 “善惡未定”이라고 했다가 <퇴계 제1서(개본)>에

서 “본래는 선하지만 악으로 흐르기 쉽다(本善而易流於惡)”라고 고쳤다. 이렇

게 되면 이황이 소종래로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의 근

원에서 모두 나오는 것으로 정의 근원을 단일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칠정도 본래는 선하다고 고친 이유가 칠정도 사단처럼 그 발생근원이 리라고

해야 하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황이 사

단과 칠정을 구분하는 소종래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것은 정자의 心本善說과

64) <고봉 제2서>, “夫謂之各有所從來者, 謂其原頭發端之不同也. 四端七情, 俱發於性, 而謂之各

有所從來, 可乎?”

65) 윤사순, 퇴계 이황의 철학 예문서원, 2013.(개정판) 160쪽.

66) 문석윤, 퇴계에서 리발, 리동, 리도의 의미에 관하여 , 퇴계학보 110, 2001. 170쪽.
67) <고봉 제2서>, “若以四端七情之中節不中節者 爲各有所從來, 則或庶幾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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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황은 鄭子中68)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심이 본래는 선하다는 것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자의 심이 본래는 선하다는 설에 대해서 주자가 약간 온당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대개 이미 심이라고 하면 리와 기를 겸하는 것이

니 기가 바로 이 안에서 섞여들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서 드러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이미 마음속에 불선이 뿌리내리고 있

으니 어떻게 선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한 것이

다. 그러나 처음의 근본으로 말하면 심이 발하지 않았을 때는 기가 용

사하지 않아 본체가 虛明할 때이니 본래 不善이 없다. 그러므로 다른

날 이것을 논하면서 또한 심의 본체를 가리켜 말하여 정자의 뜻을 밝

혔으니 끝내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

다.69)

여기서 이황은 마음의 본체 즉 미발의 상태에 대해서만 ‘본선’이라고 하고

있다. 미발의 때에는 마음이 어떤 자극도 받지 않은 허명한 본체 상태이다.

그러므로 칠정이 본래는 선하다는 것도 기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감정과

욕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칠정으로 현상화되기 이전의 본래 상태

가 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서>에서는 선악미정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썼지만 인심처럼 나의 형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성선을 견지하는 이상 악한 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순선하

지 못한 기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선으로 흐르기 쉬운 것일 뿐이다. 그

러므로 <1서>에서는 아직 선악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선악미정이라고

한 것이지만 이때에도 본래는 선하다고 할 수 있다.

68) 이황의 문인 鄭惟一(1533-1576). 자중은 그의 자이다. 본관은 東萊, 호는 文峯이다.

69) 退溪集 권24, 答鄭子中別紙 1556, “程子心本善之說, 朱子以爲微有未穩者. 蓋旣謂之心,

已是兼理氣, 氣便不能無夾雜在這裏, 則人固有不待發於思慮動作, 而不善之根株已在方寸中者,

安得謂之善, 故謂之未穩. 然本於初而言, 則心之未發, 氣未用事, 本體虛明之時, 則固無不善,

故他日論此. 又謂指心之本體, 以發明程子之意, 則非終以爲未穩, 可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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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은 최종적으로 이황에게 두 가지의 선[二善]과 두 개의 정[兩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중절한 칠정은 리발인가, 기발인가?”, “중절한 칠정은

사단의 선과 같은가, 다른가?”라는 질문으로 제기한다, 이황은 매우 간략하게

답변한다.

질문) 감히 묻겠습니다. 희노애락이 발하여 중절한 것은 리에서 발한

것입니까? 기에서 발한 것입니까? 발하여 중절하면 어떤 경우에도 선

하지 않음이 없다는 선과 사단의 선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답변) 기에서 발하더라도 리가 타서 주재가 되므로 그 선함은 같다.70)

이황이 사단과 칠정을 구분한 의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종래의 차

이로 설명하기 때문에 기대승은 이같이 두 가지 선과 두 가지 정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반박하는 것이다. 기대승은 사단과 칠정을 중절 여부로 구분하고

선악의 기준도 중절여부로만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이황의 소종래

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리발과 기발로 사칠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다. 여기에 대해 이황은 칠정은 기발이라는 것을 여전히 고수하며, 기발이지

만 리가 주재가 되면 선함은 사단과 같다고 답변한다.

이황은 기에는 결코 순선을 허용하지 않는데,71) 칠정은 기가 주도하기 때

문에 기질적 조건과 외부 자극에 의한 그 결과가 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만 외부적 조건이 바뀌면 언제라도 악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72) 중

절한 칠정의 선이 사단과 같다고 하더라도 기가 주도하기 때문에 리가 주도

하는 사단과 본질적으로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인 선에 대한

의무론 윤리학의 입장과 유사하다.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우연적이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법칙에 근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단의 선과 중절한 칠정의

선이 같다고 한 것으로 이황이 두 가지 선을 인정했다73) 고 주장할 수 없

70) <퇴계 제3서>, “‘敢問喜怒哀樂之發而中節者, 爲發於理耶? 爲發於氣耶? 而發而中節, 無往不

善之善, 與四端之善, 同歟異歟?’ ‘雖發於氣, 而理乘之爲主, 故其善同也.’”

71) 퇴계집 권30, 答李公浩養中 庚午1570, “然氣何能純善, 惟是氣未用事時, 理爲主, 故純善

耳.”

72) 주광호, 퇴계 리발설, 리의 능동성에서 도덕적 감정의 일상성으로 , 철학연구, 고려대학
교 철학연구소, 제47집, 2013.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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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4)

이황은 기대승의 후설 과 총론 을 받고 3개월 뒤에 편지를 보내면서 논

변을 마무리 짓는다. 우선, “분란을 일으키는 병폐가 없다”(無惹纏紛挐之病)고

하며 견해를 바꿀 줄 아는 기대승의 태도에 대해 ‘대견하다, 훌륭하다’고 칭

찬하고 있다. 후설 · 총론 이전의 기대승의 견해에 대해 이황이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황의 답변을 두고

기존의 연구에서 오해가 있다. 기대승의 편지와 이황의 편지를 함께 놓고 보

면 그러한 오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① 기대승 後說 (1566년 7월), 然而七情之發而中節者, 則與四端初不異

也. 蓋七情雖屬於氣, 而理固自在其中, 其發而中節者乃天命之性本然之體,

則豈可謂是氣之發而異於四端耶?<自註: 來書謂‘孟子之喜, 舜之怒, 孔子之

哀與樂, 是氣之順理而發, 無一毫有碍’, 及‘各有所從來”等語, 皆覺未安. 夫

發皆中節, 謂之和, 而和卽所謂達道也. 若果如來說, 則達道亦可謂是氣之

發乎?> 此又不可不察也.

그러나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은 사단과 애초에 다르지 않습니

다. 대체로 칠정은 비록 기에 속하지만 리가 본래 그 가운데에 있습니

다. 그것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은 바로 천명지성이며 본연지체이니

어찌 이것을 기의 발이어서 사단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

보내온 편지에서 “‘맹자의 희, 순의 노, 공자의 애와 락, 이것은 기가

리에 순하여 발한 것이어서 조금도 장애가 없다.’라는 것과 ‘각기 소종

래가 있다.’라는 등의 말은 모두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로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 그것을 和라고 하였으니 화는 곧 이른바

達道입니다. 만약 과연 보내온 설명과 같다면 달도 또한 기의 발이라고

73) 안영상은 ‘리지발의 사단은 그 자체로 순선이고, 기지발에서 칠정의 중절 역시 선이다. 이

렇게 되면 결국 두 가지 선이 있게 된다.’고 하면서 사단리발의 절대적 선과 칠정중절의 상

대적 선이라는 두 종류의 선 개념이 있다는 것을 도식화시켜 설명하고 있다. (안영상, 퇴

계 만년정론을 중심으로 본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논쟁 , 국학연구, 한국국학진흥원, 제

15집, 2009, 383-384쪽.)

74) 박지현, 칠정의 도덕성-성인의 칠정을 중심으로 , 철학사상문화 20, 동국대학교 동서문
화연구소, 2015. 8-9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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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살피지 않

을 수 없습니다.

②이황, <퇴계 제4서> (1566년 윤10월), 所論鄙說中, ‘聖賢之喜怒哀樂’

及‘各有所從來’等說, 果似有未安, 敢不三復致思於其間乎? 兼前示人心道

心等說, 皆當反隅以求, 今茲未及, 俟子中西行日, 謹當一一.

공이 논한 나의 설명 가운데 ‘성현의 희로애락’ 및 ‘각기 소종래가 있

다.’라는 등의 설에 대해 과연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 감

히 그 사이에 대해 거듭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내 주

신 인심도심 등의 설까지 아울러서 모두 유추하여 가르침을 구해야 하

겠지만 지금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자중이 서행하는 날을 기다려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리발이고 칠정은 기발이라는 이황의 설을 극구 부인한 것이 기대승

의 논지인데, 기대승은 후설 과 총론 에서 사단은 리발이고 칠정은 기발이

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칠정은 기발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견

해에서 ‘칠정은 기발이다’로 견해가 바뀌었다. 그러나 기대승이 이전의 주장

과 달리 이황의 사단리발 칠정기발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기대승은 여전히 이황이 성인의 칠정을 기발이라고 한 것

과 사단과 칠정에 각각 소종래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孟子之喜, 舜之怒, 孔子之哀與樂, 是

氣之順理而發, 無一毫有碍, 及各有所從來等語, 皆覺未安.”이라는 것은 기대승

의 견해이다. 이황이 “所論鄙說中, ‘聖賢之喜怒哀樂’ 及‘各有所從來’等說, 果似

有未安”이라고 한 것은 편지글이어서 “來書”가 “鄙說”로 바뀌어 간접인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황은 기대승이 ‘성현의 칠정과 소종래에 대해 온

당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아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황은 기대승이 편지를 받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성현의 칠정과 소종래에 대해 응당 바로 답장을 해주

어야 하지만 지금은 미처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으니 다음 기회로 미루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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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맺는다.

이 편지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기대승은 후설 과 총론 에

서 견해를 바꾸었다. 둘째, 하지만 성인의 칠정을 기발이라고 한 것과 사단칠

정은 각각 소종래가 있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황의 답변은 이로부터 한 달 뒤에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부친 후설 과 총론 두 가지를 반복하여 연구해보니 옛사람이

말한 “처음에는 들쭉날쭉 순서가 달랐으나 마침내 난만하게 같은 곳으

로 귀결되었다.”는 것이 진실로 빈말이 아닙니다.…‘리지발은 오로지 리

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발은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라고 하였

는데, 나는 일찍이 이것이 근본은 같지만 말단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

습니다. 내 견해가 참으로 이 설과 같은 것은 이른바 근본이 같다는 것

이고, 공은 이것으로 인하여 드디어 사단과 칠정은 반드시 리기에 분속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른바 말단이 다른 것입니다. 지난날 공의 견해

와 논의가 지금 보내온 두 가지 설처럼 막힘없이 통하고 시원하다면

어찌 말단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75)

이것은 왕복서의 마지막 편지로 이황이 이미 할 말은 다했으므로 더 이상

논변을 이어가지 않으려는 뜻은 충분히 나타나있지만, 이황이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거나 바꾸었다는 단서는 없다. 이황의 “지난날 공의 견해와 논의가 지

금 보내온 두 가지 설처럼 막힘없이 통하고 시원하다면 어찌 말단이 다른 것

이 있겠는가?”라는 언급과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이황

의 발언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이황과 기대승이 타협, 절충,

양보, 상호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기대승의 후설 · 총론 에는 타협이나 절충, 양보나 인정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다. 기대승이 주장을 굽히고 이황을 따랐다고 보기에는

75) <퇴계 제5서>(1566년 11월), “前寄示四七兩說, 反復玩繹, 昔人所謂 ‘始參差而異序, 卒爛熳

而同歸’ 眞不虛也.…其言‘是理之發, 專指理言, ‘氣之發者, 以理與氣雜而言之’, 滉曾以此言爲本

同末異者. 鄙見固同於此說, 所謂本同也. 顧高明因此而遂謂四七必不可分屬理氣, 所謂末異也.

苟向日明見崇論, 如今來兩說之通透脫洒, 又何末異之有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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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설 · 총론 이 걸림돌이 된다. 이황이 견해를 바꾸었다고 하게 되면 이황은

논변이후에는 사칠론에 대한 견해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황이 논변이후

에 보낸 다른 편지에서도 견해의 변화를 암시하는 구절은 전혀 찾아볼 수 없

다. 이황은 성현의 칠정과 소종래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만 했지

더 이상 여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76) 특히 성학십도의 심통성정도 는

이황의 사칠론을 모두 반영한 마음의 모델을 설정하여 완결 지었기 때문이

다.

이황의 사칠론은 소종래에 따라 리발과 기발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큰 특

징이고, 이것을 이른바 호발설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황이 소종래를 명시적으

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단과 칠정을 리발과 기발로 나누어 말하는 것은 소

종래에 따른 구분이 함축되어 있다. 기대승은 소종래를 드러난 마음으로부

터 근원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아닌 정의 발생근원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

므로 소종래에 따른 사칠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황이 제시하는 소종

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칠정이다. 기대승이 소종래의 문

제점이 정의 발생근원을 둘로 나누는데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황은 기대승의

공격에 대해 리기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소종래를 유지하

기 위해서 무엇이 주도하는지에 따라 사단과 칠정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

하게 된다.

76) 이상정, 신익황, 안정복 등도 이황의 ‘果似未安’이라는 발언 이후에 다시 소종래 등의 문제

를 언급한 것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황이 소종래설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다.(大山集
권14, 答安百順 , “後書, 有所論鄙說中聖賢之喜怒哀樂及各有所從來等說, 敢不三復致思於其

間云云, 而其後未有一言之及於此, 如‘物格’‘無極’之說, 則其終不以高峯之說爲是也較然矣.”; 
克齋集 권7, 先儒四端七情說同異總辨 , “若先生此說, 果有未安, 則其前日所以苦口辨論以明

七情之爲氣者, 皆未必爲定論矣.”; 順菴集 권4, 與李景協 , “高峯後說後先生答曰, 鄙說果似

有未安云, 而其後更不提說, 則先生之意, 亦可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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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理發氣隨와 氣發理乘

이황은 理氣不相離와 不相雜을 모두 견지하기 때문에 主理 主氣로 의미의

차이를 분별하여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에 나눌 수 있다고 보았지만, 기대승

은 리기불상리를 고수하여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

다. 이황과 기대승의 가장 큰 차이는 리와 기가 합해져서 모든 존재와 그 작

용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기의 존재와 작용만 인정하는 것인지에

있다.

사람의 한 몸은 리와 기가 합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리와 기

두 가지가 서로 발하여 쓰임 되고, 또 그 발할 때는 서로 따르는 것입

니다. 서로 발한다면 각각 주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서로 따른

다면 함께 그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합하여 말할 수도 있지만,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분별

하여 말하여도 괜찮을 것입니다.77)

리기지합이므로 리발도 있고 기발도 있지만 리발에는 기가 있고 기발에는

리가 있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리발이라고 하여도 기가 없는 것이 아니

고, 기발이라고 하여도 리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리만 발하거나 기만 발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리와 기가 각각 발하지만 리에는 기가 있고 기에는

리가 있어서 발하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 이황의 유명한 “理發

氣隨, 氣發理乘”의 명제이다.

칠정을 사단과 상대적으로 놓고 각각 구분해서 말하면, 칠정과 기의 관

계가 마치 사단과 리의 관계와 같아, 그것이 나타나는 데 각각 소종래

가 따로 있고, 그 이름이 각각 가리키는 바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주

77) <퇴계 제2서>, “蓋人之一身, 理與氣合而生, 故二者互有發用, 而其發又相須也. 互發則各有所

主可知, 相須則互在其中可知. 互在其中, 故渾淪言之者固有之, 各有所主, 故分別言之, 而無不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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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를 따라 각각 리와 기에 분속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저도 “칠정

이 리와 관계없이 외부 상황과 우연히 서로 모여 감각하여 움직인다”

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사단이 외부 상황에 감응하여 움직

이는 것은 진실로 칠정과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사단은 리가 발하여

기가 따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탄다는 것일 따름입니다.78)

이황의 이 명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승마의 비유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옛사람들이 사람이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으로써 리가 기를 타고 행하

는 것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좋은 비유입니다. 대개 사람은 말이 아니

면 출입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길을 잃게 되니, 사람과 말은

서로 따르고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말하는 자

가 그것을 가리켜 “그것이 간다”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사람과 말의

경우가 모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칠정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지요. 어떤 경우, 그것을 가리켜 “사람이 간다”라고 말하면,

말이 가는 것까지 아울러 말하지는 않더라도 말이 간다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 그것을 가리켜

“말이 간다”라고 말하면, 사람이 가는 것까지 아울러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간다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칠정이 이 경우입니

다.79)

이 비유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사람을 리에 말을 기에

비유하는데, 사람과 말은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람

78) <퇴계 제2서>, “若以七情對四端, 而各以其分言之, 七情之於氣, 猶四端之於理也, 其發, 各有

血脈, 其名, 皆有所指, 故可隨其所主, 而分屬之耳. 雖滉亦非謂“七情不干於理, 外物偶相湊著而

感動”也. 且四端感物而動, 固不異於七情, 但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之耳.“

79) <퇴계 제2서>, “古人以人乘馬出入, 譬理乘氣而行, 正好. 蓋人非馬, 不出入, 馬非人, 失軌途,

人馬相須不相離. 人有指說此者, 或泛指而言其行, 則人馬皆在其中. 四七渾淪而言者, 是也. 或

指言人行, 則不須並言馬, 而馬行在其中. 四端, 是也. 或指言馬行, 則不須並言人, 而人行在其

中. 七情,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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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탄 것’이라고 하든 ‘말이 사람을 태운 것’이라고 하든 사람과 말이

함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리기지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리와 기의 분리되

는 상황은 여기서 없다. 둘째, ‘사람이 말을 탄 것’과 ‘말이 사람을 태운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실제 상황은 동일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사단이든 칠정이든,

본연지성이든 기질지성이든 구성요소에 있어서 리와 기의 합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양태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외형적으로

드러난 양태가 동일하므로 누가 주도하는지를 따져서 ‘사람이 간다’거나 ‘말

이 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리만 발하고 기만 발하는 것이라면

리발과 기발의 구성은 다르고, 겉으로 드러난 양태도 다를 것이다. 리기지합

의 동일한 구성은 형식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사단인지 칠정인지 정으

로 드러난 그 자체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누가

주도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경우라면

주도권이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고 사람이 주도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간다. 이처럼 리가 주도하는 경우는 사단으로

발하여도 순선하다는 것이다. 만약 말이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경우라면 주도

권은 말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그저 말위에 얹혀있든 태워져 있을 뿐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람이 타고 있으므로 주재력이 완

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재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말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뿐이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서도 리와 기의 관계는 마

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성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 것이 아니므로

주리 주기로만 말할 수 있고, 정에서는 주리 주기에 대해 리발과 기발로 말

할 수 있다.

이렇게 리기지합으로 리와 기가 떨어지지 않고 단독으로 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발하는데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려서 먼저 그 의미의 차이

를 구분해야 한다. 의미상의 차이로 주도하는 것이 또는 주가 되는 것이 무

엇인지가 밝혀지면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 곧 소종래를 구분

하는 것이다. 소종래가 문자 그대로 발생근원과 경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

니다. 소종래가 다르다는 것을 바로 발생근원을 다르다고 보아 사단은 리에

서 나오고 칠정은 기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단과 칠정은 리와 기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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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분리되어 버린다. 각기 다른 하나의 근원에서 사단이 나오고 칠정이

나온다는 의미로 파악하면 리발과 기발은 리만 발하고 기만 발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황의 리발기수 기발리승의 명제를 다시 해석하면 사단은 ‘리가 (기를 타

고) 드러나 (리에) 기가 순종하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리를 따라서) 드러나

(기에) 리가 올라타는 것’이다. 사단의 기는 단지 리가 타는 도구로서의 기일

뿐이다.80) 따라서 이때의 기는 리가 자신을 실현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수

행할 뿐 리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사단은 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드러나는 것이다. 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乘機로서의 기가 있지만 기

는 드러남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기가 드러난다고 할 때만 기가 실질적 작동

의 주체가 되고 이때 리는 기가 드러날 수 있는 원리이며 근거가 된다. 리를

원리 근거로 기가 작동하는 것이고, 기의 작동은 리라는 원리를 기준으로 하

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기가 리를 근거로 작동하게 되면 반드시 리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 자체의 불안정한 속성 때문이다. 사단은 인의예

지인 본성인 리기 심의 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리가

실현되는 것이라면 칠정은 심의 기가 리를 따라서 드러나는 것으로 기가 작

용하는 것이지만 그 작용의 근거와 기준으로서의 리가 있다. 이때의 리는 사

단 리발의 리처럼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리가 아니라 기에 얹혀있는 법칙으로

서 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황이 리발기발이라고 할 때는 첫째, 리와 기는 분리되지 않는다

는 것을 전제로 둘째, 리와 기는 번갈아 작동하는데 이때도 리와 기는 분리

되지 않으므로 리는 기를 통해서, 기는 리를 근거로 작동한다. 셋째, 번갈아

리와 기가 작동할 때는 합해진 것에서 작동하므로 주도하는 것이 각각 있다

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한쪽이 주가 될 때 다른 한쪽은 종속적인 되므

로 주가 되고 종속이 되는 것도 번갈아 있게 된다. 리가 주체가 되고 주도할

때는 리를 주어로 리가 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기가 주체가 되고 주도

할 때는 기를 주어로 기가 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황이 주리주기를 말할 때

는 주체, 주관, 주도, 주어, 중심, 주로하다 등의 의미가 모두 함축되어 있다.

80) 退溪集 권36, 答李宏仲問目 , “蓋理發爲四端, 所資以發者氣耳. 其所以能然, 實理之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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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되는 리나 기는 주가 되지 않는 리와 기에 대해서 주어의 자리에 놓을

수 있고, 다른 쪽은 대상으로만 한정되고 수동적인 역할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황의 리발 기발은 기대승의 기발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 기

대승은 칠정을 기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기대승은 이황이 말하는

‘기발’은 기만 발하는 오로지 기의 작용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자의 말에 “천지의 성을 논할 때에는 오로지 리만을 가리켜

말하고, 기질의 성을 논할 때에는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다.”는 것이

있으니 이로써 본다면 주자가 “사단의 리의 발이다.”라고 한 것은 오로

지 리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다.”라고 한 것은 리

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입니다. 사단이 리의 발이라고 한 말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정론이지만, 칠정이 기의 발이라고 한 말은 오로지 기만

을 가리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곡절이 없지 않다고 한 것입니

다.81)

기대승이 말하는 리발은 이황처럼 리가 주가 되어 드러난다는 의미가 없

고, 리가 기 작용의 원리 법칙이 될 뿐이다. 따라서 리가 기에 대한 주도권이

나 주재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위의 리이다. 그런데 기의 작동이 자연이 드

러나서 과불급이 없으면 그 때는 리의 본체가 그러한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리발로 간주하고 있다. 기가 리를 잘 드러내면 리발이고 기가 리를 잘 드러

내지 못하면 기발일 뿐이다. 기가 작동하는 목적은 리의 실현에 있다는 것은

기대승도 동일하지만 리가 스스로 자기실현을 하는 것도 기가 리를 잘 드러

낼 줄 때가 곧 천리가 실현된 것이다. 기가 리를 기준으로 삼고 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리는 기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기대승에게

있어서 리는 기의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못하는 것

이다.

정의 발현은 사단이나 칠정에 관계없이 모두 기발이지만 과불급이 없이 발

81) <고봉 제2서>, “然而朱子有曰 ‘論天地之性, 則專指理言, 論氣質之性, 則以理與氣雜而言之.’

以是觀之, 所謂四端是理之發者, 專指理言, 所謂七情是氣之發者, 以理與氣雜而言之者也, 而是

理之發云者, 固不可易, 是氣之發云者, 非專指氣也, 此所謂不能無曲折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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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면 리발로 간주하는 것이 기대승의 기발과 리발이다. 과불급이 없

이 정이 리에 합치하면 사단이고 리발일 뿐이므로 칠정이외에 별도로 사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단과 칠정은 애초에 다른 뜻이 있다고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단은 칠정의 선일변이므로 칠정과 사단의 차이는 전체와 부

분이라는 의미상 차이밖에는 있을 수 없다. 기대승에 있어서 정의 발현은 언

제가 기가 주도하는 기발이고 리는 기에 대해 수동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될 수 없다. 이는 기대승이 발하는 사단 그리고 사단이 리의 발현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이황처럼 사단을 도덕성

의 기초를 세우는 근거로 삼을 수 없게 되므로 기대승은 칠정의 중절여부를

문제 삼게 되는 것이다. 기대승은 사단과 칠정을 소종래 따른 본질적 차이로

파악하는 이황의 방식에 반대하면서, 도덕성의 판정 기준으로 中節을 제시하

였다. 사단과 칠정이 비록 의미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구분 자체는 이제

무의미해지고, 드러난 결과가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가 도덕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도덕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의 문

제로 귀결된다. 이황은 어디까지나 도덕적 가치의 근원인 인의예지의 본성(본

연지성)에서 발하여 현실화된 사단에서 확실한 도덕성을 담보되므로 도덕성

은 사단에만 귀속시키고자 한 것이라면, 기대승은 도덕의 가능성은 칠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이황과 기대승이 논쟁에서 모두 사단과 칠정을

함께 거론하고 있지만, 이황은 사단리발을 논증하기 위해 칠정기발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라면 기대승은 칠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단리발’은 추론된 것

에 불과하다.

금장태 교수는 “퇴계는 사단을 인의예지의 성[본연지성]에서 발생해 나온

단서요, 칠정을 외물이 형기에 접촉하여 감응함으로써 성품이 기질과 뒤섞여

[기질지성] 발동하여 나오는 묘맥으로 구별하였다. 그것이 사칠이 단서와 묘

맥으로서 그 근원하는 자리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다른 것임을 주목하

였다. 따라서 사칠은 그 존재근원에서 발생하여 나오는바(所從來)가 다르며

이에 따라 각각 주장하여 말하는 바(所主而言)가 다르게 되는 것임을 강조하

고 있다.”82)고 하였다. 윤사순 교수의 설명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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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단과 칠정을 추상적인 정과 구체적인 정으로 구분한다.83)

이황의 사칠론을 이렇게 이해하면, 본연지성에서 사단이 나왔다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질지성에서 칠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

가 있다. 또한 윤사순 교수가 사단을 추상적인 정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

단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중절한 칠정이 곧 사단이라는 기대승의 주장

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윤사순 교수는 본래 “퇴계의 견해는 ‘리발’과

‘사단’의 이해에 있어 주자학의 논리에 위배된다. 그러나 그는 좀 더 폭넓은

입장에서 유학의 근본정신, 즉 성선설을 통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존엄성을 확보해주었다.”84)는 입장이다. 이황의 리발은 성리학의 리개념과 충

돌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다. 따라서 이황의

리발설을 모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85) 이황의 리발설을 이미 모순이라고

규정하고 그 책임을 주희에게 전가시키기도 한다.86)

물론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관계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고

보았고, 상대적 관계로 병립시켜 놓고 구분하였다.

저는 정에 사단과 칠정이 구분이 있는 것이 성에 본성과 기품의 차이

가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에 대해서 이미 리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면 정에 이르러서 유독 리와 기로 나누어 말

할 수 없겠습니까?87)

이황이 성에 대해서 본연지성은 리, 기질지성은 기라고 나눈 것 때문에 마

82) 금장태, 퇴계의 리기론과 사칠론 , 종교와 문화 3,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1997. 275쪽.

83) 윤사순, 사단칠정론의 윤리적 성격에 대한 성찰 , 퇴계학보 133, 퇴계학연구원, 2013.

84) 윤사순, 퇴계철학의 연구, 예문서원, 2013 개정판, 123쪽.

85) 최영진, 퇴계 理사상의 체용론적 구조 , 조선조 유학사상의 탐구, 여강출판사, 1988.

120-122쪽 참조. “퇴계의 리발설은 體用이라는 관계를 통해 모순이 해결될 수도 있다.”

86) 陳來, 안재호 역,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1997, 475쪽. “이황은 주희의 철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였으며, 주희의 철학이 지닌 어떠한 모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인식하였다.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함으로써, 주희의

철학에 감추어져 있으면서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논리적 연결 고리를 드러내 주었

다.”

87) <퇴계 제1서>, “故愚嘗妄以爲情之有四端七情之分, 猶性之有本性氣稟之異也. 然則其於性也,

旣可以理氣分言之, 至於情, 獨不可以理氣分言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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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근원을 둘로 해버렸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성은 분명히 하나라

고 말하고 있다.

性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기질을 섞지 않고 말하면 본연의

성이고 기질에 나아가서 말하면 기질의 성이다. 그러므로 지금 두 가지

의 성이 있는 것으로 알면 잘못이다.88)

이러한 진술은 이이가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은 절대로 두 가지 성이 아니

다. 다만 기질에 나아가서 리만 가키려 말한 것이 본연지성이고 리기를 합해

서 말하면 기질지성이다.”89)라고 한 것과 표면상 차이가 없다. 이것은 주희가

“천지지성은 리만 오로지 가리키고 기질지성은 리와 기를 뒤섞어서 말한다.”

고 한 규정과도 일치한다. 문제는 인간의 본연지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이다. 주희는 기질지성에 입각해서 본성을 논의하지만 본성의 본래 모습은

어디까지나 본연지성에 있다고 하여 본연지성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한다. 여

기에 근거해서 이황은 본연지성의 실재성을 인정한다. 이이는 기질을 떠나서

본성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본연지성의 독립성은 부정하고 오로지 기질지성

만 본성으로 인정한다.90)

이황은 주희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상대적 관계로 병

립시켜 놓고 구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性 한 글자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자사의 ‘天命의 性’과 맹자의 ‘性善의

性’에서 두 性字가 가리켜 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리와 기

가 부여된 속에서 이 리의 原頭本然處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

까. 그 가리킨 것이 리에 있고 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선무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리와 기가 서로 떠날 수 없는 것이기 때

88) 退溪集권35-30, 答李宏仲 1564, “蓋性非有二, 只是不雜乎氣質而言則爲本然之性, 就氣質

而言則爲氣質之性. 今認二性看, 誤矣.”

89) 栗谷全書, 권10-4, 答成浩原 , “氣質之性, 本然之性, 決非二性. 特就氣質上, 單指其理曰,
本然之性. 合理氣而命之曰, 氣質之性耳.“

90) 정원재, 이이의 본성론 , 2001,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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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兼氣를 성으로 말하려 한다면 이는 이미 성의 本然이 아닙니다.

저 자사와 맹자가 道體의 전체를 분명히 보고서 이와 같이 입언한 것

은 하나만을 알고 둘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실로 기를 섞어서 성을 말

하면 성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후세에 와서 程子ㆍ張子 등 여러 분이 나온 뒤에 부득이 기질지성이란

의론이 생겼지만 이 역시 자사나 맹자보다 낫게 되기 위하여 異論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가리켜 말한 바가 사람이 태어난 뒤에 있었으므로,

그것을 본연지성으로 혼칭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찍이 망령되이 정에 사단·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이 마치 성에 本然

과 氣稟의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에 대

해서는 이미 리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어찌 정에 대해서만 유

독 리・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겠습니까?91)

‘리와 기가 부여된 속’에서 성을 말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을

리기지합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천명의 성’, ‘성선의 성’은 성의 순수한 본래

모습으로 ‘性卽理’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리에 있다는 것이다. 이

때에도 리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理氣不相離의 관계라는 것에 집착해

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난 뒤라면 이미 기질지에 떨어진

본연지성으로서 기질지성이므로 기질지성은 본성의 순수한 본래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연과 기품의 차이란 곧 본연지성은 성즉리로서의 리

의 측면을 기질지성은 기질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두 가지 성이 아니고, 기질지성에 나아가 본연지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황

은 기질지성을 본연지성과 상대적인 구도로 놓는 것이다. 기질지성은 이미

기질과 본연지성을 함께 가리키는 것이므로 기질지성에서 기질과 본연지성을

91) <퇴계 제1서>, “且以性之一字言之, 子思所謂天命之性, 孟子所謂性善之性, 此二性字所指而

言者, 何在乎? 將非就理氣賦與之中而指此理原頭本然處言之乎? 由其所指者在理不在氣, 故可

謂之純善無惡耳. 若以理氣不相離之故而欲兼氣爲說, 則已不是性之本然矣. 夫以子思ㆍ孟子洞

見道體之全而立言如此者, 非知其一不知其二也. 誠以爲雜氣而言性則無以見性之本善故也. 至

於後世程ㆍ張諸子之出, 然後不得已而有氣質之性之論, 亦非求多而立異也, 所指而言者在乎稟

生之後, 則又不得純以本然之性混稱之也. 故愚嘗妄以爲情之有四端七情之分, 猶性之有本性氣

稟之異也. 然則其於性也, 旣可以理氣分言之, 至於情, 獨不可以理氣分言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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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기로 구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황은 기질지성과 본연

지성을 둘로 나누어 놓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을 논하면서, 리가 기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인데도, 자사와 맹자께서

는 오히려 본연의 성을 지적하셨고, 반면 程子와 張子께서는 기질의 성

을 논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어찌 유독 정을 논할 때만, 성이 기질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 하여, 각기 드러난 것에 따라 사단과 칠정의 소종

래를 분별할 수 없겠습니까? 리와 기를 겸하고 선과 악이 있는 것은

단지 정 뿐만이 아니라 성도 또한 그렇습니다만, 어찌 이것으로써 분별

할 수 없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自註: 리가 기속에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 한 것이므로, “성도 또한 그렇다”고 한 것입니다.>92)

리가 기속에 떨어져 있는 성은 곧 기질지성이라고 한다면, 기질지성은 본

연지성과 기질을 함께 가리키는 것이므로 맹자와 자사가 본연지성을 지적해

서 천명의 성과 성선의 성을 말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자와 장자

가 논한 것이 기질지성이라면 이때는 본연지성을 포함한 기질지성이 된다.

이어서 정에 대해서는 성이 기질 속에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것을 성이

기질에 따라 드러나는 것[性發爲情]으로 이해한다면 드러나는 것에 따라 사

단과 칠정의 소종래는 무엇으로 분별된다고 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성이 기

질을 따라서 드러나는 것[性發]이므로 기질의 차이로 사단이나 칠정 구분되

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만 보아서는 이황이 매우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성에 나아가 논한다면 이른바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이 리가 기

질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일 뿐 따로 하나의 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을 논하면서 본성이니 기품이니 하는 것은 천지와 인물에

나아가 리와 기를 분별하여 각자 일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

92) <퇴계 제2서>, “論性而理在氣中, 思ㆍ孟猶指出本然之性, 程ㆍ張猶指論氣質之性. 論情而性

在氣質, 獨不可各就所發而分四端七情之所從來乎? 兼理氣, 有善惡, 非但情爾, 性亦然矣. 然安

得以是爲不可分之驗耶?<自註: 從理在氣中處言, 故云性亦然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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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 있는 곳에 따라서 분별하여 말한 것입니다. 정을 논한 것으로 말

한다면 본성이 기질 속으로 떨어진 다음에 발하여 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현하는 사이

에는 리에서 발하는 것도 있고 기에서 발하는 것도 있으니 비록 분별

하여 말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으나 자세히 헤아려 보면 막히는 데가

없지는 않은 듯합니다. 더구나 사단칠정을 리·기에 나누어 속하게 하면

칠정은 오로지 기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 부분에 곡절이

있으니 자못 온당하지 못하게 생각됩니다.93)

앞에서 인용한 이황의 말은 기대승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황과 기대승이 주고받은 왕복서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자

신의 주장을 펴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상대방은 논의의 오류를 드러

내기 위해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기대승은 기질지성이

인간의 본성으로 보아 리가 기질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이 성이라고 한 것이

다. 이미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나눌 수 없으며, 기질지성이라는 하나의 성에서 나오는 정도 하나라는 것이

다. 기대승이 비록 정이 ‘발현하는 사이에 리에서 발하는 것도 있고 기에서

발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이황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대응하

는 것이다. 기대승이 실제로 하려는 말은 성이나 정에서 모두 리기로 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은 이미 본연지성을 포함하고 있는 기질지성 하나뿐이

고, 정은 사단을 포함하고 있는 칠정 하나뿐이다. 본연지성을 포함한 기질지

성, 사단을 포함한 칠정이므로 리기를 겸한 것인데, 여기서 본연지성과 기질지

성, 사단과 칠정을 상대적인 관계로 놓고 리와 기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분명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황의 입장은 맹자나 자사가 기를 섞어서 말하면 성이 본래

93) <고봉 제2서>, “若就性上論, 則所謂氣質之性者, 卽此理墮在氣質之中耳, 非別有一性也. 然則

論性而曰本性曰氣禀云者, 非如就天地及人物上, 分理氣而各自爲一物也, 乃以一性, 隨其所在,

而分別言之耳. 至若論其情, 則緣本性墮在氣質, 然後發而爲情, 故謂之兼理氣有善惡, 而其發見

之際, 自有發於理者, 亦有發於氣者, 雖分而言之, 無所不可, 而子細秤停, 則亦似不能無碍. 況

以四端七情, 分屬理氣, 則七情非但專指氣而言者, 此處曲折, 殊覺未安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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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함을 나타낼 수 없어서 리의 측면에서만 天命의 성, 性善의 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심통성정도 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황은 선조에게 심통성정도 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의 한 圖는 程復心의 것이고, 그 나머지는 理氣를 分屬하여 말한 것

이 온당치 않은 것이 많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맹자와 정자 및 주자

가 논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 中圖와 下圖를 그렸습니다.

본연지성은 리를 主로 하여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리기를 겸하여 말

한 것입니다. 情으로 말한다면, 리를 따라서 발하는 것이 사단이 되고,

리기가 합하여 발한 것이 칠정이 됩니다. 중도는 본연지성으로 사단을

주로 하여 그린 것이고, 하도는 기질지성으로 칠정을 주로 하여 그린

것입니다.94)

심통성정도 는 상중하 3 가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설은 그림의 설

명이고, 위의 인용문도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그림의 제목이 심통성

정도 이다. 심이 성정을 통괄한다는 것을 도식화해 놓은 그림이라는 것에 초

점이 있다. 상도는 정복심의 것이고 하도와 중도가 이황이 직접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심통성정도 는 3도가 별개의 것이 아니므로 상도가 정복심이 만든

것이지만, 이황이 약간 수정하여 자신의 도설에 수록하였으므로 모두 이황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도와 하도에 대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따라 만든 것인데, 본연지성은 리를 주로 한 것이라면 기질지성

을 리기를 겸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주희가 말하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규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전의 사칠논변에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대한 언급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단과 칠정에 대한 설명도 이전과 다르게 사단은 리를

따라서 발하는 것[循理而發]이며 칠정은 리기 합하여 발하는 것[合理氣而發]

94) 退溪年譜 권2, 三年己巳 先生六十九歲, “上一圖卽程圖, 而其餘分理氣處, 語多未穩, 故

舍之而以孟子 程 朱所論本然之性, 氣質之性, 分作中 下二圖. 本然之性, 主於理而言, 氣質之

性, 兼理氣而言. 以情言之, 循理而發者爲四端, 合理氣而發者爲七情, 故中圖, 以本然之性, 主

四端而爲之, 下圖, 以氣質之性, 主七情而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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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황과 기대승이 논변과정에서 줄곧 대립하며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95) 그런데 여기서 이황은 마치 기대승의 논지

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황이 천지지성[본연지성]에도

기가 있지만 리만 말할 수 있다면 기질지성은 리기가 섞여 있어도 기만 말할

수 있다고 한 것이므로 주희의 규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리주기

에 따라 리와 기와 기로 나누어 사단 칠정의 소종래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사단이 리를 따라서 발한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 주어가 되는 리발을 말

하고 있는 것이지 기대승이 말하는 기지자연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황이 칠정에 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없으며 칠정도 리기지합으로 본

다. 다만 기의 영향이 받아서 발하다는 것 때문에 기발이라고 한 것이므로

여기서 리기지합으로 발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칠정 기발과 배치되는 것은 아

니다. 이황이 칠정은 리기지합으로 발한다고 다시 말하는 것은 하도와 관련

되기 때문이다.

중도는 본연지성이 발하여 본연지정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단

이 중심이 되지만 하도는 인간의 현실적인 본성인 기질지성의 입장에서 사단

과 칠정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단을 비롯한 모든 감정을 통

틀어 말하는 칠정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상도와 중도와 하도는 모두 마음

의 구조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각각 보여주고 있는 마음의 측면에 차

이가 있다.

심통성정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이 오행의 빼어난 것을 품수받아 태어

나니, 그 빼어난 것에 오성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것이 움직여 칠정이

95) <고봉 제2서>, “然而朱子有曰 ‘論天地之性, 則專指理言, 論氣質之性, 則以理與氣雜而言之.’

以是觀之, 所謂四端是理之發者, 專指理言, 所謂七情是氣之發者, 以理與氣雜而言之者也.”

천지지성은 오로지 리만 말하고 기질지성은 리기를 겸해서 말하기 때문에 사단은 리만 가리키

지만 칠정은 리기를 섞어서 말한다는 것이 기대승의 주장이다.

<퇴계 제2서>, “滉謂天地之性, 固專指理, 不知此際只有理還無氣乎? 天下未有無氣之理, 則非只

有理, 然猶可以專指理言, 則氣質之性, 雖雜理氣, 寧不可指氣而言之乎? 一則理爲主, 故就理言.

一則氣爲主, 故就氣言耳." 천지지성이라도 기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리만 가리킬 수 있다

면 기질지성이 리기가 섞여 있어도 기를 가리킬 수 있다고 하여 주리 주기로 말하는 것이

이황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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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 그 성과 정을 統會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적연

부동한 것이 성이고, 마음의 체가 된다. 감이수통한 것이 정이고, 마음

의 작용이 된다. 장재가 “마음이 성정을 통솔한다.”라고 한 말이 타당

하다. 마음이 성을 통솔하기 때문에 인의예지가 성이 되며 또한 인의예

지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이다. 마음이 정을 통솔하기 때문에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정이 되며, 또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있게 된다. 마음이 성을 통솔하지 못하면 미발의 중을 이룰 길이 없

어서 성이 뚫린다. 마음이 정을 통솔하지 못하면 중절의 화를 이룰 길

이 없어서 정이 쉽게 끓어오른다.96)

상도에서는 마음이 본성을 다 담아내지 못하면(心不統性) 미발의 중을 이

룰 길이 없어서 성이 쉽게 손상되고, 마음이 주재 능력을 잃으면(心不統情)

중절한 칠정을 이룰 수 없어서 정이 제멋대로 날뛰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물이 형기를 자극할 때 기에 가리는 것은 성을 보호하는 저지선이 무너진

것이고 이것이 곧 성이 뚫린 것이다. 성이 뚫렸다는 것은 마음이 주재 능력

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상도는 마음이 본성을 담아내고 감정을 주재하여 致中和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투시도와 같이 마음의 전체적인

구조와 성정의 관계를 조망하는 것이다. 마음이 성정을 통솔하는 것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에 나오는 중도는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을 떼어내어 보여주는 것이다. 본성의 본래적인 모습인 본연지

성과 감정의 본래적인 모습인 본연지정의 측면만 나타내므로 본연지성으로

사단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중도가 핵심만 보여주는 것이라면

하도는 현실의 구체적인 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질지성에 입각

해서 칠정이 그 중심이 된다.

96) 退溪集, 권7, 進聖學十圖箚(幷圖) , <第六心統性情圖>, “‘所謂心統性情者, 言人稟五行之

秀以生, 於其秀而五性具焉. 於其動而七情出焉.’ 凡所以統會其性情者則心也, 故其心, 寂然不動

爲性, 心之體也; 感而遂通爲情, 心之用也. 張子曰, ‘心統性情’, 斯言當矣. 心統性, 故仁義禮智

爲性, 而又有言仁義之心者; 心統情, 故惻隱羞惡辭讓是非爲情, 而又有言惻隱之心, 羞惡辭讓是

非之心者. 心不統性, 則無以致其未發之中, 而性易鑿; 心不統情, 則無以致其中節之和, 而情易

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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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圖는 기품에 나아가 본연지성이 기품과 섞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 말

한 것이다. 자사가 말한 천명의 성, 맹자가 말한 성선의 성, 정자가 말

한 리에 즉한 성[性卽理]97), 장자가 말한 천지지성이 이것이다. 그 성이

이미 이와 같으므로 그 발하여 정이 되는 것도 역시 모두 그 선한 것

을 가리켜 말한다. 예를 들어 자사가 말한 중절한 정, 맹자가 말한 사

단의 정, 정자가 말한 어찌 불선의 이름을 붙이겠는가라고 한 정98), 주

자가 말한 성을 따라 나와 본래 불선이 없는 정99)이 이것이다.100)

중도는 기질과 완전히 분리된 본연지성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늘에 떠있는

본래의 달에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 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본래 모

습 그대로의 본성이다. 이것은 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리기지합으로서

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도 사단과 중절한 정 즉 중절한 칠

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下圖는 리와 기를 합하여 말한 것이다. 공자가 말한 서로 비슷한

성101), 정자가 말한 성이 곧 기이고 기가 곧 성이라고 한 성102), 장자

가 말한 기질의 성103), 주자가 말한 비록 기속에 있어도 기는 스스로

기이고 성은 스스로 성이어서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고 한 성104)이 이

것이다. 그 성을 말한 것이 이미 이와 같기 때문에 그 발하여 정이 되

는 것도 역시 리와 기가 서로 의지하거나 서로 해치는 곳에서 말한다.

97) 二程遺書 권22상-71. “性卽理也. 所謂理性是也.”

98) 二程粹言 권2, 9-53 “情者性之動也. 要歸之正而已亦何得以不善名之.”

99) 朱子語類 5:71, “孟子謂情可以爲善, 是說那情之正, 從性中流出來者, 元無不好也.”

100) 退溪集, 권7, 進聖學十圖箚(幷圖) , <第六心統性情圖>, “其中圖者, 就氣稟中, 指出本然

之性不雜乎氣稟而爲言. 子思所謂‘天命之性’, 孟子所謂‘性善之性’, 程子所謂‘卽理之性’, 張子所

謂‘天地之性’, 是也. 其言性旣如此, 故其發而爲情, 亦皆指其善者而言. 如子思所謂‘中節之情’,

孟子所謂‘四端之情’, 程子所謂‘何得以不善名之之情’, 朱子所謂‘從性中流出元無不善之情’, 是

也.”

101) 論語 陽貨 , “性相近也, 習相遠也.”

102) 二程遺書 권1, “生之謂性. 性卽氣, 氣卽性, 生之謂也.”

103) 正蒙 誠明 , “形而後有氣質之性, 善反之則天地之性存焉. 故氣質之性, 君子有弗性者焉.”

104) 朱子語類 4:46, “雖其方在氣中, 然氣自是氣, 性自是性, 亦不相夾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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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단의 정이 리가 발하여 기가 따라서 저절로 순선무악하지

만 반드시 리가 발하여 이루어지기 전에 기에 가린 뒤에 불선으로 흐

른다. 칠정의 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타니 역시 불선이 있지 않지만 발

하여 절도에 맞지 않으면 그 리가 없어지니 제멋대로 하여 악이 된

다.105)

하도는 기질지성을 가지고 칠정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므로 여기서 사단과

칠정의 리기관계가 제시된다. 리기가 상호 의존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엇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리가 주도하면 저

절로 기가 따르게 되지만 기가 리를 가리게 되는 경우와 기가 발하는데 기에

대한 리의 주재력이 상실되면 불선이 생기고 악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다.

심통성정도 가 평면적인 세 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로 통합되

는 것이다. 상도는 마음의 전체적인 구조와 관계를 모델링하여 제시하였다면

중도는 핵심만 드러내고 하도는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양상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마음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여 그

구조와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중도가 이 그림에서 핵심이 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

정자가 ‘성을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고, 기

를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밝지 못한 것이다. 성과 기를 두 가지로

보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맹자와 자사가 단지 리만 가리켜 말

한 이유는 갖추어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기를 함께 말하면 성의 본

선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도의 의미이다.106)

105) 退溪集, 권7, 進聖學十圖箚(幷圖) , <第六心統性情圖>, “其下圖者, 以理與氣合而言之.

孔子所謂‘相近之性’, 程子所謂‘性卽氣氣卽性之性’, 張子所謂‘氣質之性’, 朱子所謂‘雖在氣中, 氣

自氣性自性, 不相夾雜之性’, 是也. 其言性旣如此, 故其發而爲情, 亦以理氣之相須或相害處言.

如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 而掩於氣, 然後流爲不善. 七者之情, 氣

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 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

106) 退溪集, 권7, 進聖學十圖箚(幷圖) , <第六心統性情圖>, “故程夫子之言曰, ‘論性不論氣不

備, 論氣不論性不明, 二之則不是’. 然則孟子子思所以只指理言者, 非不備也. 以其幷氣而言, 則

無以見性之本善故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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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본선을 알기 위해서는 기를 배제하고 말한다(以其幷氣而言, 則無以見

性之本善)는 것이 바로 사단과 칠정을 소종래에 따라서 구분하는 중요한 이

유이다. 정호가 성과 기를 함께 논하지 않으면 不備, 不明하다고 한 것은 기

질지성의 입장에서 본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주희는 이

말을 해석하면서 맹자는 성만 말했지 기를 논하지 않았으므로 논의가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이고, 순자나 양웅 그리고 한유 등은 성을 논한 듯했으나 사실

은 기만 말한 것으로 성의 본령에 투철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107) 이황

은 정호나 주희의 맹자에 대한 견해와 달리 맹자의 논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의 본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를 함께 말할 수 없었을 뿐

이지 기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맹자가 성선을 논의

할 때 기질지성이나 리기가 문제되었을 까닭이 없다.

이황은 맹자가 성선만 말한 것이 기의 측면을 빠뜨린 불완전한 논의가 아

니라고 본다. 맹자가 기의 측면-구체적으로는 기질 또는 형기로서 몸과 관련

된 측면-은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연지성에서 기의 측면을 배제하거나 기질지성에서 리

의 측면을 배제하고 상대적 구도로 논의하는 이유와 같기 때문이다.

천지지성은 오로지 리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모르겠습니

다만 이 경우 다만 리만 있고 기는 없는 것입니까. 천하에 기 없는 리

가 없으니 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리만을 가리켜

말할 수 있다면 기질지성이 비록 리 기가 섞여 있지만 어찌 기만을

가리켜 말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는 리가 主가 되기 때문에 리를 가지

고 말하였고, 하나는 기가 주가 되기 때문에 기를 가지고 말한 것뿐입

니다. 사단에 기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理發이라고만 말하고, 칠정에

107) 朱子語類 4:92, “程子謂: ‘論性不論氣, 不備; 論氣不論性, 不明; 二之則不是.’ 孟子只論性,

不論氣, 但不全備. 論性不論氣, 這性說不盡; 論氣不論性, 性之本領處又不透徹. 荀揚韓諸人雖

是論性, 其實只說得氣. 荀子只見得不好人底性, 便說做惡. 揚子見半善半惡底人, 便說善惡混.

韓子見天下有許多般人, 所以立爲三品之說. 就三子中, 韓子說又較近. 他以仁義禮智爲性, 以喜

怒哀樂爲情, 只是中間過接處少箇‘氣’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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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氣發이라고만 말하는 것도 그 뜻이 이와 같

습니다. 공은 사단이 리발이라고 한 데 대하여서는 不易의 定論이라 하

고, 철정이 기발이라고 한 데 대하여서는 오로지 기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한마디 말을 잘라서 두 가지 뜻으로 본 것은 어째서입

니까. 주자의 말이 만약 진실로 오로지 기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겸

하여 리도 가리킨 것이라면 기발이란 말을 리발과 상대적으로 거론하

여 중첩하여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108)

이황에게 있어서도 현실적인 본성은 비록 기질지성이지만 실질적인 본성은

기질 속의 본연지성이다. 따라서 본성을 논할 때는 본연지성은 리만 가리켜

말했는데, 이제 본연지성은 理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 마찬가지로 기질지

성은 리와 기가 섞여 있는 것인데 도리어 氣라고만 하는 것이다. 먼저 여기

서 이황이 천지지성[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본성을 논의하

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이라고 할 때 그것이 본연지성이든 기질

지성이든 그 구성요소는 동일하게 리와 기이며, 이 두 가지는 主와 客[主와

賓] 또는 主와 從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성의 구성과 형식은 그대로 정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정도 리기지합이라는 구성과 리와 기가 주객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단과 칠정을 소종래에 따라 근원을 찾아들어

가면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서도 의미[所指]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결코

본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에서 의미를 구분한 것을 다시

사단과 칠정에 상응시켜 소종래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본연지성이나 기질

지성은 사단과 칠정이나 마찬가지로 그 속의 구성요소가 동일하다고 보아 의

미상[所指]에서 무엇이 중심인지를 따지게 되면 근원을 찾아들어갈 수 있다

는 것이다.

108) <퇴계 제2서>, “滉謂天地之性, 固專指理, 不知此際只有理還無氣乎? 天下未有無氣之理, 則

非只有理, 然猶可以專指理言, 則氣質之性, 雖雜理氣, 寧不可指氣而言之乎? 一則理爲主, 故就

理言. 一則氣爲主, 故就氣言耳. 四端非無氣而但云理之發, 七情非無理而但云氣之發, 其義亦猶

是也. 公於理發則以爲不可易, 氣發則以爲非專指氣, 將一樣語, 截作兩樣看, 何耶? 若實非專指

氣而兼指理, 則朱子於此, 不應與理之發者對擧而倂疊言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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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은 사칠논변을 마무리 지은 후 1566년 겨울 문인 李德弘109)의 문목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칠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타는 것이다.…기는 리가 타지 않으면 이익과

욕망에 빠져 금수가 된다.110)

이때는 이황의 사칠론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칠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타는 것인데, 만약 리가 타지 않았다면 이는 마

치 사람을 태우지 않은 말과 같아서 말이 아무런 제약없이 제멋대로 내달리

게 된다는 것이다. 칠정이 기가 발하는 것이지만 리가 타고 있어서 비록 리

가 주재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리의 주재가 없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이 쉽게 이익과 욕망만 따르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칠정에 타고

있는 리가 미약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기에 대한 주재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

다는 것이다. 육체적 욕구에 마음이 동요하는 칠정이라도 중절을 통하여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조절을 위한 기제로서 리가 타고 있으면, 리

의 역할은 주재에 있다.

위의 글에 이어서 이황은 중절한 칠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혼륜해서 말하면, 미발의 중이 大本이 되고 칠정은 大用이 되며 사단은

그 안에 있다. 호학론 과 중용 수장과 같은 경우가 이것이다.111)

‘혼륜’해서 말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리에 의해서 온전히 주재된 칠정의

경우 발하기 전에는 中으로 大本이 되며, 발하여서는 中節하므로 大用이 된

다는 것이다. ‘사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기대승이 말하는 칠포

109) 李德弘(1541∼1596). 자는 宏中, 호는 艮齋, 본관은 永川이다.

110) 退溪集 권36-1, 答李宏仲問目 , “七情, 氣發而理乘之…氣而無理之乘, 則陷利欲而爲禽

獸.”

111) 退溪集 권36-1, 答李宏仲問目 , “若渾淪言之, 則以未發之中爲大本, 以七情爲大用, 而四

端在其中. 如好學論中庸首章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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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이황이 혼륜이라고 말할 때는 사단과 칠정을 구

분하지 않는 정 전체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 사단을 칠정에 포함시킨다. 그러

나 사단을 포함한 정 전체로서의 칠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듯이 어디까

지나 칠정에 대한 리의 주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112) 기대

승이 말하는 칠포사와 구별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황이 칠정에 사단이

포함된다고 할 때의 칠정은 리에 의한 기의 주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

에 한정되는 것으로 의미상으로는 중절한 칠정이다. 그래야만 중용의 중화
론이나 호학론 의 성정론에 부합하게 되는 것으로,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고 할 수 있다. 결국 정 전체를 칠정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황은 완전하게

이상적인 상태로서의 칠정을 정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황이

말한 혼륜설이다.113)

112) 이것은 심통성정도의 중도와 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구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서 본연지성을 토대로 설명하면서 중절한 정과 사단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

것과 하도에서 기질지성을 토대로 설명하면서 사단과 칠정을 리발과 기발로 구분한 것이

이전의 사칠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애초에 사칠론에서부터 칠포사를

비롯한 리발 기발 등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명제를 형식적으로 같다는 것만 보고 그 함

의를 깊이 분석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113) 따라서 혼륜설을 칠포사로 간주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단과 칠정을 둘로

나눈다고 분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칠정에 사단을 포함시킨다고 혼륜설이 되는 것이 아

니다. 정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혼륜설이고 현실적인 양상을 설명할 때가 분개

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혼륜과 분개는 주자의 理氣決是二物, 渾淪不可分

開에 근거해서 리기결시이물을 분개, 불가분개을 혼륜의 입장으로 간주하고 단순하게 리기

를 구분하면 분개설, 구분하지 않으면 혼륜설로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다음

과 같은 논문의 경우 혼륜·분개의 구분이 매우 단순하거나 무엇을 말하는지 매우 모호한

경우이다. “사단과 칠정을 포함관계로 보지 않고 칠대사의 대대관계로 보는 분개의 관점이

며 혼륜은 나누어 구별하다[분개]와 상대적인 말이다.” (손흥철, 18 세기 한국신유학과 대

산 이상정-대산 이상정의 사단칠정론 , 동방학지 113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1. 72

쪽.); “이황 사칠론의 핵심은 호발상수의 문제로, 리발기수기발리승의 명제를 호발설로 보

고 이것을 리기가 서로 떠날 수 없다는 혼륜에 입장에서 상수로 말할 수도 있고, 리기가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는 분개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퇴계의 사칠론은 호발과 상수,

혹은 혼륜과 분개의 두 측면이 내재한다.”(김경호, 대산 이상정의 율곡 비판과 퇴계학의

옹호 , 율곡학연구 16, (사)율곡연구원, 2008. 76쪽.); “사단⋅칠정의 渾淪說이란 인간의

모든 감정이 그 최초 발생근원에서 보면, 모두 순선무악하며 동일한 근원[하나]이라는 설이

다. 리가 주재하여 동정하는 유행[理主]은 반드시 기를 資賴하여 도구로 삼는데, 이를 통하

여 보면, 氣가 動靜하는 기틀에는 반드시 理가 타고서 動靜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氣와 理,

器와 道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인간의 性情에 적용함으로써, 사단칠정의 分開說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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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은 칠정의 중절114)은 당연히 중용의 中과 和에 따라서 말한다. 여기

서 중절할 수 있는 이유를 마음의 주재여부에 달려있다는 주희의 말을 그대

로 인용한다.115) 주희는 마음이 주재여부로 천리와 인욕, 중절과 부중절이 갈

린다고 보았다. 마음의 주재역량은 마음속의 리인 본성이 있어서이다. 이러한

마음이 한 집안의 주인처럼 주인노릇을 하는 것인데, 이황은 다음과 같이 비

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와도 맞지 않고 가도 좇지 않는다’는 말은 대체로 좋다. 비유컨대 한

집에 주인이 있어서 언제나 집안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돌보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밖에서 손님이 올 경우 자신은 그저 대문에서 손

님을 맞고, 손님이 갈 경우에도 대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는 태도가 이와 같다면 아무리 매일 손님을 맞고 보내고 해

도 집안일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서

손님이 오는 대로 집을 떠나서 이리저리 맞느라 분주하고, 또 손님이

떠나갈 때에도 멀리까지 배웅한답시고 집안을 비운다면 어떻게 될 것

인가? 자신의 집은 아무도 지키는 이가 없게 되어, 도리어 도적이 횡행

하며 쑥대밭을 만들어도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른 채 돌아오지 않는 것

과 같다. 이 어찌 안타깝지 아니한가?116)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대용, 대산 이상정의 理主氣資와 渾淪而分開 , 동양철학연구

 73, 동양철학연구회, 2013. 196쪽.); 渾淪을 강조하면 四端과 七情이 모두 理와 氣를 겸한

것으로 인식되고, 마침내 氣發理乘一途論’에 근접하게 된다. 그러나 分開를 강조하면 결국

‘四端은 理發(主理), 七情은 氣發(主氣)’이라는 ‘理氣互發論’이 성립하게 된다.(이상익, 갈암

이현일의 리능발론과 리기분개론 , 퇴계학보 122, 퇴계학연구원, 2007. 175쪽.)

114) <퇴계 제1서>에는 “七情, 善惡未定也. 故一有之而不能察, 則心不得其正, 而必發而中節, 然

後乃謂之和.”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개정본에서 “七情本善, 易流於惡, 故其發而中節者, 乃謂

之和.”로 고쳤다.

115) 退溪集 권36, 答李宏仲問目 , “然則天理人欲之判, 中節不中節之分, 特在乎心之宰與不宰,

而非情能病之, 亦已明矣.”

116) 退溪集 권28, 答金惇敍 , “來不迎, 去不追, 所論大槩得之. 比如一家主人翁, 鎭常在家裏,

做主幹當家事. 遇客從外來, 自家只在門庭迎待了, 去則又不離門庭. 以主送客, 如是, 雖日有迎

送, 何害於家計. 不然, 東西南北, 客至紛然, 自家輒離出門庭, 遠迎近接, 奔走不息, 去而追送,

亦復如是, 自家屋舍, 卻無人主管, 被寇賊縱橫打破蕪沒, 終身不肯回頭來. 豈不爲大哀也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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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항상 직면하게 되는 외부 사태들이며, 마음이 적절히 대처하는 주

체가 된다. 마치 주인이 집안을 항상 지키고 있으며 오가는 많은 손님을 맞

이하고 배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의 주재 역량을 평소에 잘

길러나가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이제

는 칠정의 중절에서 미발함양의 문제로 전환된다.117) 사람의 마음이 미발함

양을 통해 주재력118)을 갖추면 다시 칠정을 제어하고 조절하여 중절할 수 있

게 된다.

117) 이 부분은 미발함양과 관련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중절의 문제가 미

발함양과 연속되어 있다는 점만 지적하는 것에서 그친다. 이황의 미발론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이 참고가 된다. 문석윤, 퇴계의 미발론 , 퇴계학보 114, 퇴계학연구원, 2003.; 이
승환, 퇴계 미발설 이청 , 퇴계학보 116, 퇴계학연구원, 2004.; 이봉규, 연평답문 논의를

통해 본 퇴계학의 지평 144, 동방학지, 연대국학연구원, 2008. 주광호, 퇴계의 미발설과

거경의 수양론 40, 철학연구,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백민정, 퇴계와 근기남인의

학문적 연속성 문제 재검토 21, 국학연구, 한국국학진흥원, 2012.

118) 심의 주재성은 다른 곳에서는 ‘심통성정’으로 설명기도 한다. 退溪續集 권8, 「天命圖

說」, <第六節 論人心之具>, “吾人之心, 虛<理>而且靈<氣>, 爲理氣之舍, 故其理即四德之理

而爲五常, 其氣即二五之氣而爲氣質. 此人心所具, 皆本乎天者也. 然而所謂五常者, 純善而無惡,

故其所發之四端, 亦無有不善; 所謂氣質者, 非本然之性, 故其所發之七情, 易流於邪惡. 然則性

情之名雖一, 而性情之用, 則不得不異矣. 至於曰性 曰情之所以該具運用者, 莫非此心之妙. 故

心爲主宰, 而常統其性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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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奇大升과 李珥의 반론

1. 奇大升의 立論

이황은 기대승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사단의 발현은 純理이기 때

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의 발현은 兼氣이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119)라

고 하면서 ‘純理 無不善’과 ‘兼氣 有善惡’으로 사칠을 확실히 차별화시켜 놓았

다. 기대승은 이 편지를 받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개 사람의 마음이 아직 발하기 전에는 그것을 성이라 하고 이미 발

한 뒤에는 그것을 정이라 하는데, 성에는 선하지 않음이 없지만 정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다만 자사나 맹자가 ①나아가 말한 바(所就而言)

가 같지 않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②칠정을

벗어나서 다시 사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120)

이것은 1559년 3월에 보낸 <고봉 제1서>이다. 기대승의 기본 입장은 거의

모두 이 편지에 표명되어 있다. 이후의 논의는 논변이 전개되면서 이황의 주

장을 따라가면서 세밀하게 반박해가는 것이라 다소 번쇄한 면도 있다. 기대

승의 주장은 사칠이 ①‘나아가 말한 것(所就而言)’의 차이에서 구별된다는 것

과 ②‘칠정을 벗어나서 사단이 없다.’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121) ①은

119) 退溪集 권16, 與奇明彦 己未(1559.1.5.), “四端之發, 純理, 故無不善; 七情之發, 兼氣, 故

有善惡.”

120) <고봉 제1서>, “蓋人心未發, 則謂之性; 已發, 則謂之情, 而性則無不善, 情則有善惡, 此乃固

然之理也. 但子思孟子所就以言之者不同, 故有四端七情之別耳. 非七情之外復有四端也.”

121)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대승은 후설 총론에서도 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기대승이 1566년 후설 총론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것으로

본다. 기대승이 입장을 바꿔 이황과 견해를 수용했고 이황이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

한 평가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기대승이 입장을 바꿨다고 보는데 있다. (다카하

시 도루, 조남호 역, 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9.; 현상윤, 조선유학사, 현음사, 1986.; 이상
은, 四七論辯과 對說, 因說의 意義 , 아세아연구 16,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

윤사순, 고봉심성설의 리기론적 특색 , 아세아연구 16,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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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칠이 의미상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 ②는 본질적으로 다

르지 않다는 것이다. 未發의 성은 순선하지만 已發의 정에는 선악이 있으니

맹자가 말한 사단도 정이라면 선악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맹자는 인

의예지의 본성이 드러난 단서가 사단이라고 하였으니, 본성은 곧 리이므로

순선하고 그것이 드러난 정인 사단도 선하다고 해야 한다. 맹자가 말한 사단

은 선하기만 한 정이므로 선악이 있는 정 전체에 대해서는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사가 가리킨 바는 정의 전체로서의 칠정을 의미하는 것이

고 맹자가 가리킨 바는 사단이라는 정의 선한 부분을 떼어서 말한 것이므로

전체와 부분의 차이가 된다. 사단과 칠정은 정의 선한 부분과 전체라는 의미

상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대승은 자사의 4정 즉 중용의 喜怒哀樂 4정으로 칠정을 말하고

있다. 칠정은 예기에 근거하면 육체적 욕구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도덕적

당위와 무관하게 되지만, 중용에 근거하면 天-道-本性과 연속성을 가지므

로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된다.

기대승은 사단과 칠정은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인데, 리에서 발하고 기에

서 발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리와 기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

지금 만약 “사단은 리에서 발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은

기에서 발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다.(四端發於理, 而無不善; 七情發於

氣, 而有善惡)”라고 한다면, 이는 리와 기가 갈라져서 두 가지 것이 되

는 것이고 칠정은 성에서 나오지 않고 사단은 기를 타지 않는 것이 됩

니다. 이는 어의에 병통이 없을 수 없어서 저로서는 의심이 없을 수 없

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사단이 발하는 것은 순수한 리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이 발하는 것은 기를 겸하였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다.”는 말로 고친다면 비록 이전의 설보다는 약간 나은 듯하지

만, 저의 생각에는 역시 타당치 않은 듯합니다.122)

122) <고봉 제1서>, “今若以爲‘四端發於理, 而無不善; 七情發於氣, 而有善惡’, 則是理與氣, 判而

爲兩物也, 是七情不出於性, 而四端不乘於氣也. 此語意之不能無病, 而後學之不能無疑也. 若又

以‘四端之發純理, 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 故有善惡者’而改之, 則雖似稍勝於前說, 而愚意亦



- 65 -

이황은 기대승에 보낸 첫번째 편지에 따르면, 기대승의 지적을 전해 듣고

“純理 無不善, 兼氣 有善惡.”으로 표현을 고친 것이다.123) 이황이 표현을 고친

것은 리와 기를 둘로 나눈다는 혐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 사단과 칠정

을 상대적 관계로 대비시켜 놓고 각각 리와 기에 분속하는 입장은 여전하다.

그러므로 기대승은 어떻게 고치든 여전히 리와 기를 지나치게 구분하는 문제

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대승이 ‘리는 형이상자, 기는 형이하

자이므로 섞일 수도 없고 나뉠 수도 없다’는 이이의 논지와 같은 입장에 있

기 때문이다.

리는 기의 主宰이고, 기는 리의 재료이니, 두 가지에는 진실로 구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물에 있어서는 혼륜하여 나누어 놓

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리는 약하고 기는 강하며, 리는 조짐이 없고

기는 자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氣가) 유행하고 발현하는 사이

에 과불급의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칠정으로 드러날

때 선하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하여 성의 본체가 온전할 수 없게 되기

도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은 바로 天命의 본연이고, 악한

것은 바로 氣稟의 과불급이니, 사단과 칠정이 처음부터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124)

기대승은 ‘理는 약하고 조짐이 없는 반면에 氣는 강하고 자취가 있음’을 근

거로 하여 칠정에서 드러나는 선악이 결국 氣가 주도한 결과라고 한다. 리와

기는 비록 개념적으로는 구분되고 리가 기를 주재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恐未安.”

123) 退溪集 권16, 與奇明彦 己未(1559.1.5.), “又因士友間, 傳聞所論四端七情之說. 鄙意於此,

亦嘗自病其下語之未穩, 逮得砭駁, 益知疎繆, 卽改之云, 四端之發, 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

兼氣故有善惡.”

124) <고봉 제1서>, “夫理, 氣之主宰也; 氣, 理之材料也. 二者, 固有分矣. 而其在事物也, 則固混

淪而不可分開. 但理弱氣强, 理無朕而氣有跡, 故其流行發見之際, 不能無過不及之差. 此所以七

情之發, 或善或惡, 而性之本體, 或有所不能全也. 然其善者, 乃天命之本然; 惡者, 乃氣稟之過

不及也, 則所謂四端七情者, 初非有二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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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기는 분리되지 않으며 기의 발현과 유행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점도 기에 귀속된다는 것을 ‘선한 것은 天命의 본연이고

악한 것은 기품의 과불급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악한 것은 기품의 과불급이

라고 한 것은 분명하게 기에 귀속되는 것이다. 선한 것은 천명의 본연이라면

기가 아닌 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칠정으로 드러난 정의 선악은 기

의 발현과 유행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리가 실현되었지만 이것은 기가 유행

하고 발현함에 과불급이 없는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기가 과불급이 없이 자연 발현하는 것은 바로 리의 본체가 그러함입니

다.125)

이것은 기대승의 첫 번째 편지에 나온다. 여기에 대해 이황은 기대승이 나

흠순과 같은 理氣一物의 혐의가 있다고 하였으나, 기대승은 오해라고 설명하

고 이 구절의 의미를 다시 밝힌다.

그렇다면 기가 자연 발현하는 것이 과불급이 없는 것이 어찌 리의 본

체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측은이나 수오도 역시 기가 자연 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까닭은 리입니다. 그러므로 리

에서 발한다고 한 것뿐입니다.126)

기대승은 현실에서의 理는 氣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정[칠정]이

중절한 경우를 氣에 의해 理가 실현된 것 즉 사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중절

여부로 선악을 판단하는 구도는 나흠순에게서도 발견되므로 이황이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 나흠순이 사단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절 여부로써 선

악을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기대승과 비슷하다.127) 그러나 기대승은 나흠순이

125) <고봉 제1서>, “氣之無過不及自然發見者, 乃理之本體然也.”

126) <고봉 제2서>, “然則氣之自然發見, 無過不及者, 豈非理之本體乎? 且如惻隱羞惡, 亦豈非氣

之自然發見者乎, 然其所以然者, 則理也. 是以, 謂之發於理爾.”

127) 困知記, 권2-20, “樂記所擧, 欲與好惡, 大學所擧親愛賤惡畏敬哀矜, 中庸所擧喜怒哀樂, 孟
子所擧惻隱羞惡辭讓是非, 等是人情, 但名言之不同耳. 凡情之發, 皆根於性. 其所以爲善爲惡,

係於有節與無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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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기를 一物 여겨 주희의 ‘소이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理를

본체로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한다.128) 나흠순처럼 理를 본체로 인정하지 않

는다면, 理가 氣의 중절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氣의 중절에 의한 결과가 될

뿐이다. 이 경우 선악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의 적합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대승은 정의 발현은 사단이나 칠정에 관계

없이 모두 기발이고, 발할 수 있는 까닭[所以然]이 리라고 하기 때문에 중절

은 본체의 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기대승에게 있어서 현

실적인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가 되지만 기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기

준이나 기의 작용이 실현해야 할 대상으로 리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기대

승이 말하는 리발은 이황처럼 리가 주가 되어 드러난다는 의미가 없고, 리가

기 작용의 소이연일 뿐이다. 이것은 나중에 이이가 이황의 호발이 불가하다

는 것을 논증하는 것과 일치한다.129) 따라서 리가 기에 대한 주도권이나 주

재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위의 리이다.

리가 기 중에 있어서 기를 타고 발현하지만 리는 약하고 기는 강하여

리가 기를 다스릴 수 없어서 그 유행하는 때에도 본래 마땅히 이와 같

은 것입니다.130)

‘리가 기를 타고 발현한다’고 하였지만 이때의 리발은 ‘리가 드러난다’는 의

미가 아니다. 리는 약해서 기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역시 리무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기를 탄다고 해서 이황처럼 기가 완전히 리의 도구나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유행의 측면에서 보자면 리는 기의 활동이

고 작용이지만 기가 유행할 수 있는 소이로서의 리가 있다는 것으로 리가 기

를 탔다고 할 뿐이다. 이황식으로 표현하자면 역시 ‘기가 리를 태운 것’이다.

앞에서 기가 자연발현 하는데 리가 그 소이연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

128) 高峯集 권2, 論困知記 , “所謂理字者, 亦不過於氣上認其有節度處耳. 整菴所謂‘理只是氣

之理, 當於氣之轉折處觀之’者, 正是此病也. 雖其爲說, 張皇焜燿, 開闔萬端, 而要其指歸, 終亦

不出於此矣.”

129) 栗谷全書, 答成浩原 壬申, “大抵發之者, 氣也, 所以發者, 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

無所發, 無先後, 無離合, 不可謂互發也.”

130) <고봉 제2서>, “理在氣中, 乘氣以發見, 理弱氣强, 管攝他不得, 其流行之際, 固宜有如此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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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기대승의 논리에 부합한다. 다스리지 못하는 리는 기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단지 기에 얹혀있는 수동적 관계가 될 뿐이다. 기대승은

이러한 것을 물속의 달로 비유한 것이다.131)

정의 발현은 사단이나 칠정에 관계없이 모두 기발이지만 과불급이 없이 발

한 것이라면 리발로 간주하는 것이다. 기대승의 기발과 리발이다. 과불급이

없이 정이 리에 합치하면 사단이고 리발일 뿐이므로 칠정 이외에 별도로 사

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단과 칠정은 애초에 다른 뜻이 있다고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단은 칠정의 선일변이므로 칠정과 사단의 차이는 전체

와 부분이라는 의미상 차이 밖에는 있을 수 없다. 기대승에 있어서 정의 발

현은 언제나 기가 주도하는 기발이고 리는 기에 대해 수동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될 수 없다. 이는 기대승이 발하는 사단 그리고 사단이 리의 발

현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이황처럼 사단

을 도덕성의 기초를 세우는 근거로 삼을 수 없게 되므로 기대승은 칠정의 중

절여부를 문제 삼게 되는 것이다. 기대승은 사단과 칠정을 소종래의 차이로

파악하는 이황의 방식에 반대하면서, 도덕성의 판정 기준으로 中節을 제시하

였다. 사단과 칠정이 비록 의미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구분 자체는 이제

무의미해지고, 드러난 결과가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가 도덕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도덕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의 문

제로 귀결된다. 이황은 어디까지나 도덕적 가치의 근원인 인의예지의 본성[본

연지성]에서 발하여 현실화된 사단에서 확실한 도덕성이 담보되므로 도덕성

을 사단에만 귀속시키고자 한 것이라면, 기대승은 도덕이 실현될 가능성은

칠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이황과 기대승이 논쟁에서 모두 사단과

칠정을 함께 거론하고 있지만, 이황이 사단리발을 논증하기 위해 칠정기발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라면 기대승은 칠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단리발’은 추론

131) 기대승의 비유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의 분석이 자세하다. 한자경, 사단칠정론에서 인간

의 성과 정-퇴계의 대설과 고봉의 인설의차이를 논함 , 철학연구 68, 고려대 철학연구소,

2005. 179-185 참조. 이와 관련해서 이황의 비유는 다음 논문이 참고가 된다. 정소이, 조

선 시대 유학자들의 감정론-'말 탄 사람'(人乘馬)의 비유를 중심으로 , 서강인문논총 제
41집,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323-3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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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에 불과하다.

기대승이 제시하여 송시열에 이르기까지 율곡학파에서 이황의 리발설을 비

판하기 위해 제시되는 주요한 논거 중 하나는 사단도 중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칠정도 중절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악의 구분 기준을 정

의 중절여부에 둠으로써 사단은 순선하고 칠정은 선악미정이라는 의미구분으

로부터 사단과 칠정의 소종래를 리발과 기발로 구분하였던 이황의 입론을 근

본적으로 뒤흔드는 강력한 반론이 된다. 그러나 사단이 중절한 칠정의 선일

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사단에도 중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

적으로 모순된다. 이미 중절한 칠정으로서의 사단에 다시 중절여부를 물을

수 없다. 기대승이 사단부중절설을 제기할 때도 이황이 이점을 지적했고, 나

중에 이익도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사단부중절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주희가 사단도 부중절할 수 있다는 언급을 남겼기 때문이다. 기대승

이 사단부중절설을 제기한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정은 리기가 섞여있고 선

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황이 말하는 선한 감정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선악이 섞여 있는 감정에서 선한 측면을 사단으로 말할

수 있을 뿐이지 감정 자체가 본래 순선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어떤 정

이든지 정의 선악은 중절여부로 결정되므로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정인 이상

중절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측은이나 수오라 하더라도 부당한 경우

는 중절하지 못한 것이다. 기대승의 말에 의하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단도

있다는 것이다. 이황은 중절한 사단은 사단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간단하게 처리하지만, 기대승은 사단부중절설은 논의의 맥락이 다른 것으

로 보았다.

기대승이 제기한 또 다른 주요 논지는 성현의 칠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

가 하는 문제이다. 이황은 기가 리에 순종해서 드러난 경우로 리의 본체도

온전한 것이 성인의 칠정이지만 역시 본연지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단과 구분

되는 기발이라고 하였다. 나중에 이익은 성인의 칠정이 비록 칠정에 해당하

더라도 작용하는 기의 성격에 따라 기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리발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여 논란을 야기시켰다.

기존의 연구에서 기대승의 견해는 초기와 후기에 입장 변화가 있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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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132) 이것은 기대승이 논변 마지막에 보낸 후설 과 총론 에서

기대승이 비록 후기에 사단리발과 칠정기발로 나누어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

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기대승의 견해가 초기에서 후기

로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황이 후설 과 총론 을 받고 보낸

두 편의 편지를 근거로 이황과 기대승이 마침내 의견이 일치했으며, 이황은

자신의 이전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다. 기대승은 초기부터 사단과 칠정은 의미상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인 차

이를 소종래에 따라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승의 후설 과 총론 은 각각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후설

1. 정[칠정]은 ‘兼理氣 有善惡’이므로 사단은 리에서 발한 선만 가리킬 수 있

지만 사단과 칠정을 리기로 나눌 수는 없다.133)

2. 주희의 ‘리지발, 기지발’은 맹자의 본지가 확충에 있고, 예기의 맥락에

서 칠정은 단속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134)

132) 기대승의 초기와 후기의 견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카하시 도오루가 처음 주장하였다.

다카하시 도오루는 기대승이 처음에는 이황의 주장을 비판하다가 결국 수용하여 타협하고

절충한 것으로 보는데, 기대승이 이황의 학설에 자신의 이론을 포함시키면서 논리적 일관

성과 사상적 정합성을 유지하지 못한 인물로 폄하하였다. 이상은(1973)도 기대승의 타협과

절충으로 이해하고, 성태용(2009)은 기대승의 양보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대승이 견해를 바

꾼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안영상, 퇴계 만년정론을 중심으로 본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

정논쟁 , 국학연구 15, 한국국학진흥원, 2009.; 남지만, 고봉 기대승의 사칠설 중 기발의

의미변화;리기의 기에서 기질의 기로 , 공자학 14, 한국공자학회, 2007.; 리기용, 사칠리

기논변 논고 , 동서철학연구 53, 한국동서철학회, 2009.; 성태용, 고봉 기대승의 사단칠정

론 , 철학과현실 26, 철학문화연구소, 1995.;이상은, 四七論辯과 對說, 因說의 意義 , 아
세아연구 16,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다카하시 도오루, 조남호 역, 조선의 유학

, 소나무, 1999. 기대승의 초기와 후기의 변화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논의

를 전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이황과 기대승의 이론자체는 공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낙진, 주리론으로 읽어본 기대승의 사단칠정론 , 퇴계학보
124, 퇴계학연구원, 2008.; 금장태, 퇴계의 리기론과 사칠론 , 종교와 문화 3, 서울대 종

교문제연구소, 1997 ; 이승환, 퇴계의 횡설과 고봉의 수설 , 퇴계학보 131, 퇴계학연구원,

2012.; 주광호, 퇴계 리발설-리의 능동성에서 도덕적 감정의 일상성으로 , 철학연구 47,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3. 등이 있다.

133) <고봉 제4서>, 後說 , “情之發也, 兼理氣有善惡, 而四端則專指其發於理而無不善者言之.

七情則固指其兼理氣有善惡者言之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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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절한 칠정은 사단과 같으므로 기발이라고 할 수 없다.135)

4.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를 사단과 칠정에 대응시키면 기질지성에 본

연지성이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칠정에 사단이 포함된다. 따라서 중절한

칠정이 사단이므로 사단은 칠정의 선일변일 뿐이다.136)

총론

1. 정[칠정]의 의미는 예기 악기 , 악기동정설 , 중용이 모두 동일하다.

중절여부로 선악이 나뉠 뿐이다.137)

2. 사단은 리에서 발한 선일변이므로 리발이고 칠정은 기질이 섞였으므로 기

발이다.138)

3. 성은 기질지성이다.139)

칠정이 발하여 중절하면 사단이다. 사단은 확충해야 칠정은 절제해야 한다

는 의미에서 리지발 기지발이다.140)

후설 과 총론 은 그 논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기대승은 정과 칠

정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은 기가 리를 겸한 것이고 따라서 선

도 있고 악도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존재하는 것은 모두 기이고 기의 작용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의 속성상 편차가 있어서 선악이 없을 수 없으며,

기가 작용하는 원리법칙이 있으므로 기가 리를 겸하는 것이다. 리기를 겸하

134) <고봉 제4서>, 後說 , “孟子論四端, 以爲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 夫有是四端, 而

欲其擴而充之, 則四端是理之發者, 是固然矣. 程子論七情, 以爲情旣熾而益蕩, 其性鑿矣. 故覺

者約其情, 使合於中. 夫以七情之熾而益蕩而欲其約之以合於中, 則七情是氣之發者, 不亦然乎.”

135) <고봉 제4서>, 後說 , “七情之發而中節者, 則與四端初不異也.”

136) <고봉 제4서>, 後說 , “蓋以本然之性墮在氣質之中, 故謂雜而言之. 然氣質之性之善者, 乃

本然之性, 非別有一性也. 然則鄙說謂‘七情之發而中節者, 與四端同實而異名’云者, 疑亦未害於

理也.”

137) <고봉 제4서>, 總論 , “喜怒哀懼愛惡欲之情也, 與中庸所謂喜怒哀樂者同一情也.…感於
物而動, 而善惡於是乎分, 則情之有善惡者, 亦可知也, 而喜怒哀樂發皆中節者, 卽所謂理也善也,

而其發不中節者, 則乃由於氣稟之偏而有不善者矣.”

138) <고봉 제4서>, 總論 , “夫四端發於理而無不善, 謂是理之發者, 固無可疑矣. 七情兼理氣有

善惡, 則其所發雖不專是氣, 而亦不無氣質之雜, 故謂是氣之發.”

139) <고봉 제4서>, 總論 , “蓋性雖本善, 而墮於氣質, 則不無偏勝, 故謂之氣質之性.”

140) <고봉 제4서>, 總論 , “然其發而中節者, 乃發於理而無不善, 則與四端初不異也. 但四端只

是理之發, 孟子之意, 正欲使人擴而充之, 則學者可不體認而擴充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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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악이 있는 정이 곧 칠정이므로 칠정과 사단을 상대시켜 놓고 리와 기로

구분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기가 저절로 발현하는 것이 정이고 발하여 과불급이 없이 즉 중절하면 사

단일 뿐이다. 중절한 칠정은 기가 리에 순종하여 드러난 것이므로 이때는 리

에서 발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칠정이 중절한 선일변으로 칠정에

포함된 것이다. 정이 칠정인 것처럼 성은 기질지성일 뿐이다. 본연지성은 기

질과 본연지성을 함께 말하는 것이므로 기질을 떠난 본연지성은 있을 수 없

으므로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상대시켜 놓을 수도 리와 기로 구분할 수도

없는 것은 사단칠정의 경우와 동일하다. 만약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의 관계를

사단과 칠정에 대응시킨다면 기질지성에 본연지성이 포함되는 것처럼 칠정에

사단이 포함[七包四]되므로 선일변으로 귀결된다.

후설 과 총론 에서 기대승이 사단은 확충하고 칠정은 절제해야 하기 때문

에 리발과 기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칠정이 발하여 중절한 것과

사단은 동실이명이라는 처음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기대승이

말하는 리발기발은 이황이 소종래의 차이로 말하는 리발기발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 주희가 말한 “사단리지발, 칠정기지발”의 취지를 확충과 절제라는 수

양론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것에 그친다. 기대승은 이황이 확정한

사단리발기수, 칠정기발리승의 명제를 거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 칠

정은 여전히 동실이명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이황의 사단과 칠정의 근원을

찾아들어가는 소종래를 부인하는 것으로, 기대승은 아예 소종래설은 타당하

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141)

141) <고봉 제4서> 후설 , “<自註> 各有所從來等語, 皆覺未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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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李珥의 비판

李珥(1536-1584)는 이황의 사칠론이 리와 기를 분리시켰다고 비판하는데,

자신의 리기론에 입각하여 특히 ‘리지발’은 완전히 부정한다. 기대승의 반론

에서 보듯이 기대승은 이황과 리기개념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이황의 사칠

론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기대승은 자신의 견해를 끝까지 일관되게 관철시키

지 못한 면이 있다.

이이는 성혼과 논변하는 과정에서 이황의 사칠론을 비판하지만 기대승에

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황과 나흠순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이는 이황의 논변상대가 되었던 기대승을 철저하게 무시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成渾은 “저는 퇴계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고, 고봉의 변설을 읽을 때마다 명백하여 의심이 없다고

여겼습니다.”142)라고 하였으니, 기대승의 변론이 오히려 이황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이는 기대승이 “거창하게 말이 많고(辨博宏肆)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잡

고 실천하는 공부는 없었다.”143)라고 평가하면서 학문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기대승의 사칠론에 대한 논의는 자신의 뜻에 정확히 부합한

다144)고 짧게 언급한 것이 있다. 기대승과 이이는 리기개념에 대한 이해가

유사하므로 사칠론의 논지전개에서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리기개념에 대한

이해도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이의 이황 사칠론 비판은 기대승의 논지를 확

142) 牛溪集 권4, 簡牘一 , <第二書>, “渾於退溪之說, 常懷未瑩. 每讀高峯之辨, 以爲明白無

疑也.”

143) 上同, “大升亦以經綸, 一時自負, 而其學只務辨博宏肆而已, 實無操存踐履之功.” ‘辨博’이라는

말은 魯나라 大夫 少正卯가 저지른 5大惡에서 유래된 것이다.(孔子家語, 始誅 ) 소정묘

가 공자가 섭정할 때 주살당했는데, 소정묘가 저지른 5대악은 ‘心逆而險, 行辟而堅, 言僞而

辨, 記醜而博, 順非而澤’이다. 이 중에 ‘거짓된 말로 변론하고(言僞而辨)’, ‘의롭지 못한 추한

것을 기억하여 넓게 안다(記醜而博)’을 합쳐서 辨搏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변박이 학문이

넓고 밝다는 뜻이지만, 소정묘와 같은 대표적인 악인의 악행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그 용례

들이 대부분 비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44) 栗谷全書 권47, 論心性情 , “余在江陵, 覽奇明彦與退溪論四端七情書, 退溪則以爲四端發

於理, 七情發於氣, 明彦則以爲四端七情元非二情, 七情中之發於理者爲四端耳. 往復萬餘言, 終

不相合. 余曰, 明彦之論, 正合我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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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키고 발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황의 철학이 리가 그 중심에 있다면 이이의 철학은 기가 그 중심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황에게 있어서 리에 비해 기는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이의 경우에 기가 중심에 있다고 해서 리를 부차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황의 경우에 보편적 범주인 리는 개별범주인 기를 규정짓고 생성하는 존

재이므로145) 기에 비해 근원적인 것으로 설정된다. 이것은 주희의 ‘理氣決是

二物’을 극단화하여 리 위주의 세계관을 수립한 것으로 리는 기의 규정자이

며, 기의 운동법칙이며, 논리적으로 기에 선행하는 근원적 실재이다.146) 이황

은 기에 대한 리의 선행성을 존재론적 차원을 넘어147) 기에 대한 리의 가치

론적 우위로 확장시키는데,148) 당시 보편적 질서의 강조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국한되며 인간에 있

어서도 리적인 영역과 기적인 영역의 엄격한 구분을 하게 된다. 인간이 지켜

야 할 도덕은 가변적이고 개별적인 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며, 보편적

가치인 사단도 리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사단이라도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는 반드시 기적인 것이 더해져야 유형화된다는 것을 리발기수의 명

제로 나타낸 것이다.149)

사단은 기를 통해 유형화되었더라도 천리가 구현된 것이므로 리발이다. 반

면 칠정은 개별적 감정의 표현이므로 기발이다. 다만 개별적인 범주인 기를

생성시키고 그 운동법칙이 되는 것은 리이고, 현실사물에서 리와 기는 분리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기발리승이라고 한 것이다. 칠정은 천리가 구현된

것이 아닌 개별적 범주인 기의 차원에서 드러난 감정이므로 그 근원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단칠정을 근원에서부터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천

리의 인욕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황은 리기개념

을 윤리적 관심에서 가치론적으로 이해하여 선의 근거로서의 사단을 칠정과

145) 退溪集 권25, 答鄭子中別紙 , “理動則氣隨而生”

146) 退溪集 권41, 非理氣爲一物辯證

147) 退溪集 권13, 答李達李天機 , “理本其尊無對, 命物而不命於物, 非氣所當勝也.”

148) 退溪集 권12, 與朴澤之 , “人之一身, 理氣兼備, 理貴氣賤.”

149) 허남진, 율곡 성리학의 형성과정과 기본구조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1. 25-27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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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본연지성에 배치하여 ‘사단리발’을 주장한 것이니 도덕성의 근거와

개인적 욕망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이는 리를 이념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기를 현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으

로 구분하였다. 리와 기가 보편성과 현실성 개념의 관계로 설정되면서 보편

적 원리는 개별 사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개별 사물은 보편적 원리 아

래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리와 기의 일체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리는

기와 함께 하는 것이고 기와 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이는 리와

기가 개념적으로는 구별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150)고 보는

데, 보편적 범주인 리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기에서 출발할

것을 주장한다. 현상적인 모든 것은 기와 기의 작용일 뿐, 리는 그 존재와 작

용에 내재한 보편성 내지 운동법칙일 뿐이다. 따라서 이황의 리발설과 같은

보편범주인 리의 현실적 구현은 어떤 식으로든 부정된다.

기대승은 사단과 칠정은 대립적인 관계로 볼 수 없으며 의미상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인 차이로 구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대승이 이황을 비판하

는 논점은 실제로 이이가 그대로 이어 받아 발전시켜 이론적으로 완결된 체

계를 구성한 것이다. 정원재 교수는 기대승이 제기하고 이이가 발전시킨 이

황 비판 논점이 지각설의 핵심 논점과 겹친다고 보아 이이의 심성론이 이황

과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곧 이황의 사칠론을 비판하는 논점이

기도 하므로 이이의 비판론은 여기에 입각해서 살펴보아도 될 것이다.151)

이이는 리무위 기유위의 성격에 근거해서 마음은 기, 본성은 리로 규정한

다.

有形有爲하면서 움직임도 있고 고요함도 있는 것은 氣이고, 無形無爲하

면서 움직임에도 있고 고요함에도 있는 것은 理입니다. 理는 비록 무형

하고 무위하지만, 기는 理가 아니면 뿌리 내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무위하면서 유형유위한 것의 주재가 되는 것은 理이고, 유형유위

150) 栗谷全書 권10, 答成浩原 2, “夫理之源, 一而已矣. 氣之源, 亦一而已矣. 氣流行而參差不

齊, 理亦流行而參差不齊. 氣不離理, 理不離氣. 夫如是則理氣一也, 何處見其有異耶? 所謂理自

理氣自氣者, 何處見者理自理氣自氣耶?”

151) 정원재, 지각설에 입각한 이이철학의 해석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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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무형무위한 것의 그릇이 되는 것은 氣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

다. 이런 까닭에 본성은 理이고 마음은 氣이며, 情은 마음의 반응입니

다.152)

유형하고 유위하며 동정하는 것이 기의 특성이다. 마음을 기라고 규정할

때, 유형유위하고 동정하는 것은 곧 마음의 움직임을 말한다.153) 마음이 기라

면 성은 리154)라고 하는데, 이것을 물과 물을 담는 그릇에 비유하여 기인 마

음이 본성을 담고 움직이며,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 정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情은 바로 마음의 움직임이니 氣의 기틀이 움직여서 정이 되고, 그 기

틀을 타는 것이 바로 理이다. 그러므로 理가 정 속에 있는 것이지 정이

곧 理인 것은 아니다.155)

이이는 정을 ‘마음이 움직인 것’으로 보는데, 마음이 움직인 정은 곧 기인

마음이 발한 것이므로 氣發이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긴 본성이 담겨서 함

께 움직이므로 理乘이다. 이이는 마음의 작용을 ‘기발리승의 한 길[氣發理乘

一途]’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性發爲情’도 理의 無爲라는 규정을 근거로 ‘기발

이승’이라고 한다. 理는 無爲이므로, 理인 性이 발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氣의

有爲를 빌려서야 가능한 것이므로 氣를 떠나서 정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으로 본다.156) 이이는 정을 비롯한 모든 마음의 작용은 기발리승 한 길 뿐임

을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이황의 리발설을 비판하게 된다.

이이는 이황의 사칠설을 ‘호발설’로 규정하고, 이황의 문제점은 바로 이 호

발에 있다고 본다. 이이가 보기에 마음의 작용은 기발리승 한 가지 밖에 없

는데, 여기에 다시 리발을 주장하게 되면 마음의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는 경

152) 栗谷全書, 권12, 答安應休 , “大抵有形有爲而有動有靜者, 氣也, 無形無爲而在動在靜者,

理也. 理雖無形無爲, 而氣非理則無所本. 故曰, ‘無形無爲而爲有形有爲之主者, 理也, 有形有爲

而爲無形無爲之器者, 氣也.’ 是故, 性, 理也. 心, 氣也. 情, 是心之動也.”

153) 정원재(2001), 83쪽.

154) 栗谷全書 권10, 答成浩原 4, “心中所有之理, 乃性也.”

155) 栗谷全書, 권12, 答安應休 , “情是心之動也. 氣機動而爲情, 乘其機者, 乃理也. 是故, 理

在於情, 非情便是理也.”

156) 정원재(2001), 92-94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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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둘로 분리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이는 이것을 내출외감설로 규정한

다.

가만히 이황 선생의 의도를 살펴보면, 사단은 마음속에서 발하고, 칠정

은 밖에서 자극받아 발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니, 이것을 선입견으로 삼

고서 주희 선생의 ‘理에서 발하고 기에서 발한다’157)는 말을 주장하고

길게 부연하여 많은 모순을 만들어 냈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이것은

바른 견해 중에도 하나의 흠이라고 탄식하곤 합니다.…천하에 어찌 자

극 받지도 않고서 마음속에서 저절로 발하는 정이 있겠습니까?…이제

만약 밖에서 자극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마음속에서 저절로 발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한다면, 이는 부모가 없어도 효성스러운 마음이 발하

고, 임금이 없어도 충성스러운 마음이 발하고, 형이 없어도 공경하려는

마음이 발한다는 것이니, 어찌 사람의 참된 정이겠습니까?…어찌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도 저절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발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

신병일 뿐이지, 사람의 정은 아닙니다.158)

사단은 ‘마음속에서 발(由中而發)’하므로 內出이고, 칠정은 ‘밖에서 자극받

아 발(感外而發)’하므로 外感이라는 것이다. 이황의 <제 1서>에 따르면 “사

단은 인의예지의 성에서 발하고(發於仁義禮智之性), 칠정은 외물이 몸을 접촉

해서 안에서 움직여 대상을 따라 나온다(外物觸其形而動於中, 緣境而出焉爾.)

라고 하였다. 그러나 칠정도 외물이 자극했지만 움직인 것은 안이다. 안이 움

직여서 나온 것이라면 역시 내출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마음속이 움직이

긴 했지만 그대로 인의예지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 욕

157) 이이는 ‘理之發, 氣之發’을 ‘發於理, 發於氣’로 바꾸어 쓴 것이다. 朱子語類 53:83, “四端

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

158) 栗谷全書, 권10, 答成浩原 1, “竊詳退溪之意, 以四端爲由中而發, 七情爲感外而發, 以此

爲先入之見, 而以朱子‘發於理, 發於氣’之說, 主張而伸長之, 做出許多葛藤. 每讀之, 未嘗不慨

嘆, 以爲正見之一累也.…天下安有無感而由中自發之情乎?…今若以不待外感由中自發者爲四端,

則是無父而孝發, 無君而忠發, 無兄而敬發矣. 豈人之眞情乎?… 安有不見孺子之入井, 而自發惻

隱者乎? 就令有之, 不過爲心病耳, 非人之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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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관련시켜 기발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내감이 아무런 자극 없이 마음속

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정이라고 한다면 이이의 말대로 마음의 병일뿐이지 정

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이가 이황을 비판하는 논점은, 이황이 결국

정이 형성되는 경로를 둘로 구분해서 본다는 것에 있다. 이황이 소종래가 다

르다고 하는 것은 정의 발생경로가 다르다는 것이니 하나는 내출 다른 하나

는 외감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비판하는 것이다. 자극이 있어야 그에 따

른 반응으로 정이 산출되며 이러한 과정은 단일한 하나의 경로로만 설명될

수 있는데, 이황은 소종래를 달리하면서 도덕적으로 순선한 정은 리인 본성

이 발한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이가 더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것은 ‘사단은 본연지성에서 나오고 칠정

은 기질지성에서 나온다’는 것에 있다. 이황이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본연지

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에 유비시켜 상응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사단은 본연

지성에서 나오고 칠정은 기질지성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성격은 사단칠정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소종래에 따

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단칠정의 근거가 되는 성에 본연과 기품

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본연과 기품의 차이를 곧 리와 기의 차이로 이해

하는 것이다. 결국 본래적인 마음과 신체적 욕구라는 기질[형기]에 제한된 마

음을 천리와 인욕의 구도에서 구분하고 그 각각을 리와 기로 포착한 것이다.

이황도 성은 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은 한꺼번에 존재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마음을 움직이는가에 따라 사단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칠정으

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황이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본연지성과 기

질지성에 유비시키는 것은 본연지성에서 사단이 나오고 기질지성에서 칠정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연지성이 성의 본래적인 측면으로서 리를

가리킨다면 기질지성은 기질의 측면인 기를 가리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질지성이라고 할 때는 이미 본연지성과 기질을 한꺼번에 가리키

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질 속에 본연지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사단칠정에 적용하면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된다는 칠포사의 논리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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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즉 사단과 칠정의 소종래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라면 그 관계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에 따라 사단과 칠정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이황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는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기대승은 이황이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본연

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에 유비시키면서 리와 기로 나누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고 한 것이다. 이후에 이익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되는데, 이익은 사

단과 칠정의 관계를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에 따라 설정하지 않는다.

이익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의 문제가 이황의 사단칠정이 공격받는 지점으

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식을 이황과 다르게 하게 된다.

이이는 본성이란 처음부터 理와 기가 합쳐진 것으로서 기질지성을 가리키

며,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에 깃든 理를 가리킬 뿐 별도의 본성이 아니라고 함

으로써, 이이는 기대승과 마찬가지로 사단과 칠정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단은 오로지 리만 말한 것이고, 칠정은 리와 기를 합하여 말한 것이며,

두 가지 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뒷사람들은 마침내 리와 기가

서로 발한다고 생각하였으니, <사단은 성 가운데 본연의 성을 말한 것과

같고, 칠정은 성을 리기를 합하여 말한 것과 같습니다. 기질의 성은 본성

이 기질 가운데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칠정은

실로 사단을 포함한 것이요, 두 가지 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 가지 성

이 있어야 비로소 두 가지 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情과 意를 두 갈래

[歧]로 보는 것과 리기가 서로 발한다는 설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

다.159)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두 가지 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단과 칠정을

두 가지 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황이 성에 두 가지가 있어서 각각

159) 栗谷全書 권20, 聖學輯要 2, <修己第二上>, 窮理章第四, 右通論心性情, “四端專言理七

情合理氣, 非有二情, 而後人遂以理氣爲互發. <細注; “四端, 猶性之言本然之性也. 七情, 猶性

之合理氣而言也. 氣質之性, 實是本性之在氣質者, 非二性, 故七情實包四端, 非二情也. 須是有

二性, 方能有二情.> 情意二岐, 理氣互發之說, 不可以不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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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단과 칠정이 나온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의예지의 성

에서 나왔다고 하고, 칠정은 형기가 접촉해서 마음을 움직여 나온 것으로 그

소종래를 구분한 것은 이미 정의 발생 근원인 성을 나눈 것이라는 혐의를 받

을 수 있다. 더구나 이황이 사단과 칠정의 소종래를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두게 되면 정의 선악은 사단과 칠정으로 드러나기 이전부터 그 근원과 경로

에 따라 본래적으로 판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물 중에 그릇을 떠나지 못하고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은 오직 물[水]입

니다. 그러므로 물만이 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물이 본래 맑은 것은

사람의 성이 본래 선한 것과 같고, 물을 담는 그릇의 깨끗하고 더러움

이 똑같지 않은 것은 사람의 기질이 각각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릇이

움직이면 물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할 때에 리가 타는 것이

요, 그릇과 물이 함께 움직여 그릇이 움직이는 것과 물이 움직이는 것

이 다름이 없는 것은 리와 기가 서로 발하는 차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

다. 그릇이 움직이면 물도 반드시 움직이지만 물은 스스로 움직인 적이

없는 것은 리는 무위하고 기가 유위하기 때문입니다.160)

리가 기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물이 그릇을 떠나지 못하는 것

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서로 발용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은 그릇이 먼저 움직이자 물이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물이 먼저 움

직이자 그릇이 따라서 움직이기도 한다는 논리이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161)

마음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으므로 그 움직임은 외부사물의 자극에 의해

촉발되며, 외부 사물의 자극에 따라 반응이라는 지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160) 栗谷全書 권10, 答成浩原 1壬申, “物之不能離器而流行不息者, 惟水也. 故惟水可以喩理.

水之本淸, 性之本善也. 器之淸淨汚穢之不同者, 氣質之殊也. 器動而水動者, 氣發而理乘也. 器

水俱動, 無有器動水動之異者, 無理氣互發之殊也. 器動則水必動, 水未嘗自動者, 理無爲而氣有

爲也.”

161) 栗谷全書 권10, 答成浩原 1壬申, “理不離氣, 眞如水不離器也. 今曰互有發用, 則是或器先

動而水隨而動, 或水先動而器隨而動, 天下寧有此理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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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은 본성의 리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자극과 반응이라는 지각이 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보아,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하나의 길[氣發理乘

一途]을 주장하였다. 결국 마음의 작용은 기발리승일도라는 하나의 길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황의 호발설은 부정된다. 이이는 기발리승일도에 따라

이황의 사칠설을 내출외감설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는 이황이 본연지성과 기

질지성을 구분하여 마음의 근원을 두 가지로 분리하였다고162) 본다. 이이는

이황의 사단리발 칠정기발을 호발로 규정하고, 이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호

발에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마음의 반응은 기질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미 반응할

때부터 악한 정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이는 악은 정의 발생과 함께 존재한

다고 보아 기미의 순간에 천리와 인욕이 드러난다고 설명한다.163) 따라서 악

한 정이 발생하는 것에 유의하지 않은 채, 정이 선하지 않음이 없다고 주장

하는 이황은 본연의 性情이 있음만을 알 뿐, 기를 겸한 性情 곧 기질의 제약

을 받는 性情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164) 이황은 사단은 본연

지성이 드러난 단서이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는 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같

이 정의 선함을 주장하게 되면 정을 방치하고, 정을 검속하거나 본성을 기르

는 공부는 없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정이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 정대로 내맡겨 행동한다

면 어찌 일을 그르치지 않겠는가?165)

그러므로 정이 和가 아니라 정의 德이 바로 和인 것이니, 정의 덕이란

바로 理가 정에 있는 것이다. 만약 정으로써 和라 한다면 장차 정욕대

162) 栗谷全書, 答成浩原 , “性旣一則情豈二源乎, 除是, 有二性然後方有二情耳. 若如退溪之

說, 則本然之性在東, 氣質之性在西, 自東而出者, 謂之人心, 此豈理耶, 若曰性一, 則又將以爲

自性而出者, 謂之道心, 無性而自出者, 謂之人心, 此亦理耶?”

163) 栗谷全書, 語錄 上, “問, ‘幾善惡’註, ‘天理固當發見, 而人欲亦已萌乎其閒’, 閒字之意未詳.

曰, 時人於此, 有或誤見, 以爲情之初發無不善, 而流而爲惡也. 此惑之甚者也. 此閒者, 乃天理

固當發見, 而人欲亦萌動於其閒之謂.”

164) 栗谷全書, 答安應休 , “近世儒者多曰, ‘情無不善, 而意有善惡’, 此徒知有本然之性情, 而

不知有兼氣之性情也. 徒知意之名, 而不知意之實也.”

165) 栗谷全書, 論心性情 , 권14, “若以情爲無不善, 任情而行, 則何嘗不敗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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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종하여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을 것이니 그것이 될 말인가?166)

이이가 보기에는 선한 정, 중절하여 조화롭게[和] 된 정이란, 성공적으로 理

를 좇은 정이며, 그렇지 못한 정은 모두 악한 정이다. 그런데도 이황은 본연

지성의 발함인 사단의 정이 선하지 않음이 없다고 봄으로써, 정을 방임하면

서 정을 검속하는 공부는 없이 무반성적으로 행위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황의 리발설에는 양명학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나흠순이 이황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다. 이이는 정을 의식으로 제어해야 한

다는 已發 중심의 견지에 서서, 본성이 그대로 선한 정으로 드러나도록 하자

는 이황의 未發 중심의 이론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166) 栗谷全書, 答安應休 , “是故, 情非和也. 情之德, 乃和也. 情之德, 乃理之在情者也. 若以
情爲爲和, 則將放情縱欲, 無所不至矣. 其可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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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李瀷의 四端七情論 재해석

1. 이익 사칠론의 성립 배경

李瀷(1681∼1763)은 서학과 전통 성리학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뚜렷한 사승

관계가 없이 家學의 영향아래에서 학문적 토대를 형성하였다.167) 이익의 학

문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학문적 연원의 규명은 아직도 많은 부분 과제로 남

아있지만, 근기 지역에서 퇴계학파의 중심인물로 이황의 학문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았다.168)

이익의 가문에서는 선대부터 가학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익은 태

어나자마자 부친169)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부친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없었

다.170) 중형 剡溪 李潛(1660-1706)과 셋째 형 玉洞 李漵(1662-1723)로부터 가

학을 전수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玉洞 李漵

이다. 이잠은 1706년(이익 26세) 元子의 보호를 주청하는 抗訴를 올렸다가 장

살 당하였으므로171) 이익이 중형에게 배운 것은 대략 26세까지라고 할 수 있

167) 이익 자신이 학문세계의 형성 과정을 밝힌 것은 아니므로, 학문연원에 대해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家狀 , 行狀 , 墓碣銘 등

에서 대체로 가학에 연원하고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168) 이우성, 한국 유학사상 퇴계학파의 형성과 그 전개 , 한국의 역사상(서울: 창작과 비평

사, 1982); 이지형, 실학파의 퇴계관-성호, 다산의 경우 , 퇴계학보(서울: 퇴계학연구원,

1982) 34집.; 이남영, 성호 이익의 퇴계관과 그의 실학론 , 퇴계학보(퇴계학연구원, 1982)
36집.; 문철영, 성호 이익의 사회사상과 그 구조 , 한국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한국사연
구회, 1986)

169) 이익의 부친 李夏鎭(1628-1682)은 갑인예송으로 남인정권이 들어설 때 남인의 핵심관료

로 부상하여 정국을 주도하였으며, 남인이 청남과 탁남으로 갈라졌을 때 청남인 허목 윤휴

의 편을 들었다. 1678년 陳慰兼進香使로 연경에 다녀오면서 수천 권의 책을 구입해서 돌아

왔다. 이익의 학문이 독서를 통한 자득으로 대부분 형성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장서에

힘입은 바가 클 것이다.(이성무, 성호 이익의 가계와 학통 , 한국실학연구 2, 한국실학
회, 2000. 9쪽.)

170) 星湖全集부록, 권1, 家狀 , “肅廟八年辛酉十月十八日, 先生生於大憲公謫所雲山郡, 翌年

壬戌, 大憲公卽世, 先生旣早孤.”

171) 肅宗實錄 32年 9月 20日, “自是日, 設庭鞫, 刑李潜. 大臣崔錫鼎徐宗泰, 禁府堂上趙相愚徐

文裕李東郁南弼星等按問. 中間, 潜乞解縛吐實, 而錫鼎等不肯盤問, 只加刑杖, 至十八次而徑

斃.” 윤재환, 근기남인 학통의 전개와 성호학 형성 , 온지논총 36, 온지학회, 2013.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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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2)

이서와 이잠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남인계 재야 지식인들과 활발한 교류

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다양한 학문분야를 탐구하여 일종의 예술인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한다.173) 이때 교류하던 이만부는 1697년 상주로

이거하여 유성룡 계열과 혼맥을 기반으로 영남의 퇴계학파와 인물들과 교류

를 넓혀 갔다.174) 이익이 영남 퇴계학파 인물들과 교류하는 데는 이만부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175)

이서의 행장에 따르면 그는 가학의 분위기를 문학[詞藻]에서 학문[詩禮]으

로 전환시킨 인물이며, 그의 학문을 이익이 계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176)

李秉休(1710-1776)의 기록도 이와 유사하다.177) 이러한 후손의 기록은 바로

가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잠의 장살이라는 커다란 시련으로 충격을

받은 이익이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대한 뜻을 접으려고 할 때 셋째 형 이

서가 학문적으로도 이익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한다.178) 이익의 학문적

기반이 되는 가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179) 이익은 홍도유고
172) 윤재환, 여주이씨 성호가계 지식전승의 일양상-옥동 이서를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6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3. 59쪽.

173) 이들의 강학활동을 서화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 있다. 차미애, 近畿南人 서화가 그룹

의 계보와 예술활동-17C 말,18C 초 윤두서, 이서, 이만부를 중심으로 , 인문연구 61, 경

산: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참조.

174) 이만부의 영남남인 교류는 다음 논문 참조. 김주부, 息山 李滿敷의 학문형성과 교유양상

일고찰-영남 남인계 학인을 중심으로- ,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175) 예를 들어 이익은 상주 출신 권상일과도 서신을 통해 교류하며 학문적 토론을 벌이는데

(星湖全集 권13, 答權台仲 갑인1734.) 권상일도 이만부를 통해서 이익의 집안과 이익에

대해 전해 들어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안병걸, 성호 이익의 퇴계와 영남에 대한 관

심-권상일과 편지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414쪽, 각주 6)참

조.)

176) 弘道遺稿附錄 行狀草[李是鉷] : “吾家性理之學, 實自先生刱始之. 星湖先生親炙其門, 而

大闡斯文, 貞山公萬頃公木齋公可山公, 又皆親炙於星湖而成德. 例軒公錦帶公柿軒公, 皆私淑於

家學而成道. 一變詞藻之習, 蔚爲詩禮之家, 溯其淵源, 則先生實有造端肇基之功云.”
177) 弘道遺稿附錄, 祭淸谿公文畧[貞山公所著] : “昔我仲父玉洞先生, 生于仕 之家, 而絶意名

利, 篤志爲學, 德成名立, 屹爲鉅儒. 至季父星湖先生繼起, 而斯文大闡, 斡詞翰之習, 而爲道學

之宗. 若原其刱始之功, 則實仲父先生也, 先生筆法亦名世.”
178) 星湖全集附錄 권1, 家狀 , 李秉休, “明年丙戌仲兄遭禍, 自是無意於世, 遂棄擧子業, 復從

第三兄玉洞先生及從兄素隱先生遊, 慨然有求道之志.”

179) 실제로 이익의 문집 중에는 이서와 주고받은 편지가 단 한 통도 없을 뿐 아니라 아들 李

元休의 문집에도 이서에 관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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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에서 이서를 스승으로 섬기며 지도받았던 일을 술회하고 있으며180),

나중에 李汝謙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있다.181)

이익의 학문이 가학에 근거하고 있고, 이서가 그 학문적 분위기를 변화시

키고 이익이 완성하였다고 한다면 이서와 이익의 학문은 연속되는 지점이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익이 이서로부터 전수받은 가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

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고, 이익의 사칠론이 직접 이서의 영향에

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다만 이서가 남긴 글 중에는 이

익의 사칠신편의 서문과 유사한 내용이 있으며, 이익이 나중에 사칠론을

논의하는 편지에서 가형이 자신과 생각이 같았다거나 가형에게 들었다는 언

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익이 이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

점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서의 문집 홍도유고182)에는 理氣, 심성 등에 관련한 내용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논의 구성이나 체계가 정밀한 것은 아니고 중복

되거나 전후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을 기록하고 미처 정

리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 사칠론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리가 主가 되고 기가 순종하여 따르므로 ‘理發氣隨之’라고 한 것이다.

기가 작용하고 리가 드러날 수 없으므로 ‘氣發理乘之’라고 한 것이다.

氣隨之라고 한 것은 기가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고 理乘之라고 한 것은

리가 단지 타고만 있는 것이다. 기가 순종하여 따르므로 성명에 근원한

것이라 하고 리가 단지 타고만 있으므로 형기에서 나온다고 한 것이다.

어찌하여 형기에서 생긴다고 하는가? 기가 리를 받들지 않고 스스로

180) 星湖全集 권50, 弘道先生文集序 , “余以藐小弟, 事先生於家塾, 只賴鞭繩之警覺, 不至於

畫地. 其津津誨音, 閱三紀尙猶盈耳, 彷彿見乎忘寢忘食立人達人氣像.”

181) 星湖全集 권17, 答李汝謙 辛酉1741, “其答李平叔者, 家兄亦致疑焉. 遺稿中有委曲之解,

佗日必有以取考矣.”

182) 홍도유고는 轉寫經緯가 分明하지 않은 寫本이다. 따라서 언제 누구의 손으로 어떻게

편집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장살당한 이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

루어 보아 이잠이 신원되기 이전에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이후에 수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편집자들이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비록 이익

이 서문을 썼지만 이 책 자체는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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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어찌하여 스스로 주장한다고 하는가? 주재가 없

는 것은 아니지만 中正의 본체가 빠진 것과 같아서이다.183)

이것은 이황의 ‘理發氣隨, 氣發理乘’의 명제를 해석한 것이다. 리발기수는

‘리가 주재가 되고 기가 순종하여 따르는 것(理爲主而氣順隨)’이며, 기발리승

은 ‘기가 작용하여 리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氣作用而理不能著)’이라고 하였

는데, 기발리승은 리가 기의 주재가 되지 못하여 기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으

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때의 리는 ‘단지 타고만 있다(理徒乘)’라고 한 것이다.

리가 타고 있다면 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가 리를 따르지 않고 스스

로 주장한다는 것인데, 리가 있으므로 리가 기를 주재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中正의 본체가 빠진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기가 리를 따르면

리발이고, 기가 리를 따르지 않으면 기발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中正’의 개념

을 도입한 것은 독특한 해석이다. 그러나 기가 리의 주재를 따르지 않는 이

유를 중정의 본체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정의 본체’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리발과 기발의 차이를 리의 주재여부로 구분하는 것

이 아니라, 주재는 항상 있지만 주재의 본체를 다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주재가 있으면서 중정의 본체가 빠졌으므로 기가 스스로를 주장하게

되고 그것을 기발리승으로 본 것이다. 다만 사단은 性命에, 칠정은 形氣에 관

련시키는 것은 인심도심으로 사단칠정을 해석하는 입장으로 이익과 공유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서는 리와 기가 각각 동정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리발과 기발을 다

시 설명하고 있다.

리가 움직이면 기가 움직이니 기가 움직이면 리는 그 안에 있다. 리가

움직이면 기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기가 움직이면 리가 그 안에 있다

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주자가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

183) 弘道遺稿 권10, 「四七」, “理爲主而氣順隨, 故曰理發氣氣隨之. 氣作用而理不能著, 故曰

氣發而理乘之. 氣隨之云者, 氣順隨也, 理乘之云者, 理徒乘而已. 氣順隨, 故謂之原於性命, 理

徒乘而已, 故謂之生於形氣. 何謂生於形氣, 氣不承理而自謂主張也, 何謂自爲主張, 非無主宰,

而中正本體之闕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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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가 발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퇴계는 덧붙여서 “사단은 리가 발하

여 기가 따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탄다”라고 하였으니 리가 발

하면 기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가 발하면 리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리가 발용할 때 기가 따름이 없고, 기가 발

용할 때 리가 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그 묘맥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각각 그 주가 되는 바가 있음이 분명하다.

舜典에 “人心惟危 道心惟微”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근원[原於性明]과 발

생[生於形氣]으로 연유하여 각기 명칭을 세운 것에 지나지 않으니 사단

과 칠정의 모습의 다름과 운용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주자의 말이 아니

면 사단과 칠정의 근원과 발생의 까닭을 밝힐 길이 없고, 근원과 발생

을 모르면 위태로움과 은미한 까닭을 알 길이 없고, 퇴계의 말이 아니

면 주자의 남은 뜻을 밝힐 길이 없으니 이것이 속언에 이른바 금상생

화이다. 율곡도 리기설이 있지만 이 맛을 알면서도 어찌 상반됨이 심한

것인가?184)

여기서는 사단과 칠정의 차이를 성명과 형기라는 묘맥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역시 인심도심과 사단칠정을 결합시키는 해석방식이다. 이서는 리

가 주재 운용하는 점은 강조하지만 모든 작용성을 전적으로 리에 귀속시키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익은 모든 작용성은 기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이이의

기발리승일도설에 대응하여 기의 작용성을 부정하고 오로지 리의 작용성만

있다는 것을 주희의‘ 리유동정 기유동정’으로 설명한다. 이서는 리과 기에는

각각 동정하지만 그 동정이 리와 기가 분리되어 각자 별개로 동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발기발도 설명한다. 이것은 기발만 주장하는 이이를 비판하고

리기호발을 주장하는 이황을 옹호하려는 것이다.

184) 弘道遺稿 권7, 잡저, 辨理氣四七說 , “理動而氣動, 氣動而理在其中, 言理動則氣之動可知

矣, 氣動則理在其中可知矣. 朱子曰;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 退溪足之曰; ‘四端理發而氣隨

之, 七情氣發而理乘之’ 言理發則氣之隨可知矣, 言氣發則理之乘可知矣. 非謂理發用時, 無氣之

隨, 氣發用時, 無理之乘. 此不過因其苗脉之異, 明其各有所主也. 舜典曰; ‘人心惟危, 道心惟微’

此不過因其原生而各立其名, 以著四七頭面之殊, 運用之異. 非朱子之言, 無以明四七原生之故,

不知原生, 無以明危微之故, 非退溪之言, 無以發明朱子之餘意, 此諺所謂錦上生花也. 栗谷亦有

理氣之說, 能知此味乎否, 何相反之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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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심도심으로 사단칠정을 해석하는 것은 이익 사칠론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미 이서의 글에서도 그러한 단초가 발견된다. 이서의 인심도심에 관한 다

른 글에서는 ‘인심이라도 곧 도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형기의 자극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비

록 상지라도 인심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올바른 것에 머물고 사사로

움으로 흐르지 않으면 비록 인심이라도 곧 도심이라고 할 수 있다.185)

인심이라도 도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이의 인심도심종시설과 유사한 점

이 있다.186)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성명의 바름에서 곧바로 나왔더라도 혹은 순응

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사로운 뜻이 개입되면, 이것은 도심으로 시

작했으나 인심으로 끝나는 것이다. 혹은 형기에서 나왔으나 정리를 거

스르지 않으면 진실로 도심에 어긋나지 않는다. 혹 정리에 어긋났더라

도 그릇됨을 알아 굴복시켜서 그 욕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심

으로 시작하여 도심으로 끝나는 것이다.187)

이이는 인심과 도심의 형성도 氣發理乘의 현상으로 설명하므로, ‘형기’ 또

는 ‘기’가 가리지 않아서 본연의 성명이 그대로 드러나 도심이 되었다고 한다.

이이는 인심과 도심을 기를 주체로 삼아 설명하는 것으로 도심과 인심은 본

연의 기가 발했는지, 아니면 본연에서 변한 기가 발했는지의 차이로 본 것이

다.188) ‘인심을 도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인심을 인욕으로 여기

185) 弘道遺稿 권6, 論人心道心 , “凡有生則不能無形氣之感, 故曰雖上智不能無人心. 然止於

正而不流於邪, 雖人心便可謂道心也.”

186) 이러한 유사성을 포착한 연구는 다음 논문 참조. 윤재환, 玉洞李漵의 理·氣對立的思惟樣

式과 그 意味 , 동양고전연구 57, 동양고전학회, 2012. 197-198쪽.

187) 『栗谷全書』 권9 答成浩原 7(답1서), “今人之心, 直出於性命之正, 而或不能順而遂之, 閒

之以私意, 則是始以道心, 而終以人心也, 或出於形氣, 而不咈乎正理, 則固不違於道心矣, 或咈

乎正理, 而知非制伏, 不從其欲, 則是始以人心, 而終以道心也.”

188) 정원재, 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120-131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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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리-인욕의 구도에서 인심도심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이

가 인심도심종시설로 말하는 것은 사단과 칠정은 인심도심설과 논리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하기 때문인데, 이서는 인심도심과 사단칠정을 동일한 논리구

조로 이해하면서 인심이 도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차이가 있다.

이서가 심성론에 대해 비록 치밀하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사칠, 인심도심 등에 대한 논의는 이익에게 전달되

면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잠의 비극적인 죽음

은 이서의 학문관을 바꾸어 놓았고 이익이 퇴계학으로 정향하게 되었던 계기

이다. 이서가 리기 심성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황의 사칠설에 대한 나름대

로 견해를 피력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익은 四七新編 後論 에서 율곡학파 중 宋浚吉(1606-1672)과 趙聖期

(1638-1689)를 지목하여 문제 삼는다. 송준길은 宋時烈과 함께 金長生의 문하

에서 공부하여 이이의 학설을 계승하는 기호학파의 주요한 학통을 형성한 인

물이다. 이익은 송준길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예전에, 일가 사람 아무개가 나에게 말하였다. “일찍이 宋敬甫[宋浚吉]

의 同春集을 보니 그의 장인 鄭愚伏[鄭經世] 선생이 붙인 한 조목이

있었는데, 사단과 칠정의 설명은 도산을 버리고 율곡을 따르니, 허다한

증가가 있다고 하였다.” 당시의 문인과 자제들은 모두 감히 비난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러서 정설이 되었다.189)

송준길은 鄭經世(1563-1633)의 사위이다. 정경세는 유성룡을 통해 이황의

학맥을 이었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유성룡은 조목, 이덕홍, 김성일과 함께

이황의 학통을 이은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유성룡 학맥은 정경세, 柳元之, 柳

尋春 등으로 계승되었는데, 정경세가 이이의 설이 옳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경세는 송준길의 스승 金長生(1548-1631)과 학문적 교류가

많았고, 학문적 견해를 주고받은 것이 각각의 문집190)에 남아있다. 리기심성

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고 대부분 예설인데, 김장생이 이이의 理氣一物混融

189) 四七新編 後論

190) 愚伏集, 권14, 金沙溪經書疑問辨論 ; 沙溪全書, 經書辨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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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을 주장한 데 대해 정경세는 理氣二物說191)을 주장하고 있으며, 리와 기의

현실적 관계에서는 선후를 말할 수 없지만, 推本을 강조하여 理先氣後의 입

장192)을 견지한다. 또한 사칠론에 관해서 이황의 사단리발기수, 칠정기발리승

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주희의 본설이 낫다고 보았다.193)

성인의 性은 고요하여 천리가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칠정이 드러남이

역시 순수하게 천리가 됩니다. 맹자의 즐거움[喜], 문왕의 분노[怒]는

어찌 理에서 발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194)

칠정은 形氣에서 나오지만, 맹자가 즐거워 잠들지 못하고, 순임금이 四

凶에 분노하며, 공자가 안연의 죽음을 애통해 한 것은 모두 天理에 부

합하는 것입니다. 칠정이 포함하는 것은 넓어서 때로 형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性命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명은 오직 사단으

로 귀결됩니다.195)

위의 두 가지 인용문은 정경세가 반드시 이황의 학설에 근거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는 혐의를 두게 되는 내용이다. 이익은 직접 정경세의 우복집을
확인하고 정경세의 이 같은 논의에 이견을 달지 않고 그대로 이황의 학설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대신 子夏가 공자 사후 서하에서 강학하던 때 曾子가

자하를 꾸짖은 일196)을 들어 정경세가 이황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 일은 정

191) 愚伏集 권14, 金沙溪經書疑問辨論-大學 , “理氣本非一物, 但以未嘗相離, 故謂之混融無

間耳. 詳無間兩字, 則其爲二物明矣, 栗谷必不以理氣爲一物, 竊恐高明記得錯耳.”

192) 愚伏集 別集, 권2, 思問錄 , <易學啓蒙傳疑疑義>, “天下未有無理之氣, 亦未有無氣之理,

故無先後之可言. 然若必欲推本而論, 則須說先有理.”

193) 愚伏集 권11, 答曹汝益 , “喜之理在中, 故發而爲喜, 怒之理在中, 故發而爲怒, 無其理則

何以發乎? 理爲之本, 而氣爲之用. 乃天地陰陽造化之妙, 七情何獨不然, 朱子所謂理之發氣之發

云者, 特各以其主張者言之耳. 非謂四端無氣而七情無理也. 如此則性情之爲體用, 乃有二樣, 全

不成造化矣. 是以李先生始有氣隨理乘之說, 而終則曰不如用朱子本說之爲無病也.”

194) 愚伏集 권11, 答曹汝益 , “聖人一性湛然, 全是天理, 故七情之發, 亦純是天理, 孟子之喜,

文王之怒, 何嘗不發於理也?”

195) 愚伏集 別集, 권3, 經筵日記 , “七情出於形氣, 而如孟子之喜而不寐, 舜之怒四凶, 孔子之

慟顔淵, 皆合於天則蓋七情所包者廣, 或出於形氣, 或出於性命, 性命則專歸於四端也.”

196) 四七新編, 「後說」, “及其歿, 不再傳而異說起, 至使西河之人疑. 汝於夫子習聞其說者, 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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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의 잘못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이러한 것은 이익의 학문적

지향이나 이황에 대한 존숭의식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황의 학맥을 계승하는 영남 퇴계학파가 형성되면서 안동을 중심으로 유성

룡, 김성일, 조목, 정구계열이 각각 분파되어 있었다. 이만부는 17 중후반 영

남 퇴계학파의 동향이 영남의 퇴계학파는 예안은 조목계열, 안동 서쪽은 유

성룡계열, 안동 동쪽은 김성일계열로 분파되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데,197) 정경세는 안동 서쪽 상주지역의 유성룡계열이다. 조선후기 영남학파의

주도권은 대체로 조목계-유성룡·정경세 계열계-정구·장현광계열-김성일·이현

일계열로 바뀌어 나갔다. 유성룡·정경세 계열이 주도하던 때는 대략 17세기

중반까지인데, 이 시기에 영남학파는 이이의 학맥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

고 정치적으로 남인에서 서인으로 전향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들은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론, 예송 등 조선후기 정치사의 주요현안에서

영남지역의 서인공론을 대변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남 남인 내부에서 크고 작

은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갑술환국(1694)

이후에는 서인계 원우 건립을 추진하여 이이의 기호학맥의 확산운동으로까지

진전시켜 영남학파의 정치적 분열이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숙종

후반을 거쳐 영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198) 이만부는 당시 영남 퇴계학파의

분파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익은 이만부를 통해 이러한 동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익은 정경세가 이이의 학설을 따랐다거나 옳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이익은 영남지역 내에 기호학맥의 서인세력이 확산되어 있

었다는 것과 이에 따라 이이가 이황의 사칠설을 비판한 것뿐만 아니라 이이

가 옳고 이황이 틀렸다는 생각도 함께 널리 퍼져 있던 것을 익히 알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199) 이익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실 무근의 소문일 뿐만

筆之於書, 曰: ‘吾師亦嘗云爾.’ 嗚呼! 不察而已矣.”

197) 息山集, 권18, 退陶淵源筆帖跋 , “今江右上游之論, 主西厓而及于愚伏. 星山以下之論, 主

寒岡而及于旅軒. 永嘉一帶, 幷稱厓鶴, 而宣城人最尊月川. 故陶山配食, 惟月川一人而已.”

198)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의 정치적 분화-유성룡, 정경세학맥과 정구, 장현광학맥을 중심

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40, 2007. 220-229쪽 참조.

199) 四七新編, 「後說」, “夫四七之爲世大議論者, 久矣. 設使先生, 旋言旋改, 果有就栗之擧,

諸門人子弟, 皆不得與聞, 而獨密付單傳, 未嘗一字見於頻繁往復之間, 待易策然後, 始乃騰諸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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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날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송준길이 기록하여 전하는 것이 이외

에 다른 출처는 없었기 때문이다. 김장생의 학문에 대해서 ‘捨陶取栗’200)이라

고 평하였던 것도 송준길이고, ‘정경세가 이황보다 낫다(過退陶)’는 말이나 정

경세가 ‘이이의 학설이 옳다(栗谷說爲是)’고 했다는 말을 기록해서 전한 것이

모두 송준길이다. 퇴계학파와 율곡학파가 각각 이황과 이이의 철학적 입장차

이로 갈라진 것이지만, 당시 이이는 옳고 이황은 틀렸으며 학자들이 이황을

버리고 이이를 따른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더 이상 학문적 문제만이 아

니라고 할 수 있다. 이익은 영남지역에서 이황의 재전제자인 정경세에게 이

러한 혐의를 씌운 죄과를 송준길에게 돌리고, 이황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확

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이익이 자신의 학문적 입지를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영남학파는 유성룡계열이 일부 서인으로 전향하면서 분열

양상을 보였다면 김성일계열은 영남남인의 세력을 규합하고 이이의 학설에

반박하여 이황의 학문을 옹호하고자 하였다. 김성일계열이 점차 영남 퇴계학

파 내에서 부상하며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김성일계열의 李玄逸

(1627-1704)은 남인의 결속을 넘어 그 세력을 근기지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

었다.201) 이때 이현일이 규합한 인물이 허목, 趙絅(1586-1669), 尹夏濟(윤휴의

아들) 그리고 이만부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의 송준길 비판은 율곡학파

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는 면도 분명하지만, 영남학자들 특히 김성일계열의

퇴계학파를 향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이익은 30대 중반(1716년경)에 사칠신편을 썼는데, 이익의 문집을 살펴보

면 신편에서 정리한 사칠론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거나 부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익이 사칠신편이라고 책이름을 붙여 ‘새로운 이론[新說]’이라

耳, 把作 柄者, 何哉? 向者以退溪之望, 尙不解一時之惑. 今愚伏要亦非聖人地位, 未必擧以爲

定論. 然揍無作有, 簧鼓衆舌, 擧一世迷其是非之眞, 則不無操其機者存焉, 是甚可歎.”

200) 沙溪遺稿 권11, 附錄[上] 祭文 (宋浚吉, 李惟泰, 宋時烈 等), “論太極則是朱而非陸, 辨理

氣則捨陶而取栗, 講宗禮之大經, 而主洙泗之微旨, 參河南之的論.” 송준길은 ‘사도취율’이라고

한 것이 이황을 폄하하려는 뜻이 없었음을 변명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역시 이황이 틀

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201) 신항수, 18세기 후반 근기남인의 퇴계학 수용과 성호 학파의 성립 , 한국실학연구 8,

2004.; 금장태, 성호의 퇴계학 인식과 계승 , 국학연구 21, 한국국학진흥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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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데에는 그 ‘이전의 이론[舊說]’에 대해 스스로 주장을 세웠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구설이란 이익 이전의 모든 사칠론 이론을 포함하겠지만, 무

엇보다도 이황과 기대승, 이이와 성혼의 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황과 기대승 그리고 이이와 성혼의 사칠설과 인심도심설은 각각 특징이 있

는 만큼 그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황과 성혼이 유사하고

이이와 기대승이 비슷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이는 기대승이 논변과정에서 제

시한 주장을 발전시켜 이론적으로 정밀화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차

이점을 대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황과 성혼의 대한 흔한 오

해 중의 하나가 성혼이 이황의 사칠설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

서 대부분 성혼과 이황의 이론적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성혼을 이황과 이이

철학의 절충론자로 규정한다.202) 그러나 성혼은 이이의 이론에 근거하여 인

심도심 사단칠정을 논하고 있는 것이므로 표면적으로 이황의 호발설을 지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칠정이 인심이라는 것 이외에는 이황과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호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사단과 칠정을 구분한

다고 해서 모두 이황의 사칠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03)

이익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다.

근세에 퇴계를 존숭한다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존경하는 태도를 다하면

서 사단칠정, 인심도심을 논의할 때는 거리낌 없이 배척하여, [성혼은]

“이것은 도리가 집결되어 있는 곳이고 핵심처이니, 여기에서 어긋나면,

어긋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고, [이이는] “이것은 是非, 邪正이

202) 성교진, 율곡과 우계의 성리학논변 , 율곡사상연구1, 율곡연구원, 1994; 윤사순, 우계

철학의 입장과 성격 , 성우계사상연구논총, 우계문화재단, 1991.; 송석구, 이이와 성혼의

성리학 비교 , 성우계사상연구논총, 우계문화재단, 1991, 안은수, 성혼과 이이의 리기론 ,
동양철학연구 19, 한국동양철학연구회, 1999.; 이동희, 우계 성혼의 성리설과 조선후기

절충파 , 우계학보 22, 우계문화재단, 2003.; 황의동, 우계와 율곡 , 우계학보 24, 우계
문화재단, 2005.

203) 성혼의 인심도심과 사칠론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최천식, 성혼의 인심도심공발설

, 태동고전연구 3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4. 성혼을 절충론자로 규정하는 것에

반박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기현, 우계의 사단칠정설에 대한 재조명 , 우
계학보 19, 우계문화재단, 2000.; 유연석, 우계 후학의 율곡 성리학 이해와 비판 , 율곡사

상연구 23, 율곡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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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는 곳이다.” “여기에서 어긋나면 대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르렀다.204)

이익이 보기에 이이와 성혼은 ‘이황의 이론은 대본에서 부터 잘못되어 착

오가 있는 것’으로 몰아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익의 시각에서는 이이뿐만

아니라 성혼도 이황의 이론과 배치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의 학술은 이황과 완전히 다른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익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 사칠론 관련된 글205)은 많지 않은 편이고, 이

익의 公私 개념에 주목한 연구206)와 心論207)에 관련된 연구도 있다. 이익은 
신편을 통해서 이이의 이론을 철저히 논파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율곡학파와의 접점이 거의 없다. 더구나 이황의 사칠론을 일부

수용하는 조성기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익의 사칠론이 이이의 설을 따랐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

다.

현재 남아 있는 四七新編208)은 重跋 이 수록된 것이다. 사칠신편은
앞에 서문이 있고,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미에 부록으로 이황, 기대

204) 四七新編, 「後說」, “近世尊退溪者, 外極崇高, 而及論此, 不憚肆爲譏斥, 至曰: ‘此道理築

底處, 大頭腦處, 於此錯, 則無不錯矣.’ 曰: ‘此分是非邪正處. 於此差卻, 則不識大本, 更做甚

事?’”

205) 김용걸, 성호 이익의 철학사상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89.; 송갑준, 성호 이익의 사단

칠정론 , 사단칠정론, 서광사, 1992.; 이상익, 성호의 사단칠정론-사칠신편을 중심으로,
퇴계 율곡과 관련하여 , 한국철학논집, 7 8, 1999. ; 안영상, 성호 이익의 사단칠정설 , 
동양철학 11, 한국동양철학회, 1999.; 안영석, 성호 이익의 이기심성론 탐색-퇴계학적 이

기심성론의 계승과 변용에 관하여 , 철학논총34, 새한철학회, 2003.
206) 권향숙, 公 私 개념을 통해 본 李瀷의 철학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김선희,

｢이념의 公에서 실행의 私로｣, 한국사상사학 45, 한국사상사학회, 2013.; 김종석, ｢조선유
학에 있어서 ‘公’의 이념과 그 전개｣, 한국실학연구 26, 한국실학학회, 2013. 등이 있다.

207) 문석윤, 星湖 李瀷의 心說에 관하여: 畏庵 李栻의 堂室銘 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철학연구 86, 고려대 철학연구소. 2009.; 임부연, 성호 이익의 心學:心經附註疾書를 중

심으로 , 한국문화 65,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4,; 김선희, 신체성 일상성 실천성 공공

성:성호 이익의 심학 , 한국실학연구 28, 한국실학학회, 2014.
208) 이익의 四七新編은 1권 1책의 필사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84년 驪

江出版社에서 출간한 星湖全書 제7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1999년 이상익 역 역주사칠신
편 말미에도 원본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 본문에서 사칠신편은 신편으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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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이이에 대한 의문을 따로 기록하였으며, 후설과 중발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209)를 살펴보면, 사단에 해당하는 항목보다 칠정에 해당하는 항목이 훨

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익은 ‘사단’을 중심축으로 사칠론 체계를 재구

성하고 있다. 비록 이익이 이황의 사칠론의 구도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단’을 칠정과 구분하는 점은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칠

정도 ‘리발’이라고 하게 되면 칠정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의

논의가 사단이 아닌 칠정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칠정을 논의하려면 예기의 7정과 중용의 4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

아야 하는데, 예기와 중용의 맥락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대승으로부터 제기된 성인의 칠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발전한

공칠정 논란과 이로 인해 이익의 사칠론에 대한 견해가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익에게 칠정과 관련된 논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이이를 비

롯한 율곡학파의 비판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칠정을 거론하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이이의 경우에도 맹자의 사단은 쉽게 부정할 수 없

지만 문제는 이것과 칠정의 관계에 있다. 칠정을 정의 총칭으로 이해하고 그

중에 절도에 맞는 것만 사단으로 인정하게 되면 사단과 본연지성의 실재성이

부정되고 결국 맹자의 취지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칠신편의 서문에서는 순임금의 인심도심을 맹자는 사단을 위주로 설명

하고 예운 에서는 칠정을 위주로 설명한 것이고, 주희의 仁說 과 정자의

好學論 에서 각각 사단과 칠정을 부연하였으며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

는 명제로 주희가 종합한 것으로 말한다.210) 이익은 심학의 계보가 舜임금의

209) 1장부터 11장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四端字義 2.七情字義 3.四端有不

中節 4.聖賢之七情 5.四七有相似處 6.七情橫貫四端 7.四七有異義 8.七情便是人心 9.七情聽命

於四端 10.七情亦無有不善 11.七情亦有因道心發

16 장 중 1-11장이 사칠을 분석한 내용이고, 12장은 情의 논의가 다양한 것에 대한 기술이며,

13장부터 15장은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13 乘舟喩는 리와 기를 사람과 배에 비유한 것으

로 이익 자신의 사칠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14 水月喩는 기대승과 이이에 해당하는 비유이

고, 15 演乘馬說은 이황의 인승마비유와 이이의 승마설을 부연하는 것으로 이이의 비판에

초점이 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 이익, 기대승과 이이 그리고 이황의 사칠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비유로 의미가 있다.

210) 四七新編 序, “舜有人心道心之訓, 學者祖此爲頭腦, 各有所指, 互明厥義. 孟子主言四端,

禮運主言七情, 好學論述禮運, 仁說述孟子. 其言不翅詳盡, 其義若可以炳然,…故朱子所謂‘四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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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心道心211)에서 출발하여 주희의 인심도심 或生或原論을 거쳐 이황의 사단

칠정론으로 이어진다고 파악한다.212) 이것은 주희의 인심도심설에 근거해서

이황의 사칠론을 해석하여 자신의 사단칠정설을 정립하므로 결국 순임금-주

희-이황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익 자신이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익은 사칠신편 附錄에서 이황, 기대승, 이이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
히면서 자신의 입장을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이익은 이황의 사칠론에 대해서

도 두 가지로 의문을 제기한다. 이익은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은 두 가지 성이

아니다.’라는 것과 ‘칠정을 벗어나서 사단은 따로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讀退溪先生書記疑>의 내용으로 이황과

달라지는 변곡점이다.

이황이 사단과 칠정을 성의 본연과 기품의 관계와 일치시켜 리와 기로 나

누는 것을 이이는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두 가지로 나눈 것으로 이해

한다. 이황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두 가지 성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의 소종래를 논의하면서 성에 그 관계를 유비시켰고, 사단이 본연

지성에 발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칠정은 기질지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이가 지적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이는 이황

의 사칠론을 내출외감설로 규정하고 그 논거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

한 것을 들어 호발설을 무력화시킨다. 이 때문에 마음의 근원을 둘로 나눈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며, 퇴계학파는 이황의 사칠론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취약한 고리로 인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익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대

립적 구도로 상정하여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유비시키지 않는다. 이익은 본

연지성을 리, 기질지성은 리와 기를 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기질지성만 존

재론적으로는 리와 기의 합이라는 점에서 이황과 차이가 있지만, 기질지성

속에는 리가 있고 이것이 이익이 말하는 본연지성이다. 현실적인 성은 기질

理之發, 七情氣之發’二句, 爲總會之公案, 而參以衆說, 無罣礙之患矣.”

211) 書經, 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堯임금이 舜임금에게 왕위

를 넘길 때 ‘允執厥中’이라는 말만 전했는데 舜임금이 禹임금에게 정권을 이양할 때 ‘允執

厥中’ 앞에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이라는 12글자를 덧붙인 것이다.

212) 星湖全集 권14, 答權台仲 乙丑1745, “舜有人心道心之訓, 此心學之祖宗, 朱夫子釋之以

或生或原. 則開示無蘊而盛水不漏也. 至老先生論四七, 必引此爲左契, 此便是這話初非有兩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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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뿐이지만 거기에 주재하는 리(본연지성)이 있으므로 사단과 칠정은 모두

리에서 나온 것이다. 기질지성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이

와 유사해보이지만, 이익의 본연지성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은 바로 본연지성인 리가 직출한 것과 형기를 거친 것의 차이에서 사단

과 칠정, 인심과 도심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사단과 칠정 인심과 도심으로 나

뉘더라도 언제나 리가 주재하고 드러난다는 점은 같고 이것이 이익이 말하는

理發氣隨一路說이다.

이익이 말하는 기질지성 안에는 리[본연지성]이 그대로 녹아있고 사단이든

칠정이든 리발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을 소종래에 따라 구분될 수

없다. 사단과 칠정이 나온 곳은 어디까지니 하나의 성[理]일 뿐이므로 사단칠

정의 소주와 소종래를 따질 이유가 없어진다. 대신 사단과 칠정의 성격이 처

음부터 다르게 보기 때문에 ‘칠정 밖에 사단이 별도로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익은 기대승에 대해서는 감정의 근원과 발현, 중절의 문제 등을 잘못 이

해하고 있으므로 후설 · 총론 에서도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고 중절한 칠정

의 선일변이 사단이라는 주장을 고수한다고 비판한다.213) 특히 감정의 발현

과 중절의 문제는 기대승이 중절한 감정과 기준자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이에 대해서는 <讀李栗谷記疑>에서 이황의 사단리발설을 무력화시

키기 위해 동원하는 모든 논의를 이익은 비판하고 부정한다. 따라서 기발리

승, 리통기국으로 모든 활동성을 기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 이익은 모든 것

은 ‘리의 작용’이며, ‘리가 단독으로 기없이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氣發理乘과 理通氣局을 전면 부정한다.

신편은 公私 개념과 人心道心으로 사단칠정을 해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성인의 칠정이 문제가 되는데, 성인의 칠정은 사적인 형기에서 나온

것이지만 타인을 향한 감정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

다. 신편 에서 성인의 칠정은 기발로 확정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므

로 61세(1741년)에 重跋 을 작성하게 된다.

중발 에서는 성인의 칠정을 리발이라고 하였는데, 그 견해가 반대에 부딪

213) 四七新編附錄, <讀奇高峰四七說記疑>, “發者, 自是發也; 中節者, 自是中節也 恐不可以

中節論發也。若喜怒之中節者, 謂發於理, 而與四端不異, 則惻隱羞惡之不中節, 亦發於氣而與七

情不異乎? 抑高峰之變其初說, 先生之許其見得, 果何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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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자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음해인 1742년에 ‘三段說’을

제시하게 된다. 삼단설은 중발 을 쓰고 난 다음해 중발 을 반대하는 윤동

규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것으로 情을 一己之私, 同體之私, 發於義理의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삼단설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또한 중발 에서는 사단과 칠정을 心氣와 形氣라는 기의 차이로 구분하

는 새로운 해석 방식을 제시한다.

이익은 삼단설 이후로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사칠론에 대한 견해를 주고

받았지만, 공칠정 이외에는 변동이 없다고214) 하였고 실제로 크게 달라진 것

이 없다. 이후의 논의는 신편에서 말하던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

익이 삼단설에서 자신이 입장을 모두 표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익의 사칠설은 신편에서 이미 그 단초가

모두 마련되었던 것이다. 신후담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여 보완하였지만 신
편의 논지를 그대로 삼단설로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이다.

이익은 사칠론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세 번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핵심에

는 公七情 문제가 놓여있다. 중발 과 삼단설은 공칠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나중에 성호학파에서 내

부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 논쟁의 여파로 성호학파가 분기 되었다.

신편이 중발 이나 삼단설에 비해 매우 일찍 작성된 것으로 이익의 사칠

론에 대한 초기 입장이지만, 사단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칠정 문

제를 고심한 것이다. 따라서 사단이 이익 사칠론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만년까지도 유지된 기본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은 삼단설 이후에

도 사칠론에 대해 만년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215) 삼단설 이후로

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익은 어디까지나 따라서 이러한 바탕

이 있었기 때문에 신후담의 리발설을 수용하여 중발을 작성하였고, 윤동규의

반대를 다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익의 이런 태도를 분명한 입장을

214) 星湖全集 권19, 答尹幼章 壬戌1742. “鄙意惟公喜怒一端之外, 不動本見.”

215) 문집을 살펴보면 사칠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54세 무렵부터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인 81

세에 이르기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익의 학문적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칠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

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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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성호학파가 논쟁하게 된 원

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216) 공칠정 논란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익은 이황이 사단을 칠정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편에서부터 삼단설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칠정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나아가 인심에 대한 도심의 역할처럼 칠정에 대한 사단의 역할을 강

조하였다. 이것은 이황이 칠정으로부터 사단을 분리시켜 도덕의 기초를 확보

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단의 역할을 한층 확장시킨 것이다.

216) 신항수, 18세기 후반 이익 문인들의 분기와 ‘성호학’계승 , 한국실학연구 8, 한국실학

학회, 2004. 330쪽.; 강세구, 성호학파와 성호문인 尹東奎 , 실학사상연구 28, 모악실학회.
2005. 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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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理發氣隨一路說

이익은 현실적인 모든 현상은 기의 발현[氣發理乘]이라고 주장하는 이이와

율곡학파에 대해 모든 현상은 리의 발현[理發氣隨]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으로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발리승이라는 이이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나의 본성이 외부 사물의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데 나의 형기가 서로

간여하지 않는 것은 리발에 속한다. 외부사물이 나의 형기를 자극한 뒤

에 나의 본성이 비로소 자극받아 움직이는 것은 기발에 속한다.217)

사단과 칠정이 어느 것인들 리가 발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연유를 따

라 나누어 말하면 외부 사물이 자극하면 이 리가 바로 응하니 애초에

형기의 매개가 없는 것을 사단이라고 한다. 외부 사물이 형기를 접촉하

여 형기가 매개가 되어 리가 반응하는 것을 칠정이라고 한다. 리가 반

응한 이후에서 보면 한결같이 리가 기를 제어하여 움직인다. 리가 반응

하기 이전으로 보면 칠정은 형기가 매개가 되지만 사단은 그렇지 않

다.218)

이익은 사단은 리발이고 칠정 역시 형기를 매개로 하지만 리가 반응하는

리발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이의 ‘리무위 기유위’도 부정되는데, 이익은

사단이든 칠정이든 모두 ‘리의 작용’이라고 주장한다. 기의 운동을 제어하는

것이 실제로는 리이기 때문이다.219) 그러나 ‘리의 작용’이라고 해서 기 없이

리만 단독으로 반응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익은 불과 나무의 비유로

이것을 설명한다.220) 리와 기의 작용은 언제나 두 가지가 합해져야 하는 것

217) 四七新編, <七情便是人心>, “吾性感於外物而動, 而不與吾形氣相干者, 屬之理發; 外物觸

吾形氣而後, 吾性始感而動者, 屬之氣發.”

218) 四七新編, <讀李栗谷記疑>, “四端七情, 孰非理發? 以其緣由之分言, 則外物感, 而此理便

應, 初無形氣之媒者, 謂之四端. 外物觸於形氣, 形氣爲媒, 理於是應者, 謂之七情. 自理應以後

看, 則均是理御氣而動; 自理應以前看, 則七情本因形氣之爲媒, 而四端不然矣.”

219) 四七新編, <讀李栗谷記疑>, “自理應以後看, 則均是理御氣而動; 自理應以前看, 則七情本

因形氣之爲媒, 而四端不然矣. 抑所謂只有氣發何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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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점에 있어서는 이황의 사칠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모든 것이

리의 발현이라는 리의 작용성을 전제로 이익은 기발리승도 말하고 있다. 이

이는 리는 작용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기발리승을 말하고 있으며 이때의

리는 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직 기의 상태에 따라 은폐되거나 드러날

뿐이다. 그런데 이익의 기발리승은 이이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이황의 기발리

승과도 차이가 있다. 이황의 기발은 기가 주도하는 것인데 이익의 기발은 그

런 의미가 없다. 이때도 발하는 주체는 리이고 리가 드러나는 것이지만 형기

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기발을 말할 뿐이다.

이익은 사단이든 칠정이든 외부 사물이 자극이 있어야 반응이 일어난다고

본다. 외부 사물에 자극 받고 반응하는 것은 항상 심속의 리인 본연지성이다.

이익은 사람의 성은 기질지성 하나만 인정하는데221), 리는 언제나 기에 대해

주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기질지성만 인정하더라

도 성의 핵심에는 주재하는 리가 있어서 기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

다. 여기서 드러나는 모든 감정과 행위는 리가 발한 것이 된다. 결국 모든 정

은 하나의 성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소종래의 의미는 사라진다. 다만 리

가 곧바로 나왔거나 형기를 거치면서 나왔는가에 따라 인심과 도심, 사단과

칠정이 갈릴 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기’와 ‘심기’는 기의 측면을 말한 것

일 뿐, 실제 마음의 작용은 리와 기가 합해져서 일어나고 그 주도권은 늘 리

에게 있다. 이것이 이익이 말하는 理發氣隨一路說이다.

이익이 ‘사단은 리발기수’이고 ‘칠정은 기발리승’이라는 이황의 명제를 따라

서 분석하지만, 사단이나 칠정의 근원을 따라가는 것[所從來]은 아니다.

이황은 기가 주도하는 경우를 기발이라고 하는데, 외부 사물의 자극에 형기

가 먼저 자극받고 반응하는 경우에는 그 주도권이 형기에게 있어서 기가 주

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황의 호발인데 이익은 어떤 경우든 리가 주도하

기 때문에 기도 발하는 호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220) 四七新編, 後說 , “今有一箇榾柮火, 木與火相離不得. 無木則火無所靠, 無火則木無所用,

木與火合而後, 有熱氣焉, 有烟焉, 有灰焉, 生出許多來焉. 然旣有熱氣, 是發於火者, 旣有烟灰,

是發於木者. 火之必熱, 不隨木而異. 只有此熱, 是知爲火之發, 雖因木而有, 不可曰發於木也.”

221) 星湖全集 권15, 答沈判事 甲寅1734(54세), “本然氣質, 非有二性, 卽就氣質性中指出純善

者曰本然之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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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는 사람이 두 기자(兩氣字)에 문득 구애되어 리와 기 두 가지가 각

기 앞서거니 뒤서거니 번갈아 발한다고 의심한다. 과연 이와 같다면 절

대로 옳지 않을뿐더러 퇴계가 입언한 본지도 아니다.222)

두 氣자란 ‘理發氣隨’와 ‘氣發理乘’의 ‘기’자를 말한다. 이 두 氣자를 글자가

같다고 의미가 같은 것으로 파악하면 이황의 리발기발을 호발로 착각한다는

것이다.223) 기발이 형기의 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오해가 생긴

것일 뿐이지, 이황은 리와 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번갈아 발한다고 말한 적

이 없다는 것이다. 이황의 호발을 리기의 선후로 파악하는 것은 이이이다. 이

이는 기발리승만 인정하기 때문에 기가 발하는 것 이외에 다시 리가 발하는

것이 있다고 하려면 리와 기가 선후로 서로 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면 무위인 리가 발하는 것이 되므로 호발을 비판한 것이

다.224) 그러나 이익은 이황의 사칠설을 理善氣後의 호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의 오해로 본다.225)

이익은 이황의 사칠론을 互發로 보지 않는다.226) 이익이 호발을 부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이이가 말하는 ‘호발’을 부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황의 ‘기발’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익은 어떤 의미로든 호발은 인정

하지 않는데, 마음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리가 기를 타고 드러나는

한 가지 경우227)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理發氣隨와 氣發理乘은 理氣不相離와 理氣不相雜의 원칙228)을 모두 위배하

222) 星湖全集 권15 答洪亮卿 重寅○庚午1750, “觀者輒拘於兩氣字, 疑若二者各有先後互發.

若果如此, 千萬不是, 非退溪立言之本意也.”

223) 星湖全集 권24, 答安百順 甲戌1754, “氣發者形氣之氣, 氣隨者氣機之氣, 不然終不免理

氣互發之譏矣.”

224) 栗谷全書, 答成浩原 壬申, “大抵發之者, 氣也, 所以發者, 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

無所發, 無先後, 無離合, 不可謂互發也.”

225) 星湖全集 권14, 答權台仲 乙丑1745, “栗谷錯看先生之說, 遽有互發之誚, 何異隔靴爬痒

耶? 互發斷無是理, 先生必有其旨, 故推究之久, 方得其說.”

226) 星湖全集 권17, 答李汝謙 己未1739(1), “愚謂理發氣發, 豈有互發之道?”

227) 星湖全集 권17, 答李汝謙 庚申1740, “心之感應, 只有理發氣隨一路而已. 四七何嘗有異

哉.”

228) 리기불상리와 불상잡의 원칙은 문석윤, 퇴계의 리발과 리동, 리도의 의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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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려는 이황의 고심이 반영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익은 이황의 명

제에서 기발리승의 ‘기’는 리발기수의 기와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形

氣’이다. 사단에는 형기가 매개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리발기수의 기는

‘형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리는 무형의 형이상학적 실체로서 현실에서는 독

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이 머물 곳으로 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 즉 리가 기를 매개로 해서 기를 통해서 현실에 존재하며 활동한다는 것

이 리기불상리의 원칙이다. 이익이 말하는 ‘형기의 개입’을 혼동하는 것은 현

대 연구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사단이 매개 없는 리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없이 리만 작용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정의 발출에는 리와 기

가 있어야 한다는 상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칠정뿐만 아니라 사단의 발출에도 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229) 이 말처럼

이익이 형기의 매개가 없는 리발이라는 것이 相須[理氣不相離]의 원칙에 어

긋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미 사단에도 기가 있어야 발할 수 있다

고 한 것과 형기의 매개가 없다는 것은 개념의 혼란일 뿐이다. 이황이나 이

익이 이것을 깨고 리가 현실에서 단독으로 존재하고 활동한다고 한 적이 있

는가? 이것은 비단 이황과 이익이 아니더라도 ‘리’를 언급하는 순간 성립할

수 없는 가설이다.

이익은 다음과 같은 주희의 논거를 가지고 ‘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발한다’

는 작용성을 근거로 리가 주재하는 유위의 실체라는 것을 주장한다.

리에 動靜이 있으므로 기에 동정이 있다. 만약 리에 동정이 없으면 기

는 어디로부터 동정할 수 있겠는가?230)

리와 기는 본래 선후를 나누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근원을 따져 올라

가면 리가 먼저이고 기는 나중인 것 같다.231)

퇴계학보110, 퇴계학연구원, 2001. 172-174쪽 참조.

229) 안영상(1999), 46쪽.

230) 朱熹集 권56-53, 答鄭子上 14, “理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則氣何自而有動靜?”

231) 朱子語類 1:12, “理與氣, 本無先後之可言, 但推上去時, 却與理在先氣在後相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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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하여 陽을 낳고 靜하여 陰을 낳는다’고 했는데, 동은 바로 태극의 움

직임이고 정은 곧 태극의 고요함이다. 움직인 뒤에 양을 낳고 고요한

뒤에 음을 낳으니, 음양의 기를 낳는 것이다. ‘움직여 양을 낳고’, ’고요

하여 음을 낳는다’고 한다면 차례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232)

동정은 태극이 동정입니까? 음양의 동정입니까? 이것은 리가 동정하는

것이다.233)

‘동하여 양을 낳고[生] 정하여 음을 낳는다[生]’. ‘生’ 한 글자를 말하였

으며, 곧 그것이 태극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234)

저 動의 리가 있으면 바로 움직여서 양을 낳을 수 있고, 저 靜의 리가

있으면 바로 고요해서 음을 낳을 수 있다.235)

주희가 리인 태극의 동정에 관해서 언급한 것들은 리기관계에서 매우 복잡

한 문제이다. 태극도설해에서 제기된 태극에 동정이 있다는 말은 태극도

설 자체 내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주희는 이후 반복적으로 ‘리

에 동정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리에 동정이 있다’는 것과 ‘리

가 동정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236) 리가 기를 주재하고 동정하는 것을

232) 朱子語類 94:16, “‘動而生陽, 靜而生陰’, 動卽太極之動, 靜卽太極之靜. 動而後生陽, 靜而生

陰, 生此陰陽之氣, 謂之動而生陽, 靜而生陰, 則有漸次也.

233) 朱子語類 94:43, 問: ‘動靜, 是太極動靜? 是陰陽動靜?’ 曰: ‘是理動靜.’

234) 朱子語類 권94:17, “動而生陽, 靜而生陰, 說一生字, 便見其自太極來.”

235) 朱子語類 권94:37, “有這動之理, 便是動而生陽, 有這靜之理, 便是靜而生陰.”

236) 진래는 주희의 동정문제를 본체론상으로는 리 자체가 운동할 수 없으므로 ‘태극은 단지

리일 뿐 리는 동정을 가지고 말할 수 없지만’, 성정론에 있어서는 ‘동정으로 리를 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주희가 동정문제에 있어서 자연관에 입각할 때와 인간관에 입각할

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진래, 이종란외 옮김, 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08.
64-80쪽. 참조.) 정상봉은 주희가 경험세계의 운동개념에 한정하여 ‘동정’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지 않았으며, 본체론적 관점에서 태극의 자기 전개의 측면을 동정을 통해 제시한 것으

로 보았다. 즉 리의 동정은 리인 태극의 형이상적 활동인 우주론적 자기전개의 측면을 가

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정상봉, 주자형이상학이 심층구조-태극에 대한 이해 , 한국철학

논집 33, 2012. 266-270쪽, 참조.)



- 105 -

주희는 인승마의 비유로 나타내었는데,237) 이것은 이황의 사칠론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비유로 활용된다.238) 주희는 주역의 “형이상의 것을 道라고

하고, 형이하의 것을 器라고 한다.”는 상하의 구도를 태극과 음양에 원용하여

인승마 비유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는 태극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용 즉 음양이라는 기의 동정에 따라 움

직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양 즉 말은 운동성을 의미한다면,

말위에 탄 사람 즉 리는 그 운동에 방향과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이

것은 리가 기를 주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주희는 그 주재가 기에 대

한 리의 완전한 통제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기는 비록 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일단 생겨난 다음에는 리가 그것을

관섭할 수 없게 된다. 이 리는 기에 기탁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운용되는

것이 모두 이 기로부터 말미암으며, 다만 기는 강하고 리는 약할 따름

이다.…또 마치 부자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不肖하면 부친은 자식을 어

떻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239)

부모라고 해서 자기 자식을 마음대로 못하듯 리가 기를 주재한다고 해서

기가 리의 통제에 완벽하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리가 비록 주재력이 있고 동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기에 의존하게 되

므로 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리의 성격을 “無情意, 無計度, 無

造作”으로 규정하며 이것으로 ‘理無爲’를 말하게 되면 리의 역할은 사라지고

무기력하게 존재하기만 하는 것으로 남게 된다.

그 주재로 말하면 리는 본래 마른나무와 꺼진 재 같지 않으니, 반드시

237) 朱子語類 94:50, “太極理也, 動靜氣也. 氣行則理亦行, 二者常相依而未嘗相離也. 太極猶人,

動靜猶馬 馬所以載人, 人所以乘馬. 馬之一出一入, 人亦與之一出一入. 蓋一動一靜, 而太極之

妙未嘗不在焉.”

238) 인승마 비유에 대해서는 정소이, 조선 시대 유학자들의 감정론-말탄사람(인승마)의 비유

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41, 2015.)의 논지를 따라 서술하였다.

239) 朱子語類 4:64 “氣雖是理之所生, 然旣生出, 則理管他不得. 如這理寓於氣了, 日用間運用

都由這箇氣, 只是氣强理弱.…又如父子, 若子不肖, 父亦管他不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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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움직일 수 있어서’240) 기를 제어하여 발한다. 사

단과 칠정 중 어느 것이 리의 발현이 아니겠는가? 그 발생연원을 분별

하여 말하면, 외부 사태가 감지되었을 때 이 리가 곧장 반응하여 애초

에 형기의 매개 없이 발하는 것을 사단이라고 한다. 외부 사물이 감지

되어 그 형기를 매개로 하여 리가 이에 반응하는 것을 칠정이라고 한

다.241)

이익은 리가 기에 대해서 주재력을 가질 뿐 아니라 스스로 작용성을 가지

므로 사단과 칠정도 리의 발현이라고 보는 것이다. 리와 기의 작용은 언제나

두 가지가 합해져야 하는 것이며, 이점에 있어서는 이황의 사칠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익은 장작불[榾柮火]의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였다.242)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움직일 수 있다(未動能動)”는 것을 陳淳이 말한 “측은해하는 것은

기이지만 그 측은해 할 수 있는 까닭은 리이다.(惻隱, 氣也. 其所以能是惻隱

者, 理也.)”243)라는 구절에서 “할 수 있음(能是)”의 의미로 본다.244) 이 맥락에

서 ‘所以能’은 ‘그렇게 하는 까닭(其所以然者, 理也)’으로 리가 원리 법칙이 된

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황은 진순의 위 발언이 지나치게 氣자를 주

장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측은이 기라는 것은 리가 발하는 바탕을 말하

는 것이고 실제로는 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所以能)’이라고 보았다.245)

이황은 리가 측은해 할 수 있는 까닭(所以能) 즉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리에 있다는 것이지만, 이익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能是)’이 바로 ‘理‘라고

240) 朱子語類 5:87 “未動而能動者, 理也; 未動而欲動者, 意也.”

241) 四七新編, <讀李栗谷記疑>, “以其主宰言, 則理本非如枯木死灰, 必須‘未動而能動’, 御氣而

發. 四端七情, 孰非理發? 以其緣由之分言, 則外物感, 而此理便應, 初無形氣之媒者, 謂之四端.

外物觸於形氣, 形氣爲媒, 理於是應者, 謂之七情.”

242) 四七新編, 後說 , “今有一箇榾柮火, 木與火相離不得. 無木則火無所靠, 無火則木無所用,

木與火合而後, 有熱氣焉, 有烟焉, 有灰焉, 生出許多來焉. 然旣有熱氣, 是發於火者, 旣有烟灰,

是發於木者. 火之必熱, 不隨木而異. 只有此熱, 是知爲火之發, 雖因木而有, 不可曰發於木也.”

243) 주희집57-11(2921쪽)(62세) 答陳安卿3

244) 四七新編, <讀李栗谷記疑>, “北溪曰, 惻隱, 氣也. 其所以能是惻隱者, 理也(朱子是而許

之). 能是卽亦朱子未動能動之意也.”

245) 退溪集 권 36, 答李宏仲問目 , “然滉亦嘗疑惻隱氣也一語, 太主張氣字, 不無侵過理界分

了. 宏仲非之, 似不爲無理, 但宏仲說亦有差. 蓋理發爲四端, 所資以發者氣耳, 其所以能然, 實

理之爲也. 今宏仲乃以所以能三字歸之氣, 其失殆甚於北溪之說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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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이다. 미동이능동은 주희가 이미 理라고 하였다. 이익이 이것을 能

是로 풀이하는 것은 리가 스스로 작용성을 가지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곳에서 이익은 외부사물의 자극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리가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발생연유를 나누어 말하면, 외부 사물이 자극하였을 때 이 리가 곧

장 반응하여 애초에 형기의 매개 없는 것을 사단이라고 한다. 외부 사

물이 형기를 접촉하여 형기가 매개가 되어 리가 이에 반응하는 것을

칠정이라고 한다. 리가 반응한 이후에서 보면 모두 리가 기를 제어하여

움직이는 것이고, 리가 반응하기 이전에서 보면 칠정은 본래 형기가 매

개가 되지만 사단은 그렇지 않다.246)

외부사물의 자극에 리가 반응하는데, 형기가 매개되어 리가 반응하는 경우

는 칠정이고 형기의 매개없이 리가 반응하는 경우를 사단이라고 한다. 칠정

은 리가 반응하기 전에는 형기가 매개가 되고 사단은 형기의 매개가 애초에

없다. 그러나 리가 반응하게 되면 사단이든 칠정이든 모두 리가 기를 제어하

여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 리발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발은 리

가 반응한 이후에서는 말할 수 없으므로 기발 한길만 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사물이란 외부 사물이다. 성은 나의 본성이다. 형기는 나의 몸이다. 밖

으로부터 자극하는 것을 감이라고 한다. 나로부터 움직이는 것을 발이

라고 한다. 나의 본성이 외물에 자극받아 움직이는데 나의 형기가 간여

하지 않는 것은 리발에 속한다. 외부 사물이 나의 형기를 접촉한 뒤에

나의 본성이 비로소 자극받아 움직이는 것은 기발에 속한다.247)

246) 四七新編, <讀李栗谷記疑>, “以其緣由之分言, 則外物感, 而此理便應, 初無形氣之媒者,

謂之四端. 外物觸於形氣, 形氣爲媒, 理於是應者, 謂之七情. 自理應以後看, 則均是理御氣而動;

自理應以前看, 則七情本因形氣之爲媒, 而四端不然矣. 抑所謂只有氣發何哉?”

247) 四七新編, 8, <七情便是人心>, “物, 外物也; 性, 吾性也; 形氣, 吾形氣也. 自外來感者, 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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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정이가 ‘외물이 그 형기에 접촉하여 마음이 움직인다.’248)라고 한 것

을 예기에서 말하는 ‘사물에 감하여 움직임은 性의 欲’249)으로 보았다. 외부

사물에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정이는 ‘마음’이라고 하였고, 예기는 ‘性
之欲’이라고 하였으므로 이익은 마음속의 본성이 자극받는 것으로 본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感, 내안으로부터 마음이 동요하여 움직이는 것이 發이

다. 본성이 외부 자극을 받아서[感] 마음속으로부터 움직여 정으로 드러난다

[發]. 본성이 발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정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이 性發爲情

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극[感]→본성[理]→반응[發]으로 정이 발생한다는 것이

다. 외부 자극에 대해 본성이 반응하므로 理發이다. 본성이 반응하는 것은 곧

리가 움직이는 것이므로 發과 動의 의미는 같다. 리가 움직이면 기가 리를

따라서 그 면모를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理發에 氣隨가 붙어야 한다. 기

의 역할은 리가 움직여서 사단이든 칠정이든 감정의 형태로 드러나도록 해주

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칠정도 理發이지 氣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다만 칠정은 본성이 움직이는데 형기의 접촉이 일어나므로 그 묘맥이 달

라지지만, 여전히 발하는 것은 리이고 본성이다.

그러나 만약 칠정만을 논한다면 리가 응하는 것 위에 다시 한 층의 묘

맥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와서 나를 때리면 形氣가 아파서 분노가 생

기고,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면 형기가 편안하여 기쁨이 생긴다. 이 또

한 理發이라는 점은 같지만, 리가 형기로 인하여 발한 것이다.250)

자극[感]→본성[理]→반응[發]에 형기가 개입하면 氣發이라는 것이다. 따라

之感也; 自吾動者, 謂之發也. 吾性感於外物而動, 而不與吾形氣相干者, 屬之理發; 外物觸吾形

氣而後, 吾性始感而動者, 屬之氣發.”

248) 안자소호하학론 , “形旣生矣, 外物觸其形而動其中矣. 其中動而七情出焉, 曰喜怒哀樂愛惡

欲. 情旣熾而益蕩, 其性鑿矣.”

249) 禮記, 樂記 ,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250) 四七新編, 8 <七情便是人心>, “若只論七情, 則理應以上, 又有一層苗脈. 人來搯我, 則形

氣痛而怒生焉; 人來扶我, 則形氣安而喜生焉. 是又理發則同, 而理因形氣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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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의 발생과정[성발위정]은 자극[感]→본성[理]→반응[發]+氣隨으로 ‘리발기

수’ 한 가지 일 뿐이다. 이것은 도식화하면,

① 자극[感]→본성[理]→반응[發]+氣隨 : 리발

② 자극[感]→<形氣>→본성[理]→반응[發]+氣隨 : 기발

①과 ②는 형기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칠정은 리가 응하는 것 위에

다시 한 층의 묘맥이 있다고 한 것이다. 기발은 기가 반응의 주체가 되거나

그 작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리가 여전히 그 작용의 주체인 것이고 본

성이 반응하는 것이지만 형기가 접촉한다는 발한다는 의미에서 기발이다.251)

이익은 모든 것이 리의 발현이라는 리의 작용성을 전제로 이익은 기발리승

도 말하고 있다. 이이는 리는 작용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기발리승을 말하

고 있으며 이때의 리는 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직 기의 상태에 따라

은폐되거나 드러날 뿐이다. 그런데 이익의 기발리승은 이이와 다를 뿐만 아

니라 이황의 기발리승과도 차이가 있다. 이황의 기발은 기가 주도하는 것인

데 이익의 기발은 그런 의미가 없다. 이때도 발하는 주체는 리이고 리가 드

러나는 것이지만 형기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기발이라고 한 것이다.

이익은 이것을 장수와 병졸의 비유로 설명한다.

리는 장수와 같고 기는 병졸과 같으니, 陸戰에 비유하면 장수가 출발하

려고 할 때 병졸이 명령에 응하고 장수를 옹위하여 육지로 가는 것과

같다. 水戰에 비유하자면 장수가 출발하려고 할 때 병졸이 명령에 응하

고 장수를 옹위하여 물가로 싸움터를 향해 가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어찌 理發이 아니겠는가? 만일 설명하는 자들의 말과 같다면, 육전에서

는 그 병졸이 출발하면서 곧바로 그 장수를 이끌고 나가야 장수가 비

로소 육지로 향하는 것이며, 수전에서는 그 병졸이 출발하면서 곧바로

그 장수를 이끌고 나가야 장수가 비로소 물가로 향하는 것이니,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비유하자면 정탐과 첩보는 외물을 感하는 것이고, 장

251) 星湖全集 권17, 答李汝謙 庚申1740(1)(60세), “心之感應, 只有理發氣隨一路而已, 四七何

嘗有異哉? 惟其七者初因形氣而有, 故曰氣之發. 非謂其發之之際, 氣先動而理方來乘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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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가고자 함은 리가 應하는 것이며, 병졸이 장수를 옹위해서 가는

것은 기가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四端에 대한 설명으로, 七情의 리가

응한 이후의 일은 이 비유와 같다.252)

리는 장수이고 기는 병졸에 비유하는 것은 리가 항상 기에 대해 주도적 역

할을 하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쟁에 나아갈 때는 병졸이 장수

를 옹위해서 진격하므로 병졸이 움직이는 것이지만, 실제는 장수의 명령에

응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장수가 병졸에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상황은 있을

수 없으므로 리발이라는 것이다. 장수가 정탐과 첩보로 적의 동태를 파악하

고[感] 진격하고자 하게 되면[應] 병졸이 장수를 옹위하고 따라간다.[氣隨] 그

러므로 이것은 사단을 설명한 것이고, 칠정은 리가 응한 이후 즉 장수가 진

격하기로 마음먹은 이후의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병졸이 배가 고프면 장수가 병졸 때문에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고, 병졸이 목이 마르면 장수가 병졸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나아

가는 것과 같다. 장수의 명령이 아니면 병졸은 스스로 갈 수 없다. 그

러나 이 때 가는 것은 그 이유가 병졸에게 있는 것이다. 이는 칠정에

대한 설명이고, 氣發理乘의 의미를 설명하는 자들과는 본래 다르다.253)

위의 인용문은 장수의 명령으로 병졸이 움직이는 리발기수를 비유한 것이

라면, 이 비유는 병졸 때문에 장수가 명령을 내려 병졸을 움직이는 것이다.

형기를 거친 리발기수에 해당하는 비유이다. 그래서 이는 형기의 접촉이 있

고 난 뒤에 이것으로 인해 본성이 반응하는 것이 된다. 병졸 즉 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였다. 장수의 명령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병졸은 없다

252) 四七新編, 8 <七情便是人心>, “理如將, 氣如卒, 譬如陸戰, 則將將發, 而卒應令擁將而向

陸去; 水戰, 則將將發, 而卒應令擁將而向水去, 此豈非理發者也? 如說者云, 則陸戰則其卒將發,

便拖出其將, 而將始向陸; 水戰則其卒將發, 便拖出其將, 而將始向水, 其有是理乎? 比如偵候諜

報者, 物之感也, 將欲行者, 理之應也, 卒乃擁而去者, 氣之隨也. 此四端之說, 而七情之理, 應以

後事, 則與此同然也.”

253) 四七新編, 8 <七情便是人心>, “此如卒飢則將因卒而就粟, 卒渴則將因卒而就水. 非將令則

卒不得自行. 然是行也, 其由在卒也. 此七情之說, 而又與說者之氣發理乘之義, 自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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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리없이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가 없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병졸

에게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가 주

도하는 기발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그 발하는 이유가 기로 인한 것

이기 때문인데 이때의 기는 이 비유에서는 병졸로 동일하지만 ‘가는 이유가

병졸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형기로 인하여 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발리

승을 설명하는 자들’이란 이이의 기발리승을 문제 삼는 것인데, 오직 기만 활

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익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주희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리이다.”254)라고 하였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익은 動靜의 문제에 있어서 動[已發]의 측면에서 리와 기

는 선후로 말할 수 없지만, 靜[未發]의 측면에서는 리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기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다.

움직이는 것에서 보면 리와 기는 선후로 말할 수 없지만 고요한 것에

서 보면 반드시 먼저 움직임의 리가 있은 뒤에 기가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다.…그렇다면 동정하는 것은 기이지만 동정하는 까닭은 리이

다.255)

본체에서는 리가 기보다 앞선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리가 오

히려 움직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세계에서 기가 동정

의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그 동정하는 까닭[所以]은 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이가 ‘發之者氣, 所以發者理’256)라고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익은 동일한 근거에서 이이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사람은 理와 같고, 배는 形氣와 같으며 일[事]과 바람은 외물과 같다.

배가 동서로 가는 것은 기가 리를 싣고 있는 것과 같으니 사단과 칠정

254) “未動而能動者, 理也.”

255) 四七新編, 13 <乘舟喩>, “由動而看, 則理與氣, 無先後之可言, 由靜而看, 必先有動之理而

後, 氣方始動…. 然則動靜雖氣, 而所以動靜, 理也.”

256) 栗谷全書, 答成浩原 , “大抵發之者, 氣也, 所以發者, 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

(自註: 發之以下二十三字, 聖人復起, 不易斯言.)無先後, 無離合, 不可謂互發也”



- 112 -

의 발하는 것은 모두 氣다. 사람이 키를 잡는 것은 리가 기를 주재하는

것과 같으니, 사단과 칠정이 발하는 까닭은 모두 理다. 사람으로 말미

암는 것과 배로 말미암는 것은 사단이 리에서 발하고 칠정이 기에서

발하는 것과 같다. 선악으로 말한다면 파도가 잠잠해서 오직 사람이 가

려는 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키를 잡고 있지만 마땅함을 잃어서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는 경우도 있다. 파도가 일렁일 때는 키를 잡는데 신

묘한 기술이 있어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동쪽

이 찌그러지고 서쪽이 삐걱거리지만 겨우 침몰하는 것을 면하는 경우

도 있다. 오직 사람이 가려는 대로 가는 경우가 사단의 발하여 저절로

중절한 것이다.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는 것은 사단이 비록 리

가 발한 것이지만 기에 의해 어두워져서 중절하지 못한 것과 같다. 바

른 길을 벗어나지 않은 것은 칠정이 비록 기가 발한 것이지만 기의 사

사로움을 이기고 악으로 흘러가지 않은 것과 같다. 겨우 침몰을 면한

것은 칠정이 내달려서 다스리지 못하고 흘러서 광폭하고 망령된 행위

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배가 찌그러지고 삐걱거리면서도 여전히 침몰

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은 배 안에 사람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情

이 내달림에도 오히려 이와 같이 정이 나오는 것은 리가 안에 있기 때

문이다.257)

본래 이 비유는 주희가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인

데,258) 이익은 자신의 사칠설에 따라 다시 구성하고 있다. 이이는 所以發者인

리는 무위무형의 형이상자로 규정하고 일체의 작용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이익은 ‘動靜의 所以인 리’에서 능동성의 함축을 포착하는 것이다. 따라

257) 四七新編, 13 <乘舟喩>, “大抵人如理也; 舟如形氣也; 事與風如外物也. 舟之東西如氣載

理, 而四七之發皆氣也. 人之捩舵, 如理宰氣, 而四七之所以發皆理也. 由人由舟, 如四發於理而

七發於氣也. 以善惡言, 則波濤靜帖而有惟人所往者; 又有操舵失宜不當往而往者; 波濤蕩潏而有

操舵有神不失正路者; 又有東蹙西軋僅免墊沒者. 惟人所往者, 四端之發自中節者也. 不當往而往

者, 如四端雖理發, 而氣爲所昏, 不中其節者也. 不失正路者, 如七情雖氣發, 而克去氣私, 不流

於惡者也. 僅免墊沒者, 如七情決驟, 不能制伏, 流爲狂妄之行者也. 舟之蹙軋而猶不至墊沒者,

有人操舵在中故也. 情之決驟而猶做此情出來者, 有理在中故也.”

258) 朱子語類, 78;190, “人心如船, 道心如舵. 任船則所在無所向, 若執定舵, 則去往在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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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리는 이이가 말하는 것처럼 기의 활동성에 대한 근거로 원리법칙에 불과

한 것이 아니다. 리가 기의 활동성에 있어서 주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

는 것이다. 리가 기에 대한 주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 그 활동성은 기가 움직

이는 것처럼 보여도 리를 따라 기가 작용한 것이므로 결국은 리의 작용이라

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은 배와 사람의 비유로 이를 더욱 명확히 설

명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 리와 기는 분리될 수 없으며 물리적 운동성을 갖지 않는 리

는 ‘기를 타고 움직인다.’ 이 때문에 이이는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작용

하는 것은 모두 기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황이나 이익은 리가 ‘기를 타야 한

다.’는 전제가 있지만, 리는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의 기는 단지 리를 태우는 氣機일 뿐으로 그 역할은 도구적 바탕이나 재료로

제한된다. 이익은 이 점 때문에 이황의 인승마비유가 적실하지 못한 점이 있

다고 본 것이다. 이황은 사람이 타고 있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말은 자

신의 의지대로 갈 수 있다. 이익은 기가 리의 주재를 완전히 벗어난 자발적

인 활동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익은 이황이 비유로

든 말을 버리고 배를 선택하여 어떤 경우에도 배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익의 비유에서 ‘사람이 배를 타고 간다’는 리가 기를 타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의 의지는 완전히 배제된다. 어떻게 가든 ‘가는 것은 배’

이지만 ‘가는 이유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이가 말하는

기발리승이나 이황의 기발조차 여기서는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다. 사단은 물

이 잔잔하여 사람이 배를 조종하는 데로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사

람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은 그 목적이 항상 사람의 일이다. 리가 기를 타고

발하는 것은 언제나 리의 목적 즉 현실에서 리의 자기실현을 위한 것으로 현

실에서 리가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익은 이런 점에서 유학의 세계관을 충

실히 따르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는 이념이 실현되는 장이고, 모든

존재와 그 활동은 그 이념의 실현이라는 분명한 지향이 있다는 것은 목적론

적 윤리관의 반영이고 유학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익은 이러한 유학

의 근본정신을 사칠론을 통해서도 재확인하고 강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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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이 배를 조정해서 가더라도, 사람이 키를 잡는 것에 능숙하지 않으면

제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고 보았다. 사단의 부중절을 말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비유가 잘 맞는 것은 아니다. 비유의 취지만 보면 사

람이 조정하더라도 즉 리가 발하고 주재하는 경우라도 그 결과가 완전히 담

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사단도 그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그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파도가 일렁이는 상황은 외부 사물의 자극이 배를 접촉

하는 것으로 형기가 외물에 접촉한 상황이다. 앞서 말한 ‘지각’이 아니라 형

기가 외물에 자극받아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사람이 배

에 타고 있고 키를 잡고 조정하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배[形氣]가 외물

에 부딪치고 끌려가므로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배는 제멋대로 가고 만다. 그

러나 완전히 침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런 상황이라도

사람이[理]가 키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배가 바람에 부딪쳐서 이리

저리 쓸려가도 사람이 안에 타서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은 형기[배]가 외물[바

람]으로 인하여 움직이지만 여전히 안에서 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은 사단이든 칠정이든 외부 사물이 자극이 있어야 반응이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외부 사물에 자극 받고 반응하는 것은 항상 심속의 리인 본성이

다. 본성이 자극받고 자극에 반응하여 드러난 것이 정이다. 마음이 감응하는

구조가 이렇게 설명된다. 따라서 심의 감응 전체를 외감내출이라고 보면 맞

지만 외감과 내출을 나누어서 칠정은 외감이고 사단은 내출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단이라고 해서 외부 사물의 자극이 없이 저절로 발하는 것

이 아니다. 이이는 사단은 내출로 보고 이렇게 안에서 저절로 발하는 것은

마음의 병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니 이익에 따르면 완전한 오해에 지나지 않는

다.

이와 같이 형기의 개입여부로 사단과 칠정을 정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중발

259)에 이르러서이다. 중발 에서는 사단의 기는 心氣이고 칠정의 기는 形氣

259) 四七新編, <重跋>, “四端, 不因形氣而直發, 故屬之理發; 七情, 理因形氣發, 則屬之氣發. 
彼氣發亦何嘗非理之發乎? 至退溪, 有‘理發氣隨’ ‘氣發理乘’之論. 氣隨之氣, 屬心氣; 氣發之
氣, 屬形氣. 彼理乘者, 惡乎乘? 乘氣而已. 是氣也, 卽四端氣隨之氣, 非七情氣發之氣也. 理乘
而氣不隨, 則亦成此七情不得也. 謂之乘則氣隨在其中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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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명하게 구분한다.

이익은 1741년 중발 에서 먼저 신편의 사칠설을 명확하게 다시 정리한다.

사단은 형기에 연유하지 않고서 (리가) 곧바로 발하므로 리발에 속한

다. 칠정은 형기에 연유하여 (리가) 발한다. 그러나 기발이 또한 어찌

리가 발하는 것이 아닌 적이 있었는가? 퇴계에 이르러서는 ‘理發氣隨,

氣發理乘’라는 논의가 있었다. 氣隨의 氣는 마음에 속한다. 氣發의 기는

형기에 속한다. 저 리가 탄다는 것은 어디에 탄다는 것인가? 기에 타는

것인데도 이 기는 理發氣隨의 기이지, 氣發理乘의 기가 아니다. 리가

탔는데도 기가 따르지 않는다면 칠정을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 ‘乘’이

라고 말했으면, 氣隨는 그 안에 있는 것이다.260)

신편에서도 칠정은 리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리발이지만, 형기로

인하여 발하는 경우이므로 리가 응하는 것 위에 다시 한 층의 묘맥이 있다고

하였다.261) 사단이든 칠정이든 정은 외부 사물의 자극을 리인 본성이 심의

기로 드러나는 것이다. 리인 본성이 심기에서 직접 드러나는 것이 리발이고

사단이라면, 형기를 접촉해서 리인 본성이 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기발이고

칠정이다. 요약하자면 감정의 발생 경로는 리가 ‘형기’를 거치지 않고 곧장

‘심기’에서 작용하면 사단이 되고, ‘형기’를 거쳐서 ‘심기’에서 작용하면 칠정이

된다. 사단과 칠정은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고,262) 칠정이 사단을 관통하고

있으니263) 사단이든 칠정이든 모두본연지성이 리가 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기’와 ‘심기’는 기의 측면을 말한 것일 뿐, 실제 마음의 작

260) 四七新編, <重跋>, “四端不因形氣而直發, 故屬之理發. 七情理因形氣發. 彼氣發, 亦何嘗
非理之發乎? 至退溪, 有理發氣隨氣發理乘之論. 氣隨之氣, 屬心. 氣發之氣, 屬形氣. 彼理乘者,

惡乎乘? 乘氣而已. 是氣卽四端氣隨之氣, 非七情氣發之氣也. 理乘而氣不隨, 則亦成此七情不得

也. 謂之乘, 則氣隨在其中矣”. 氣發之氣, 分明是形氣之氣也, 則旣云氣發而又云乘此形氣, 可

乎? 余故曰, ‘理發氣隨, 四七同然, 而若七情, 則理發上面, 更有一層苗脈, 所謂形氣之私, 是也.’

此意, 吾友愼耳老得之. 又以孟喜舜怒之類, 歸之理發, 與高峰合.”

261) 四七新編, 8 <七情便是人心>, “若只論七情, 則理應以上, 又有一層苗脈. 人來搯我, 則形

氣痛而怒生焉; 人來扶我, 則形氣安而喜生焉. 是又理發則同, 而理因形氣發也.”

262) 四七新編 四七有相似處.
263) 四七新編 七情橫貫四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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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리와 기가 합해져서 일어나고 그 주도권은 늘 리에게 있다.

이익은 사단과 칠정을 이와 같이 구분하므로 이황과 달리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대응시키지 않게 된다.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더 분명해지고 칠정의 선함과 중절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도 드러나는 양상

에 따라 명확하게 차이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은 두 갈래로 나온다264)고

하는 것이며, 사단이 칠정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

게 사단과 칠정의 정의 자체가 이황과 달라진 변곡점으로 이러한 견해를 신
편의 부록 <讀退溪先生記疑>에서 밝힌 것이다.

이익의 견해에 따르면 형기를 거치지 않았으면 사단이고 형기를 거쳤으면

칠정인 것이다. 이황의 주장처럼 어떤 때는 리가 발하여 리가 주가 되고 어

떤 때는 기가 작동하여 기가 주가 되는지를 따져서 말할 수 필요가 없다. 이

익에게 있어서 주가 되고 주도하는 언제나 리가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익은 이이와 마찬가지로 기질지성의 성이 곧 본연지성이라고 말한 것이다.265)

그러나 이익은 어떤 상황에서든 리가 주도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이이는 리는 작용력이 없고 기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264) 四七新編, <讀退溪先生書記疑>, “至於情, 分明是二路.”

265) 星湖全集, 答李汝謙｣(1739), “本然之性, 就氣質之性中, 拈出不雜乎氣質者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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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私개념과 人心道心

신편의 특징은 公私 개념과 人心道心으로 사단칠정을 해석하고 있는 점이

다. 이익은 다음과 같이 사단과 칠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단의 ‘측은’은 칠정의 ‘슬픔’이 아니다. ‘측은’은 (내가 아닌) 대상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니 公이고, ‘슬픔’은 나 자신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

니 私이다. 사단의 ‘미워함’은 칠정의 ‘싫어함’이 아니다. 사단의 ‘미워

함’은 불선을 미워하는 것이니 公이고, 칠정의 ‘싫어함’은 나에게 해로

운 것을 싫어하는 것이니 私이다.266)

여기서 이익은 사단을 공적인 것이고 칠정은 사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주

희는 인심을 ‘형기지사’에서 생기고 도심을 ‘의리지공’에서 발한다고 하였

다.267) 사단칠정을 인심도심으로 해석하는 이익에 있어서 형기지사의 ‘사’로

칠정을, 의리지공의 ‘공’으로 사단을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공사

개념은 유학의 문맥에서 그리 낯선 것은 아니다. 공은 사와 대립되는 말로,

私에 비해 公이 긍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사보다 공

을 우위에 두는 공사 관념은 荀子268)를 비롯하여 춘추시기부터 형성된 것이

다. 이익의 공사 개념에 주목하는 연구269)가 있는데, 이익의 사회개혁론을 비

롯한 경세사상을 논의할 때는 ‘공’개념을 현대의 공공성 개념270)과 유사하게

266) 四七新編, <四端字義>, “四之隱, 非七之哀也. 隱者, 隱於物, 公也; 哀者, 哀在己, 私也. 
四之惡, 非七之惡. 四之惡, 惡不善, 公也; 七之惡, 惡害己, 私也.” 

267) 朱熹集 65-4, 大禹謨 , “心者, 人之知覺, 主於身而應事物者也. 指其生於形氣之私者而言,

則謂之人心, 指其發於義理之公者而言, 則謂之道心.” 中庸章句序 에서는 ‘形氣之私’와 ‘性命

之正’에 인심 도심을 대응시키고 있는데, 주희는 인심을 形氣·血氣·私 등에 도심은 性命·義

理·公 등에 상응시키고 있다.

268) 荀子, 修身 , “君子之能以公義, 勝私欲也.” 呂氏春秋, 貴公 , “昔先聖王之治天下也,

必先公. 公則天下平矣, 平得於公.… 得之以公,其失之必以偏. 凡主之立也, 生於公.…天下非一

人之天下也, 天下之天下也”

269) 권향숙, 公 私 개념을 통해 본 李瀷의 철학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김선희,

이념의 公에서 실행의 私로｣, 한국사상사학 45, 한국사상사학회, 2013.; 김종석, ｢조선유
학에 있어서 ‘公’의 이념과 그 전개｣, 한국실학연구 26, 한국실학학회, 2013. 등이 있다.

270) 현대의 공공성 개념의 정의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형성과 더불어 공적영역과



- 118 -

볼 수도 있지만 사칠론에서의 공사개념은 주희 인심도심의 공사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주희는 “天理와 人欲이 비록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先後와 公

私, 邪正의 상반됨으로써 말하면 역시 대립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271)

고 한다. 주희는 개인의 사적 욕망과 의지에 대해서 천리를 지향해야할 보편

적 가치이며 존재원리로 보기 때문에 상반되는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私는 몸을 가진 이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개체적 수준의 욕구 영역

으로서의 그 불가피성과 보편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인심은 타인들과 공유할

수는 없는 ‘나’의 활동이므로 私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272) 수동적인 것

이기 때문에 외부의 유혹에 쉽게 끌려가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하

지 않고 위태롭다고 하였다.273) 따라서 개체적 수준의 욕구로서의 인심을 비

난의 의미에서 ‘人欲[私欲]’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따라

가도록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경계한다.

위 인용문에서 이익은 公私 개념을 천리와 인욕처럼 대립적 관계로 이해한

것이지만, ‘私’를 形氣로 이루어진 개별적 층위를 가리키는 가치중립적으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에 보다 더 주목하고 있다. 즉 몸을 가진 이상 피할 수

없으며,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개체적 수준의 욕구 영역을 사라고 하는 것

이다. 이익은 주자어류에서 주희가 형기지사를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위

와 더위를 피하고 싶은 것과 같은 종류이니, 모두 내 몸의 혈기와 형체로부

터 생기는 것으로 타인이 간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 것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익이 공사개념을 사단칠정론에 쓸 때, 천리 인욕과 같은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한 것이라기보다는 私라는 개체, 개별 수준에 대한 반대 개념으

로 公이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적영역의 구분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익의 공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조대엽, 공공성의 재

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한국사회학,41, 2007.; 남찬섭, 공공성과 인정의 정치 그리고 돌

봄의 윤리 한국사회 13, 2012. 88-122쪽 참조.

271) 朱熹集 권42, 答胡廣仲第 5, “天理人欲, 雖非同時並有之物, 然自其先後公私邪正之反而

言之, 亦不得不爲對也.”

272) 朱子語類 62:37, “問或生於形氣之私. 曰如飢飽寒煖之類, 皆生於吾身血氣形體, 而他人無

與, 所謂私也. 亦未能便是不好, 但不可一向狥之耳.”

273) 朱子語類 62:36, “但此數件物事屬自家體段上, 便是私有底物; 不比道, 便公共. 故上面便有

箇私底根本. 且如危, 亦未便是不好, 只是有箇不好底根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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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지사로서의 사의 특징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독립적인 개체의 고유

한 욕구 영역이라는 것에 있다. 즉 타인과 나의 경계가 ‘형기’이고 그 형기의

개별성 때문에 私라고 하는 것이다. 이익은 개체적 욕구 수준의 사적 영역

으로서의 사를 말하는 동시에 사라는 경계를 허무는 사의 확장으로서 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274) 이익의 私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타고난 것으로

서 개체적 수준의 욕구의 영역을 가리키므로, 사는 신체적 조건으로서의 형

기 즉 몸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이 있고 몸은 외부 사물과 접촉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접촉으로 인하여 자극에 대한 반응이 생긴다.

이익은 형기가 있으므로 외부 사태의 자극에 반응한 인심으로부터 칠정이

생긴다고 본다.

몸은 形氣이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입지 않으면 춥고 때리면 아프고

긁으면 가려운 것은 형기에 반드시 있는 것이다. 먼저 飢寒痛痒이 있고

뒤에 욕구(欲)와 싫어함(惡)이 드러난다. 욕구와 싫어함은 칠정의 큰

단서이니 희노애락은 각각 그 得失과 順逆을 따라서 발한다.275)

기한통양과 같은 신체의 감각지각을 인심이라고 하였다. 몸이 있으면 신체

의 감각지각이 있고, 여기서 최초의 정서적 반응은 그 지각한 것에 대한 욕

구[欲]나 회피[惡]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좌전에 따르면 정의 발생은 好惡

에서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나온다276)고 하였으며, 예기 악기 에서는 정이

생겨나는 근본 원인이 욕이라고 하였다. 외부 대상의 자극을 받으면 좋아함

274) 이익은 개별적인 사의 층위를 확대하고 넓힘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를 공유하는

(天下同其私者) 공공(共)의 보편적 차원을 지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익은 보편적으로 확

장된 사는 리의 차원에서 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리의 차원에서 공이 된 사(私中之公)는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는(天下同其私者) 사로써 공공(共)의 보편적 차원으로 나아간 것이다.

四七新編 4. 聖賢之七情, “聖人之私及遠. 所以遠者, 理爲之主也, 理何嘗私? 然則謂私, 可

也, 謂之公, 亦可也.”

275) 四七新編 , 8, <七情便是人心>, “身者, 形氣也. 不食則飢, 不衣則寒, 搯則痛, 爬則痒, 形氣

之所必有也. 先有飢寒痛痒, 而後欲惡形焉. 欲惡者, 七情之大端也. 喜怒哀樂, 各因其得失順逆

而發.”

276) 左傳, 昭公 25년, “民有好惡喜怒哀樂, 生于六氣, 是故審則宜類, 以制六志…喜生於好, 怒

生於惡. 是故審行信令, 禍福賞罰, 以制死生. 生好物也; 死惡物也. 好物樂也; 惡物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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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싫어함으로 반응하는데, 이렇게 좋아함과 싫어함의 반응이 생기는 원인을

욕구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277) 신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욕구에서 그 욕

구를 위한 회피와 추구의 반응으로서 호오가 생기고 여러 가지 반응으로 분

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익도 몸을 위한 마음의 최초 반응으로 몸을 위한

욕구와 싫어함을 들고 있다. 욕과 오로부터 칠정이라고 하는 다양한 반응이

이해득실이나 順境과 逆境을 따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익에게 욕과 오라는 정서적 반응은 형기의 감각지각인 인심으로부터 발

생하는 것으로 본다. 칠정의 발생에는 인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인심

은 형기라는 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기의 자극으로부터 발생하는 반

응이 칠정이다.

사물이란 외부 사물이다. 성은 나의 본성이다. 형기는 나의 몸이다. 밖

으로부터 자극하는 것을 감이라고 한다. 나로부터 움직이는 것을 발이

라고 한다. 나의 본성이 외물에 자극받아 움직이는데 나의 형기가 간여

하지 않는 것은 리발에 속한다. 외부 사물이 나의 형기를 접촉한 뒤에

나의 본성이 비로소 자극받아 움직이는 것은 기발에 속한다.278)

이익은 형기의 개입으로 리발과 기발을 구분하는 것이다. 나의 본성은 외

물의 자극으로 움직여서 발하는데, 나의 본성이 내 몸의 간여 없이 그대로

발하면 리발, 내 몸이 먼저 간여하고나서 본성이 움직이는 것은 기발에 속한

다는 것이다. 형기의 개입여부로 리발과 기발이 이렇게 나뉘므로 형기가 개

입된 기발은 곧 칠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형기가 개입되지 않은 리발은 사단

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칠정은 이러한 인심이라는 단순한 지각으로 외부 사

물이 신체를 접촉으로 생기는 반응인데 외부사물에 대해 나의 본성이 반응하

는 과정을 이익은 ‘性發爲情’으로 이해한다.279)

277) 禮記, 樂記 ,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物至知知, 然後好惡形焉.”

278) 四七新編, 8, <七情便是人心>, “物, 外物也; 性, 吾性也; 形氣, 吾形氣也. 自外來感者, 謂

之感也; 自吾動者, 謂之發也. 吾性感於外物而動, 而不與吾形氣相干者, 屬之理發; 外物觸吾形

氣而後, 吾性始感而動者, 屬之氣發.”

279) 임부연, 성호 이익의 심학: 심경부주질서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65, 규장각한국학연
구소, 2014.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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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性發爲情’에 따라서 인심도심과 사단칠정은 情에 배치한다. 그러나

인심도심이 외부자극에 사단칠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익은 신

체적 감각이라는 무반성적인 단순 지각은 미발의 영역으로 넣기 때문에 인심

도심을 사단칠정보다 앞서는 것으로 설명한다.

어떤 물건이 눈앞에 있으면 문득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 알지만 이 때

에는 희노애락을 말할 수는 없으니 이것은 단지 지각은 불매하지만 희

노의 情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에 대해 기뻐하고 불선

한 사람에게 분노하는 데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런 정이 되는데, 또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만약 마음에는 靈覺이 있으나 아직 생각[思量]에

미치지 않았다면, 이것은 실로 본체가 不昧한 것으로, 已發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생각하여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 안다면, 비록 희노에 미

치지 않아도 未發이라고 할 수 없다.280)

인심을 신체적 감각에 따라 반응하는 지각으로 이해하므로 일상생활에서

외부 사태를 인식하는 것은 모두 미발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281) 인심은

신체적 조건인 형기를 매개로 생기는 마음으로 이러한 인심에서 칠정의 하나

인 欲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심은 칠정의 機括282)이라고 한다.

칠정은 이렇게 인심을 기괄로 삼아 발생하며, 인심은 형기를 매개로 생기

므로 칠정은 형기지사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283) 따라서 칠정은 본래 사

적인 것으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욕오에 기초한 자연적

인 정서이다.284) 칠정은 사적이고 자연적인 감정으로 긍정되지만 그대로 방

280) 心經疾書, 中庸 10-2, “凡有物在前, 便知其爲何物, 於此說喜怒哀樂不得, 此只是知覺不

昧, 未及乎喜怒之情. 至於善者喜之, 不善者怒之, 方始是情也, 亦有淺深之不同. 若心有靈覺而

猶未及乎思量, 此實本體之不昧, 不可道已發.”

281) 김선희, 신체성, 일상성, 실천성, 공공성: 성호 이익의 심학 , 한국실학연구 28, 한국실
학학회, 2014. 106-108쪽.

282) 星湖全集 권31, 答禹大來 辛巳1761, “故七者之發, 卽人心爲之機栝.”

283) 四七新編, 8, <七情便是人心>, “程子分明說觸其形而動其中, 七情出焉, 形者, 非人心之人

字乎? 故生於形氣之私也.”

284) 四七新編, 4, <聖賢之七情>, “夫七情, 不學而能. 不學而能者, 未必皆惡, 但出於形氣之私,

故易至於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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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면 악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私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칠정에 대해서, 그것을

다스리면 純善해지고, 다스리지 못하면 쉽게 惡으로 흘러간다. 다스린

다고 말한 것은 곧 본래 가진 情을 따르되, 天理로 그것을 주관하여 惡

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다스려지기 전에는

단지 사적인 情이 있을 뿐이지만, 다스려진 후에는 도리어 사사로움과

관계없는 것이 있게 된다. 이는 천리가 주관한 공효이지, 칠정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285)

잘 관리된 칠정은 타당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고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리로써 기를 제어한 천리가 관섭한 효과일 뿐 칠정의 본래 모

습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신편에서 ‘성인의 중절한 칠정은 기발’이

라고 결론내린 것이다.286)

이익은 인심도심과 사단칠정을 결합하게 되므로 이이의 인심도심설을 비판

한다. 이이는 심성정의일로설에 따라 외부 사물에 자극으로 반응으로 칠정이

생기는데 여기에 다시 계교 상량이라는 意가 보태지고, 그 의식의 성격에 따

라 인심과 도심으로 나뉘게 된다고 하였다.287) 이익이 보기에 情에 意가 보

태져서 인심과 도심으로 갈린다는 이이의 주장은 감정의 발생순서를 거꾸로

보는 것이다. 이익은 인심도심에서 사단칠정이 나온다는 주희의 중용장구서
를 근거로 이이의 주장을 반박한다.

인심도심을 모두 갑자기 계교가 뒤섞인 뜻으로 말하면 또한 큰 착오이

285) 四七新編, 4, <聖賢之七情>, “但不離於私而已, 故人之於七情, 治之則純善, 不治之則易流

於惡. 治之云者, 卽從本有之情, 以天理管攝他, 使不得流於惡也. 其未治之前, 只有私有底情,

已治之後, 便却有不涉於私者. 此則天理管攝之功也, 非七情之本然也.”

286) 四七新編, 4, <聖賢之七情>, “愚故曰: “聖賢中節之七情, 終是氣之發.”

287) 栗谷全書』 권9 答成浩原 7 壬申, 人心道心, 兼情意而言, 不但指情也. 情是發出恁地, 不

及計較, 則又不如人心道心之相爲終始矣. 今欲兩邊說下, 則當遵人心道心之說; 欲說善一邊, 則

當遵四端之說; 欲兼善惡說, 則當遵七情之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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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심의 굶주림과 추위, 아프고 가려움이나 도심의 측은해함과 수

오함에 무슨 계교가 있다는 것인가? “칠정의 선한 한쪽이 사단이다”라

고 한다면, 부중절한 사단은 그 반대로 칠정이 된다는 말인가? 사단이

설령 선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어찌 칠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칠정

에 대해서는] [이황처럼] ‘악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해야지 [이이처럼]

‘선악을 겸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성인도 칠정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럼 성인이 ‘선악을 겸한 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288)

도심은 그대로 사단이며, 칠정은 굶주림이나 추위, 아프고 가려움과 같이

몸이 느끼는 직접적인 감각에서 생기는 감정이다. 배고픔 추위 아픔 가려움

과 같은 감각을 느끼는데 계교라는 것이 있을 리 없고, 도심은 애초에 계교

와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심도심이 계교에 따라 갈릴 수 없다고 본다.

이익에게 있어서 사단은 도심을 구체화시킨 것이라면 인심은 그대로 칠정은

아니다.

사단은 도심의 조목이지만, 칠정은 바로 인심의 조목이라고 말할 수 없

다. 도심의 ‘道’는 理를 말하는 것이니 도심이라고 하면 사단을 가리킨

다. 인심의 ‘人’은 사람의 몸을 가리키고 몸은 形氣를 가리킨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입지 않으면 춥고 때리면 아프고 긁으면 가려운 것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다. 배고픔, 추위, 통증, 가려움이 있고 나서야 欲

과 惡[싫어함]이 생기는 것이니 욕·오는 칠정의 큰 단서이고, 희노애락

은 그 욕·오를 각각의 이해 득실로 인하여 따르거나 거슬러서 발하는

것이다.289)

288) 四七新編, <讀李栗谷記疑>, “以人心道心, 皆攙入計較之意而爲說, 則又見大錯.…且七情
中善一邊爲四端, 則四端之不中節者, 其反爲七情耶? 四端雖不善, 豈合拖在七情中也? 七情又
不可曰兼善惡. 七情本有當然之則, 而或爲形氣之所使則易流於惡.…謂之易流於惡則可, 謂之本
兼善惡則不可. 聖人不免有七情, 則聖人亦有兼善惡之情耶?”

289) 四七新編, <七情便是人心>, “然則四端卽道心之目, 而七情不可遽謂人心之目也. 道卽理也, 
故道心者, 四端是也. 人卽人身也; 身者, 形氣也. 不食則饑, 不衣則寒, 搯則痛, 爬則痒, 形氣
之所必有也. 先有饑寒痛痒, 而後欲惡形焉, 欲惡者七情之大端也; 喜怒哀樂, 各因其得失 順逆

而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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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심은 배고픔, 추위 등을 느끼는 것이고 여기에 먹고 싶다[欲], 추위가 싫

다[惡] 등의 감정이 들어가야 이때부터 칠정이라고 한다. 이해득실과 순역으

로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욕구가 충족되면 기뻐하지만[喜] 그렇지 못하면 노

여워하게[怒] 되는 것을 말한다.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게 되면 긍정적

인 감정이 생기고 그렇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기한통양과 같은

형기의 자극으로 인심에서 칠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이이처럼 인심과 도심이 종시가 될 수 없다. 도심에서

발한 것은 어디까지나 사단이고, 인심에서 발한 것은 어디까지나 칠정이기

때문이다. 이익은 이이의 인심도심종시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인심은 인욕이 아니다. 伊川은 “인심도심의 구분은 천리인욕의 구분이

바로 이것이다”고 했지만 주자는 처음에 이 견해를 따르다가 나중에는

그 잘못됨을 깨닫고 인심은 인욕이 아니라고 했다.…율곡은 인심을 단

지 사욕으로 보고, 인심도심을 리기에 분속하는 증거로 여기고 상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 말은 인심과 도심을 기발과 리발에 분속한 것과

도 모순이 된다.…사람에게는 처음에 간혹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나

중에 악에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중간에 고쳐서 선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군자가 되는 경계인데 어

떻게 ‘서로 종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런 설과 같다면

上智는 순전하게 도심이고 下愚는 순전하게 인심이라서 終始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오로지 반쯤 선하고 반쯤 악한 사람이라야 그런 대체적인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다.290)

여기서 이익이 ‘인심은 인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

290) 四七新編 <讀李栗谷記疑>, “人心非人欲也. 伊川說‘人心道心, 天理人欲便是’; 朱子初從此
說, 後來覺得非是, 以爲人心非人欲. 今栗谷只把人心作私欲看, 以爲人心道心分屬理氣之證. 旣
欠詳審, 其說亦相枝梧也.…人或始有善心, 終爲惡所奪; 或始有惡心, 中改爲善. 此, 君子分界

處, 豈可謂之相終始也? 若如彼說, 上智純是道心, 下愚純是人心, 未有終始之可言; 惟半善半惡

者, 可見其體段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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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이의 주장에 따르면 상지인 성인은 인심이 없고 도심만 있고, 하우는

도심은 없이 인심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육체를 가진 이상 먹고 자는 일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인심이 없는 것이 아니

다. 다만 성인은 인욕이 없을 뿐이다. 이이가 “정이 형기에 가려져서 성명의

본연을 곧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지목하여 인심291)”이라고 한 것을 이

익은 성인은 기에 가리워짐이 없다는 것을 들어 반박한다.

이이는 “도심을 本然之氣”라고 한 자신의 말에 자부하면서,292) ‘본연의 모

습을 잃은 더러운 기’인 형기에 가려서 나온 인심은 ‘인욕이 되기 쉬운 것’293)

으로 보아 도심과 인심을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대비하였다.

도심은 성명에 근원하였으나 발하는 것이 기이니 이것을 理發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인심과 도심이 모두 氣發이나 기가 본연의 理에

순한 것이 있으면 기도 역시 본연의 기이므로 理가 그 本然의 氣를 타

고서 도심이 되는 것이고, 기가 본연의 理에서 변함이 있으면 역시 본

연에서 변한 기이므로 理도 역시 그 변한 바의 기를 타고서 인심이 되

어 혹 지나치기도 하고 혹은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294)

이익은 이이가 “그 올바른 이치에서 곧게 나오고 기가 용사하지 않으면 도

심”295)이라고 한 것과 여기서 “기가 본연의 리를 따르고 리가 본연의 기를

탄 것이 도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된다고 보았다. 성인은 기

질이 깨끗하고 맑은 호연지기를 지녔는데, 성인의 인심을 기에서 변화된 더

러운 기를 탔다고 할 수 있느냐296)고 반문하며 이이가 기를 주체로 삼아 인

291) 栗谷全書, 권10, 答成浩原 , “情之揜乎形氣, 而不能直遂其性命之本然者, 目之以人心.”

292) 栗谷全書, 권10, 答成浩原 , “以道心爲本然之氣者, 亦似新語, 雖是聖賢之意, 而未見於文

字.”

293) 栗谷全書, 권12, 答安應休 , “此心之知覺, 旁由形之塞煖飢飽勞佚好惡而發, 則謂之人心,

初非不善, 而易流於人欲, 故曰危.”

294) 栗谷全書 권10, 答成浩原 , “道心原於性命而發者氣也, 則謂之理發不可也. 人心道心俱是

氣發而氣者有順乎本然之理者, 則氣亦是本然之氣也. 故理乘其本然之氣而爲道心焉. 氣有變乎

本然之理者, 則亦變乎本然之氣也. 故理亦乘其所變之氣而爲人心而或過或不及焉.”

295)栗谷全書 권9, 答成浩原 , “其發直出於正理, 而氣不用事, 則道心也.”

296) 四七新編 <讀李栗谷記疑>, “雖上智, 不能無人心, 上智之人心, 若理乘於變其本然之氣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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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심을 설명하는 것을 비판한다. 이익에게 있어서 인심은 조절되고 다스려

져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私慾, 기의 濁駁, 私意, 더러운 것으로

변화 등 부정적인 측면은 배제되어 있다.

本然之氣者, 湛一淸虛, 是也. 聖人浩然之氣, 無往而非湛一淸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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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이익은 이황의 성을 본연과 기품으로 구분하여 사단과 칠정에 상응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하나의 성의 두 가지 측

면인데 이황처럼 구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결코 두 가지 성이 아니라

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두 가지 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질지

성 중에 나아가 순선한 것을 지적해 낸 것이 본연지성입니다. 만약 그

렇게 하면 사단은 칠정 중의 선일변이 되는 그 뜻을 어떻게 구별하겠

습니까?297)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사단과 칠정에 유비시키면 칠포사의 논리가 되므로

사단은 칠정의 선일변설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이황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

려 기대승의 주장과 합치하게 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의 현실적인 성이라고 할 때는 기질지성에 입각해서 논의하게 되지만,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중 어느 것이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본성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것은 이황과 이이가 본성론에서 대립하는 것이다.

이황도 사람의 현실적인 성은 기질지성에 입각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단칠정의 소종래를 따지기 위해서 정 뿐만 아니라 성의 존재론적

구조도 리기의 합으로 파악하고 리의 측면과 기의 측면을 구별한 것이다. 이

익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두 가지 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황의 소종래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퇴계선생이 말한 의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단은 본연의 리에서 곧바

로 발하고 칠정은 기품을 연유하여 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297) 星湖全集 권15, 答沈判事 甲寅1734(54세), “以本然及氣質之性, 比同於四與七而爲分屬理

氣之證則有不然者. 本然氣質, 非有二性, 卽就氣質性中指出純善者曰本然之性. 若然以四爲七中

善一邊者, 其意何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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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정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성에 본

연과 기품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같지 않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은 두 가지 성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품과 합하여 말하고 어떤 경

우에는 기품의 요소를 제거하여 말한 것이다. 한 가지는 리만 단독으로

말한 것이고, 한 가지는 리와 기를 합해서 말한 것이니 본래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정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 갈래의 길이다. 성은 하

나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발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발하니 어

찌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아니겠는가? 승마설로 논하면 사람이 자신의

일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말의 일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 사람은 비록 하나이지만 일은 두 가지이다. 이 일(사람의 일)을

저 일(말의 일)에 대비시키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사람만 가리켜서 말

탄 사람과 대비시켜 말하면 안 될 것이다.298)

이익은 이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데, 본연과 기품으로 성을

구분한 이유가 사단은 본연의 리에서 곧바로 발하고 칠정은 기품에 연유해서

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익은 본연과 기품을 본연지성과 기질지

성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두 가지 성이 아니므로, 성

에 본연과 기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정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정은 분명하게 두 갈래로 발현하지만 성은 둘 이라고 할 수 없으므

로 이익은 이황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성을 리와 기로 구분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본연지성은 성에서 기품을 제거한 것이므로 순수한 ‘리’ 그

자체이지만, 기질지성은 성에서 기품을 합하여 말한 것이므로 리와 기의 합

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성과 기품을 대립적 관계가 될 수 없다.

이황에게 있어서 성에 본연과 기품의 차이를 말하고,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을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유비시킨 것은 이론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298) 四七新編附錄,<讀退溪先生書記疑>, “詳究先生之意, 蓋以四端直發於本然之理而七情由氣

稟而發, 故有此云爾. 然其實情之有四七之分與性之有本然氣稟, 差不同. 本然之性與氣稟之性,

非二性也 或與氣稟合言之, 或剔去氣稟而言之. 一則單言, 一則兼言, 本非對立物也。至於情,

分明是二路. 性一也, 而或如此而發, 或如彼而發, 則豈非二路耶? 以乘馬說論, 則人有自出之事,

人有因馬出之事. 人雖一也, 而事則二也。以此事對彼事, 則可; 若獨擧人與乘馬之人對說, 則不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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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황도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칠론에서

말하는 성의 문제는 본성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다. 사

단과 칠정을 대립적인 관계로 상대시켜 놓을 경우 성에 있어서도 그러한 대

립적 관계로 상대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성은 둘이 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이론적 무리가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주희가 말하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어긋나게 될 뿐 아니라 사단과 칠정이 다른 두 가지

의 정이라고 하게 되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도 두 가지 성이 있다고 해야 하

기 때문이다. 기대승이 줄곧 이점을 지적하였고, 후에 이이를 비롯한 율곡학

파도 이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다. 또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사단과

칠정에 유비시키면 이황의 의도와 달리 기질지성은 본연지성과 기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는 칠포사의 논리로 이어지게 된

다.

이익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사단과 칠정에 유비시키는 문제점 때문에

본연지성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오로지 기질지성만 있다고

주장한다.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은 두 가지 성이 아니고 기질지성의 성이 곧

본연지성이라는 것이다. 본연지성은 리만 말하고 기질지성은 리와 기를 합해

서 말한다는 것은 주희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이미 기대승이 줄곧

말했던 것이다.

승마설 비유를 살펴보면299), 이 비유는 사람은 리를 상징하고 말은 기를

상징한다. 이황은 사단은 사람이 말을 탄 것에 칠정은 말이 사람을 태운 것

에 비유하였다. 이이는 말이 사람을 태운 것으로만 설명하고 이익은 사람이

말을 탄 것으로만 설명한다. 따라서 이황은 사람이 말을 탄 것과 말이 사람

을 태운 경우-실제 사태는 동일하지만-를 구분한 것이 리발과 기발이라고 하

299) 승마설은 주희가 태극과 음양의 동정에 사용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버젼이

등장한다. 이러한 비유로 설명하는 방식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은유는 추상적 개념을 쉽게 풀이함으로써 상호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한정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쟁점을 부각시켜 섬세하고 풍부한 논의

를 할 수 있는 현실적 토대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한다.(정소이(2015) 349쪽,; 이향준, 조
선의 유학자들, 켄타우로스를 상상하며 리와 기를 논하다, 예문서원, 2011. 6-10쪽.) 특히
승마설 비유는 주희, 이황, 이이 그리고 이익에서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 따라 변형된 형태

로 나타나므로 논변의 쟁점과 서로의 차이가 비유를 통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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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호발설이다. 이이는 말이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이므로 기발리승 한 가지

뿐이라면 이익은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것이므로 리발기수 한 가지 뿐이다.

어떤 경우에나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태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것이

다. 이이는 말에 초점을 맞추므로 말(=기/기질)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한 문

제가 된다. 이익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므로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된

다. 이황은 말과 사람의 역할을 모두 거론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은 이이에게 있어서 사람의 역할은 말에 태워진 것 이외에는 없다.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길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적으로 말에 달린 문제가 되므

로 말이 잘 길들여져야만 한다. 이이에게 있어 동일한 현은 하나의 의미만

갖는 것이다. 이황처럼 말 탄 사람이나 사람을 태운 말이나 그 함축하는 것

이 다르면 매우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기의 드러남이며, 사람을

태운 말이다. 그러므로 중절된 칠정이 곧 사단이며, 제어된 인심이 곧 도심이

다. 말이 잘 길들여진 경우에는 심지어 사람이 없어도 된다.

이익의 경우는 사람의 역할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 뿐 말의 의지는 고려되

지 않는다. 사람이 자신의 일 때문에 나가는 것은 사단이고 말에게 물이나

풀을 먹이러 가는 것은 칠정이므로 사람의 일은 공적인 일이고 말의 일은 사

적인 일이 된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말을 타고 나가는지 즉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감정은 의식적이고 자각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므로, 남을

위한 감정과 나를 위한 감정을 다시 공사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남을 위

해 슬퍼하면 공적인 감정인 사단이고 나를 위해 슬퍼하면 사적인 감정인 칠

정이 된다. 이렇게 사단과 칠정의 성격은 그 의도나 방향이 애초에 서로 다

르기 때문에 이익이 정은 ‘분명하게 두 가지 갈래의 길’이라고 한 것이다.

이익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대립적 구도로 보지 않고 기질지성만 인정

하지만 본연지성은 기질지성 속에 있다. 이것은 이이가 기질지성은 기질과

본연지성을 함께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때와 차이가 있다. 이익이 말하는 본

연지성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연지성의 성질이 그대로 기

질지성 속에 함축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기에 대한 리의 주재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본연지성은 기품을 완전히 제거한 리 그자체이고, 리

는 언제나 기에 대해 주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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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지성은 오로지 리만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연지성을 리의

측면만 말할 수 있다는 이황의 입장과 다르다. 이황은 본연지성이 기를 배제

하고 리만 말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익은 기품을 완전히 제거하고 리만으로 본연지성을 말하고 있

는 것이다. 이황식으로 말하면 본연지성은 리기의 합이 아니다. 기질지성이라

야 리와 기의 합을 말할 수 있고 기질과 본연지성이 합해진 것이 기질지성이

다. 기질지성은 순수한 천리로서 본연지성과 기질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이 현실적으로는 기질지성만 인정하더라도 기질지성에서 이미 기에 대

한 리의 주재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의 성은 기질지성 하나일 뿐이지만 그

성의 핵심에는 주재하는 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모든 감정과 행

위는 리가 발한 것이 된다. 다만 리가 곧바로 나왔거나 형기를 거치면서 나

왔는가에 따라 인심도심, 사단칠정이 갈릴 뿐이다. 따라서 언제나 리가 주가

되고 리가 주도하고 리가 발현하는 것이므로 기는 부수적인 도구로써의 역할

밖에 없다. 이것이 이익이 말하는 리발기수일도설이다.

이황은 순수하게 좋은 감정으로 대표되는 사단이 곧 본연지성의 발현이라

고 한다. 이것은 본성에 간직된 도덕의식이 깨어나는 것이므로 곧 도심을 말

한다. 맹자는 인간이라면 선험적으로 도덕의식이 있다는 징표인 사단은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을 말했다. 맹자가 사단의 확충을 말하지만 이것은 제선

왕의 예에서 보듯이 소를 보고 측은지심을 느낀 것이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

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순수한 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제선왕에

게 이러한 마음을 전쟁에 시달리고 기근에 굶어 죽는 백성에게도 적용하라고

압박한다. 제선왕이 만약 백성을 위해 세금을 덜 거두고 농번기에 군역을 면

제해주면 당장 나라의 세수가 줄고 국방이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것

은 국가와 백성을 자신의 사적 소유로 여기는 제선왕에게는 자신의 이익에

관계되는 일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결국 형기와 관

련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제선왕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 왕도를 실현하게 된다고 하며 이것을 사단의 확

충으로 말하고 있다. 맹자가 말하는 사단의 확충은 한 번 느꼈던 순수한 도

덕의식의 경험이 자신의 형기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그 판단과 결정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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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된다는 의미이다. 즉 사단은 자신의 형기와 관련된 감정을 조절하고 정

책을 판단하고 시행하는 준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사단의 경험이 이렇

게 확장되어야 하는 것을 맹자가 말하고 있지만 사단 자체는 즉각적인 외부

사태의 반응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황이 말하는 사단도 내면의 본성이 즉각적이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감

정이라는 점에서는 맹자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황의 사단은 어떤 의

식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념적으로 순수하고, 본연지성에서 곧바로

나온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외부 사태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자연발생적이다. 그러므로 이황의 사단은 곧 도심이다. 본연지성

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의식이 깨어나는 것인데 이 도덕적 자각이 곧 도심이

므로 도심은 본연지성에서 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도심이 사람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은미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자각되기 전에는 없는 것이나 마

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사단이라는 감정으로 드러난 순간 도심이 자각되면

사람은 육체적 욕구에 따른 수동적인 행위만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황

은 육체의 욕구에 따른 수동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칠정을 기발이라고 한 것

이다. 이황에게 있어서 사단은 도심이고 칠정은 인심과 같다. 그러나 도심은

심이고 사단은 정이므로 혼융해서 말할 수 없지만300) 도심이 발현된 것이 사

단이며, 인심이 발현된 것이 칠정이라는 것은 이황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황

의 사단은 맹자의 사단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도덕의 근거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긴 하지만 맹자의 사단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수양론의 측면에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목표는 공통적으로 모든 행위의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을 잘 다스려서 올바른 행위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단칠정으로 말하면 모든 감정으로 대표되는 칠

정을 중절해야 하는 것이다. 이황이 비록 사단은 본연지성에서 곧바로 나오

는 순수하고 선한 감정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논증했지만 그러한 감정이 있

다고 해서 사단만 항상 나오게 하고 칠정을 모두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칠

정은 없고 사단만 있는 사람을 되고자 하는 것이 이황의 목표라고 할 수 없

300) 退溪集 권37, 答李平叔 , “然道心, 以心言, 貫始終而通有無. 四端, 以端言, 就發見而指

端緖, 亦不能無少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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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단이라는 특수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칠정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순

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단은 도심을 구체화된 것으로

본연지성에서 발현한 감정이므로 사단의 경험으로 도심이라는 도덕적 자각을

하게 되면 인심의 욕구가 조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리의 발현이라는 사단이 확충되면 자신의 형기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도 형기와 관련되지 않았을 때 느꼈던 감정의 경험으로 도덕의

식이 깨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황의

입장에서는 수양이 잘 이루어지면 외물이 그 형기에 닿아 마음이 동요가 막

일어나더라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감정을 낼 수 있다고 보

는 것이다. 즉 사단의 확충은 칠정의 중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사단이

나오도록 하는 특수한 경우를 더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라는 감정

으로 내면의 도덕의식이 자각되므로 내부적으로 칠정을 잘 다스려 자신의 형

기와 관련된 상황에서 올바른 감정을 내고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황은 사단의 역할이 미발함양을 통한 마음의 주재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보

았다. 마음의 주재 역량을 평소에 잘 길러나가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적

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이제는 칠정의 중절에서 미발함양의 문제로

전환된다. 마음은 미발함양을 통해 주재력을 갖추면 다시 칠정을 제어하고

조절하여 중절할 수 있게 된다. 사단의 함양을 통해 마음이 주재가 확립되면

모든 감정[칠정]은 그 발생하는 지점에서부터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사태가

닥치면 그에 따른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황은

미발함양의 수양론을 제시한 것이고, 이에 따른 마음의 구조와 관계를 심통

성정도 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익의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인 리가 기질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따라서

리가 기를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질지성만 인정하더라도 기질의 성이 곧

본연지성이므로 본연지성이 그대로 기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본다. 이

익도 性發爲情을 말하지만 그대로 理發爲情이라고도 한다.301) 리가 발하여

정이 되므로 사단이든 칠정이든 본연지성이 발하는 것이고 이 본연지성과 기

301) 星湖全集 권15, 答沈判事 甲寅1734(54세), “心氣而性理也, 理與氣相離不得, 理發爲情,

氣必同發.”



- 134 -

질을 합해서 기질지성인 것이다. 사단이든 칠정이든 본연지성인 리가 발했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이 어디로부터 발하는지 그 근원을 따져 물을 필요가 없

게 된다. 그러므로 소종래는 부정된다. 물론 이익이 사단과 칠정을 리발과 기

발로 구분하고 이황보다 세밀한 분석을 하지만 이것은 소종래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두 가지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칠정 밖에

사단이 별도로 있다는 주장은 이익이 이황과 달라지는 분기점이다. 이황은

“칠정을 벗어나 다시 사단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만약 곧바로 (사

단과 칠정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것 같다.”302)

라고 하였다. 이익은 이황이 심성정을 리와 기의 합으로 이해하며, 리가 주가

되는 마음[본연지성-사단-도심]이 있어서 인간의 내면의 도덕적 기준의 역할

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사단과 칠정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그대로 가져

간다. 이러한 점에서는 이황과 이익의 연속성을 말할 수 있다.

칠정을 벗어나서 아마도 다시 사단이 있는 것 같다. 측은해함은 희노애

락이 아니다. 사양함은 희노애락이 아니다. 나머지 것도 그렇게 보인다.

만약 칠정을 벗어나서 다시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리발과 기발의

두 가지 길은 끝내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퇴계선생의 뜻은 반드시 가

리키는 것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니 다시 상세히 보아

야할 것이다.303)

이황은 기대승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칠정을 벗어나서 다시 사단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기대승이 말한 칠정 속

에 사단이 포함된다는[칠포사]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황은 사

단과 칠정을 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하는데, 첫째는 정의 구조가 존재

론적으로 리와 기의 합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단과 칠정의 구성요소가

302) <퇴계 제2서>, “雖不可謂七情之外復有四端, 若遂以爲非有異義, 則恐不可.”

303) 四七新編附錄, <讀退溪先生書記疑>, “七情之外, 恐復有四端. 惻隱, 非喜怒哀樂也; 辭讓,

非喜怒哀樂也. 餘可類見. 若七情之外, 不復有四端, 理發氣發二路, 終不可分矣. 先生之意, 必

有所指, 而今不可解, 更詳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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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으므로 사단을 리발이라고 하더라도 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칠

정을 기발이라 하더라도 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304) 다시 말해

사단이라도 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칠정이라도 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 인승마의 비유에서도 사람은 말과 떨어진 적이 없고, 말탄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사단과 칠정은 동일한 사태일 뿐이다. 결국 정으로 드러난 현상에

있어서 사단과 칠정은 무엇이 주도하는지를 가려서 소종래를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감정으로 드러난 현상자체는 동일하게 경험되고 관찰될 수 있다

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사태에 처해서 내 마음이 동요하고 감정이 발생하는

데 그 마음의 동요가 슬퍼서 그런 것인지 측은해서 그런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황의 입장이다. 이익의 경우라면 내 자신의 형기와 관련된 감

정인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둘째는 중용은 희노애락을 말하

고 예기와 호학론 은 칠정만 말했지만 사단이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

기 때문이다.305) 그러므로 사단이 칠정 속에 포함된 다른 한 종류의 감정, 즉

중절한 칠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마음은 하나이므로 사단과

칠정이 다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황이 기대승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익이 <讀奇

高峰四七說記疑>에서 이황이 기대승의 논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에 의문을 제

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306)

이익은 사단은 칠정과 동시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사단이 나오든 나오

지 않든 칠정은 본래부터 있기 때문이다.307)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상황

에서 측은지심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분노가 생기거나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측은지심이 생기면 이미 칠정도 있을 뿐 아니라, 측은지심

이 격해지면 몸이 떨리거나 눈물이 흐르는 등 형기에 관계된 칠정도 따라 나

304) <퇴계 제2서>, “大抵有理發而氣隨之者, 則可主理而言耳. 非謂理外於氣, 四端是也. 有氣發

而理乘之者, 則可主氣而言耳. 非謂氣外於理, 七情是也.”

305) <퇴계 제1서>, “子思之論中和, 言喜怒哀樂而不及於四端; 程子之論好學, 言喜怒哀懼愛惡欲

而亦不言四端 是則就理氣相須之中而渾淪言之也.” 퇴계집 권37, 答李平叔 , “故如樂記中

庸好學論中, 皆包四端在其中, 渾淪而爲說.”

306) 四七新編附錄, <讀奇高峰四七說記疑>, “若喜怒之中節者, 謂發於理而與四端不異, 則惻隱

羞惡之不中節, 亦發於氣而與七情不異乎? 抑高峯之變其初說, 先生之許其見得, 果何在也?”

307) 四七新編, 11, <七情亦有因道心發>, “四端錮蔽而亦有此七情; 四端著顯而亦有此七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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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다는 것이다.308) 이익은 기질지성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단과 칠

정을 그 발생연원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소종래를 따질 필요 없이 감정 자

체에서 나의 형기와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상

관없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

되므로 사단과 칠정은 분명하게 두 갈래로 나온다고 한 것이다.309) .

이황의 사단은 인의예지의 사덕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담보되는 것이지

만 칠정은 비록 발생 근원이 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기가 접촉하여 마음이

동요된 것이므로 인의예지의 사덕이 그대로 나왔다고 할 수 없다. 형기의 접

촉으로 마음이 동요되어 나온 정이므로 기가 섞인 것이므로 성의 본래 선함

을 드러날 수 없어서 악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므로 칠정은 기질지성과 같이

리와 기가 섞인 것이지만 기가 주도한다고 한 것이다. 이익에게 있어서도 사

단은 본연지성인 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므로 그 순수함과 완전함을 보장받

는다고 보는 것은 이황과 같다. 다만 이황이 본연지성에서 사단이 발한 것이

므로 리발이라고 할 때는 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를 배제하고 리의 측면

으로만 말한 것이라면, 이익은 기가 완전히 제거된 본연지성인 리 자체가 사

단으로 발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익이 본연지성은 기가 제거된 리라고 하는 것은 이황이 성에서 리와 기

를 구분하여 사단과 칠정의 관계와 유비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성의

구조와 정의 구조는 유비될 수 없고 기질지성이라는 하나의 성에서 사단과

칠정이 나오는 것이다. 기질지성의 성이 본연지성이므로 사단과 칠정은 곧

본연지성인 리가 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종래를 따질 필요가 없어지므

로 자연스럽게 소종래가 부정된다.

308) 四七新編, 11, <七情亦有因道心發>, “見赤子入井, 則必有怵惕惻隱之心, 惻隱之甚則哀生

焉.”

309) 星湖全集 권18, 答李致和 丁卯1747(67세), “七情不獨賢愚同有, 雖蟲獸莫不備具, 則其從

形氣者明矣. 其與四端判爲異途者又定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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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私七情에서 公七情으로

‘공칠정’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발 이다. 중발 은 1741년 이익의 나

이 61세에 지은 것이다. 愼後聃(號, 河濱 1702∼1761)은 공칠정310) 리발설을

제기하여 성호학파 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311) 공칠정 논쟁이란

사단은 理發, 칠정은 氣發로 구별하는 것을 전제로 ‘맹자의 기쁨’, ‘순임금의

분노’와 같은 경우 이것을 칠정의 기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리발로 볼 것인

가 라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것이다.312) 이 문제를 둘러 싼 논란은 성호학

파가 분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만큼 주요 논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이 문제의 발단과 전개과정에 주목하고 있다.313) 신후

담의 사칠론은 이익과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으며, 이런 차이가 공칠정 리발

설 제기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공칠정 논란의 발단은 퇴고논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황은 사칠논변 중

사단과 칠정을 구별하면서 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10) ‘공칠정’은 성인의 칠정 중에 맹자의 기쁨(喜)과 순의 노함(怒)을 공적인 칠정의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희로’라고도 한다. ‘공칠정’과 ‘공희로’는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자에 따라서는 ‘공희로’를 일반적인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신후담은

사칠동이변 에서 ‘희노애락’(喜善人之爲政, 怒四凶之有罪, 哀顔淵之死, 而樂四子之侍與夫…皆

發於天理之本然, 而不與形氣相干) 또는 ‘애오’(七情從公理發者, 如愛善惡惡之類當之) 등도 함

께 거론하고 있고, 공리에서 발하는 칠정이 있다(河濱全集, 上星湖論四七別紙 , “七情氣

之發, 固也. 而幷有公理上七情”)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칠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11) 신후담의 공칠정 논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사칠론 전개-희노리발설의 형성배경과 그 영향 , 한국실학연구 22, 한국실학학회, 2011.;

강세구, 성호학파의 리기논쟁과 그 영향; 공희노논쟁을 중심으로 , 실학사상연구 17.18,
한국실학학회, 2000.; 정소이, 하빈 신후담의 사단칠정론 , 유교사상문화연구 58, 한국유

교학회, 2014.; 박지현, 하빈 신후담의 사단칠정론과 공리에서 발하는 칠정 26, 국학연구,
한국국학진흥원, 2015.

312)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기대승이다. 이익은 사칠신편에서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정론을 세웠지만 신후담이 다시 거론하면서부터 성호학파의 공칠정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313) 성호학파의 공칠정 논쟁에 주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세구(2000).; 신항수, 18세기

후반 이익 문인들의 분기와 성호학계승 , 한국실학연구 8, 한국실학학회, 2004.; 이동희

外, 성호좌파 성리설의 전개와 변용 , 동양철학연구 47, 동양철학연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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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怒哀懼愛惡欲은 어디로부터 발합니까? 외물이 형기에 자극하여 마음

이 움직여 대상을 따라 나옵니다.…외물이 다가오면 쉽게 자극받고 먼

저 움직이는 것은 형기만한 것이 없는데, 일곱 가지가 그 묘맥입니다.

어찌 안에 있을 때는 순수한 理이던 것이 발하자마자 기와 섞이고, ①

외물에 자극받는 것은 형기인데 그 발하는 것이 理의 본체일 수 있습

니까?’314)

  이것에 대해 기대승은 반박하며 성인의 칠정을 거론한다.

칠정을 ‘대상을 따라 나온다’라거나 ‘형기가 자극받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②‘밖으로 형기가 자극받는 것이니 리

의 본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칠

정은 바로 性 밖의 것이어서 자사가 말한 “和”가 아닐 뿐만 아니라 크

게 옳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맹자가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喜

이고, 순이 사흉을 죽인 것은 怒이며, 공자가 애통하게 곡을 하신 것은

哀이고, 민자·자로·염유·자공이 곁에서 모시고 있을 적에 공자께서 즐

거워하신 것은 樂이었으니, 이것이 어찌 리의 본체가 아니겠습니까?315)

여기서 이황은 자신이 말한 ①‘외물에 자극받는 것은 형기인데 그 발하는

것이 리의 본체일 수 있는가(安有外感則形氣而其發爲理之本體耶)’라고 한 것

에 대해 기대승이 ②‘밖으로 형기에 자극 받은 것이니 리의 본체가 아니다(外

感於形氣而非理之本體)’로 받아들인 것은 표현상 오류로 의미전달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극을 받는 것은 기인데 그것이 발함에

이르러서는 리가 되는 이치가 있겠는가?(其感則是氣, 而至其發則是理, 安有此

314) <퇴계 제1서>, “喜怒哀懼愛惡欲, 何從而發乎? 外物觸其形而動於中, 緣境而出焉爾.…外物

之來, 易感而先動者, 莫如形氣, 而七者其苗脈也. 安有在中爲純理, 而才發爲雜氣, 外感則形氣,

而其發爲理之本體耶?”

315) <고봉 제2서>, “來辯以七情爲緣境而出, 爲形氣所感, 旣皆未安, 而至乃謂之外感於形氣而非

理之本體, 則甚不可. 若然者, 七情是性外之物, 而子思之所謂和者非也, 抑又有大不然者, 孟子

之喜而不寐, 喜也. 舜之誅四凶, 怒也, 孔子之哭之慟, 哀也. 閔子子路冉有子貢侍側而子樂, 樂

也. 玆豈非理之本體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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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耶)’라고 고친다.316) 이황은 칠정이라는 정은 형기가 외부 사물의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라면 이것은 기발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황은 사단이든 칠정이든 정은 리기지합으로 발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

문에 칠정은 기가 주도하지만 기가 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사단은 리가

주도하지만 리가 기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317) 이황은 사단을 통해 심에서

작동하는 리를 도덕적 본질의 실현이라는 목적과 관련하여 이해하므로 도덕

적 본성에 근거한 사단이라는 단서가 드러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에 순수한 인의예지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지만, 개인의 개별적

인 감정과 욕망은 형기를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 사태에 따라 드러난다는 것

이다. 개별적인 감정과 욕망도 리인 본성과 무관한 자극-반응으로만 보지 않

지만 기질의 반응이라는 개체적인 수준에서 감정과 욕망이 드러난다는 점에

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에서 발한 칠정은 중절한다고 해

서 사단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편에서 성인의 칠정은 사적인 형기에서 생긴다는 것에 근거해서 ‘기발’

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성인의 칠정은 이미 사적인 형기와 관련이 없어졌

다는 것 때문에 리발의 가능성도 남겨두었다. 이익은 칠정이 사를 떠나지 않

더라도 사가 리의 차원에서 공이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음식남녀의 욕구와 죽음이나 가난의 고통을 싫어하는 것은 성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가지고 있는 바이나 욕구가 마땅히 욕구할 만한

것에 머무르고 미워함이 마땅히 미워할 바에 머무른다면 사 가운데의

정[私中之正]이다. 正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비록 자기의 사적인

것을 떠나지 않지만 사악함[邪]으로 흐르지 않는 것이다. 천하가 함께

욕구하는 것을 욕구하고 천하가 함께 싫어하는 바를 싫어하면 이는 곧

사 가운데의 공[私中之公]이 된다. 공이라 한 것은 어째서인가? 비록

316) <퇴계 제2서>, “安有外感則形氣而其發爲理之本體耶云者, 言當其感, 則是氣而至其發, 則是

理安有此理耶? 但覺語有未瑩, 故已改之矣. 今來誨變其文, 直曰外感於形氣, 而非理之本體, 則

旣與滉本意遠矣. 而其下詆之曰, 若然者七情是性外之物, 然則朱子謂七情是氣之發者, 亦以七情

爲性外之物耶?”

317) <퇴계 제2서>, “大抵有理發而氣隨之者, 則可主理而言耳. 非謂理外於氣, 四端是也. 有氣發

而理乘之者, 則可主氣而言耳. 非謂氣外於理, 七情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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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사로움에 관계되지 않더라도 자기의 일과 한가지로 보는 것이

다. 이는 곧 리가 하는 것이다. 리는 칠정으로 하여금 공이 되도록 할

수 있지만 칠정을 사로부터 나오지 않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맹자의 기뻐함과 순의 노여워함과 같은 경우는 또한 성현의 ‘인을

함께 하는 사[同仁之私]’이다.318)

이익은 개별적인 사의 층위를 확대하고 넓힘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

를 공유하는[天下同其私者] 공공[共]의 보편적 차원을 지향할 수 있다고 보았

다.319) 이것은 일반인의 보편적 욕망에 근거한 감정이 공적 보편성[公共]을

구성하는 바탕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이황에게서 보이는 칠정의 부정적 이

미지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익은 보편적으로 확장된

사는 리의 차원에서 공이라고 하는데,320) 이렇게 리의 차원에서 공이 된 사

[私中之公]는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는[天下同其私者] 공공[共]의 보편적 차원

으로 나아간 사이다. 이것은 개별적 자기 관심에 한정되는 사에서는 이미 벗

어난 것이므로 형기와 관계없는 공적인 칠정이며, 바로 이익이 말하는 성인

의 칠정이다.

이익의 공적인 성인의 칠정은 기대승의 경우와 같이 중절여부로 결정되는

칠정이 아니다. 칠정이 중절하더라도 사적인 형기에서 발하는 정이라는 사

실은 바꾸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기가 어두워서 가려지더라도[不中節]

여전히 리에서 발한 정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321) 성인의 공적인 칠정

은 공공의 보편적 차원으로 확장된 칠정이므로 곧 중절한 칠정으로써 도덕성

318) 四七新編, 4 <聖賢之七情>, “飮食男女之欲, 死亡貧苦之惡, 聖愚同有, 而欲止於所當欲,

惡止於所當惡, 乃私中之正也. 正者, 何也? 雖不離己私, 而不流於邪, 欲天下之所同欲, 惡天下

之所同惡, 乃私中之公也. 公者, 何也? 雖不繫吾私, 而一視於己也. 此卽理之爲也. 理能使七情

爲公, 而不能使七情不出於私. 若向所謂孟子之喜舜之怒之類, 亦是聖賢同仁之私也.”

319) 이익의 私의 확장으로서의 天下公에 대한 설명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백민정, 유교지식인의 공관념과 공공의식-이익 정약용 심대윤 , 동방학지 제160집, 연세
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9-19쪽.

320) 星湖全書 권7, 四七新編 4. 聖賢之七情, “聖人之私及遠. 所以遠者, 理爲之主也, 理何嘗

私? 然則謂私, 可也, 謂之公, 亦可也.”

321) 星湖全書 권7, 四七新編 4. 聖賢之七情, “若但以七情之中節者爲理發, 則如四端之拘於

氣昏而不能中節者, 亦可謂氣發乎? 七情雖中節, 而發於氣則不可易; 四端雖昏蔽, 而發於理則不

可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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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현된 달도이다. 이익은 성인의 칠정이 달도가 되는 것은 리가 주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322)

이익이 신편에서는 성인의 칠정이 리발이라는 가능성을 남겨두면서도 형
기와 관련와 관련된 칠정의 본래 모습에 근거해서 기발로 확정하였다. 신후

담은 ‘성인의 칠정은 리발’이라는 취지로 이익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익의 답

장은 1734년이므로 신후담의 편지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있었을 것인데 이익

은 이 답장에서는 성인의 칠정을 기발이라고 단언한다.

지금 성현의 희노는 곧 리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희와 노

는 같은데, 만약 이것을 기발이 아니라고 하면 칠정은 끝내 오로지 기

발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칠정의 설은 본래 예운 에서 나왔으니,

이른바 천하를 한 집안으로 여기고 나라를 한 몸으로 여긴다고 하였습

니다.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은 천하의 몸을 자기의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외물이 자극하면 바로 자기의 형기를 접촉하는

것과 같아서 이 희노가 발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희노와 차이가 없습니

다. 어찌 이것으로 도리어 리발로 의심하겠습니까? 사단도 역시 선악이

있고 칠정도 역시 선악이 있지만 선악이 비록 다르더라도 그것이 리가

발한 것인지 기가 발한 것인지는 바뀔 수 없으니 다시 생각해 보길 바

랍니다.323)

신편에서 성인의 칠정을 기발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지이다. 성인은

세상 사람들의 일에 대하여 희노를 발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희노와 같이

형기에서 발한 것이므로 칠정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은 리발과 기

322) 星湖全書 권7, 四七新編, 4. 聖賢之七情, “經曰: ‘喜怒哀樂之中節, 天下之達道也.’ 何謂

達道? 惟其理爲主, 故皆謂之達道. 然則高峰所謂‘達道不可謂氣發’一句, 殊覺未備. 退溪之反加

稱許, 何也? 盖高峰只偏擧孟子之喜舜之怒公底一邊, 有此云爾. 才如此說, 便闕却欲當欲惡當惡

正底一邊, 而又況孟子之喜舜之怒, 原其自則亦只是氣發耶?”

323) 星湖全集 권23, 答愼耳老 甲寅1734.“今曰聖賢之喜怒卽理發, 何也? 喜怒均也, 若謂此爲

非氣發則七情終非專屬諸氣發耳. 七情之說, 本出禮運, 所謂天下一家中國一身云云, 可以深思而

得也. 聖人以天下之身爲己之身, 故外物之感, 便同觸己之形氣, 而發此喜怒, 其實與己之喜怒無

異也, 豈可以此反疑於理發耶? 四亦有善惡, 七亦有善惡, 善惡雖殊, 其理氣之發則不可易. 更乞

商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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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발처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발처가 형기이면 기발이고 발처가 성명

[의리]이면 리발이므로 감정이 직접 촉발되어 나오는 근거지점으로 형기와

성명을 말하고 있다. 이미 이황의 소주에 따른 소종래의 구분에서는 벗어났

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은 중발 을 쓰기 전에도 성인의 칠정은 형기와 관련되므로 기

발이라는 주장과 동시에 성인의 칠정은 일반적인 칠정과 다르므로 구분해 보

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맹자의 기쁨, 순임금의 분노는 천하의 사로 마음을 삼은 것이다. 이것

은 성현이 그것을 넓힌 공효이니 바로 사단과 이라고 해도 또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른 뜻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통 사람만 칠정이 있고 성인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여전히 선

일변설입니다.324)

이익이 성인의 칠정은 기발로 주장하는 이유가 보다 분명해진다. 성인의

칠정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칠정과 다르다. 본래 칠정은 ‘不學而能’으로

사람이면 누구나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형기에서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이

라고 보는데, 만약 성인의 칠정이 리발이라고 하게 되면 성인은 칠정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이익은 인심-칠정, 도심-사단으로 연속되어 있으므로

형기가 있다면 인심이 있고 인심이 있다면 칠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인

의 칠정은 이러한 칠정의 본래 모습에서 변화된 것으로 ‘천하의 사’로 형기의

사가 확장되어 공과 일치하므로 사단과 다를 바 없는 ‘공적’인 칠정이다. 공

사로 구분할 때 감정의 대상이 자신이면 사적인 것이고 타인이면 공적인 것

이라고 하였지만, 공과 사가 대립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에서 공으로 확

장될 수도 있고 공과 사가 서로 전환될 수도 있다.325) 칠정이라도 공적이라

324) 星湖全集 권17, 答李汝謙 (2) 庚申1740, “孟子之喜舜之怒, 以天下之私爲心. 此聖賢廓之

之功, 謂之便是四端則亦無不可, 曰二者無二義則不可. 若然只常人有七情, 而聖人則無有, 此依

舊是善一邊之說矣.”

325) 성호학파 내의 윤동규와 이병휴의 논쟁에서는 공칠정과 함께 사칠정도 거론되는데, 이병

휴는 칠정자체에 리발과 기발이 모두 있다고 보아 공칠정 문제를 이익과도 다르게 해명한

다.(貞山集 上尹丈書 1764년) 이병휴가 공칠정과 사칠정의 근거로 드는 주자의 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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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단과 같은 것이라고 해야 하지만 사단은 아니므로 두 가지 뜻이 없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칠정은 사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다시 사적인 정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사적이면서 공적인 것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발만으로는 말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익의 입장은 형기

를 거친다면 점에서는 기발이다.

선일변설이라는 것은 이이의 논리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으로 이이가 인심

도심종시설을 주장하면서 성인은 인심에서도 기가 용사하지 않고 도심의 명

령을 따라서 인심이 도심이 된다고 한 것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성인은 도

심만 있고 인심은 없는 사람이 된다. 인심이 없고 칠정이 없는 사람은 기본

적인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육체적 욕구조차 없는 것

이 되고 만다. 공칠정을 리발이라고 하게 되면 성인은 사단만 있고 도심만

있게 되므로 선일변설이다.

이익은 리발과 기발을 형기의 개입 여부로 구분하지만 사단이든 칠정이든

외물에 접촉하여 자극받는 성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326) 그러나 신후담은

리발과 기발의 차이가 형기의 개입여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물에 접촉

하여 자극받는 성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본다.

그러나 성호의 뜻은 사단과 칠정이 감하는 성은 같지만 단지 그것이

형기와 접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나의 형기와 접촉하였는지에 따라

리와 기가 구분된다고 여긴 것이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성은 하나로

개괄하여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감한 성은 맹자가 논한 인

의예지의 성이며 천리 본연의 본체이고, 칠정이 감한 성은 맹자가 논한

성색취미의 성으로, 리가 형기의 사적인 것에 속한 것이니 넓게 섞어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의예지의 성과 성색취미의 성의 근본

은 동일한 오행의 리이니 이것으로 사칠이 하나의 성에서 발했다고 말

음과 같다. 주자어류117;59, “今人喜也是私喜, 怒也是私怒, 哀也是私哀, 懼也是私懼, 愛也

是私愛, 惡也是私惡, 欲也是私欲. 苟能克去己私, 擴然大公, 則喜是公喜, 怒是公怒, 哀·懼·愛·

惡·欲, 莫非公矣.”

326) 星湖全書 권7, 四七新編 , 8. 七情便是人心. “物, 外物也; 性, 吾性也; 形氣, 吾形氣也.

自外來感者, 謂之感也; 自吾動者, 謂之發也. 吾性感於外物而動, 而不與吾形氣相干者, 屬之理

發; 外物觸吾形氣而後, 吾性始感而動者, 屬之氣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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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옳다.327)

사단의 성은 인의예지의 성, 칠정의 성은 성색취미의 성으로 다르다. 성색

취미의 성은 형기지사에 속하는 리이고 인의예지의 성은 본연의 체에 해당하

는 리이다. 그 근본은 동일한 오행의 리이지만 자극받는 성이 다르므로 사단

과 칠정은 근거하는 리가 다르다. 이것은 이익의 공사로 사칠을 구분하는 것

이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328) 신후담은 칠정자체에 이미 공과 사가 있

다고 한다.

사단이 막히고 가려져도 역시 이 칠정은 있고, 사단이 분명히 드러나도

역시 이 칠정은 있다는 것은 특히 형기상의 칠정으로 질병을 두려워하

고, 굶주리고 추운 것을 슬퍼하는 종류와 같다. 공리를 따라 발하는 것

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두려워하고 측은

해하며 슬퍼하는 것은 절대로 사단이 막힌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다. 이것으로 칠정에는 과연 공과 사의 두 가지 길이 있으니 억지로 하

나로 만들 수 없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329)

형기상의 칠정은 사단과 물론 관계가 없는 자기 관심에 따른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공리상에서 발하는 희노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측

은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이미 자기관심의 형기지사의 일은 아니다. 이익은

327) 河濱全集 권2, 四七同異辨 ,<星湖李丈四七新編記疑>, “然星湖之意, 乃謂四七所感之性

同, 而但以不干形氣觸吾形氣爲理氣之分. 今詳性不可一槪論也. 四端所感之性, 卽孟子所論仁義

禮智之性, 天理本然之體也. 七情所感之性, 卽孟子所論聲色臭味之性, 理之屬於形氣之私分者

也. 恐不可汎然混稱之也. 但仁義禮智之性, 聲色臭味之性, 其本則同一五行之理, 以此而謂四七

之同發一性, 則可也.”

328) 河濱全集 권2, 四七同異辨 ,<星湖李丈四七新編記疑>, “此論四七分界, 甚明. 只就公私二

字上可驗其理發氣發.”

329) 河濱全集 권2, 四七同異辨 ,<星湖李丈四七新編記疑>, “四端錮蔽而亦有此七情, 四端著

顯而亦有此七情, 此特形氣上七情, 如懼疾病, 哀飢寒之類爲然. 若其從公理發者, 如見赤子入井

而怵惕而懼, 惻隱而哀, 則決非四端錮蔽者之所能也. 以此知七情果有公私二路, 不可强合而爲一

也, 明矣.”



- 145 -

이것을 도심을 통해서 발하는 칠정으로 형기지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

았다. 그러나 형기지사와 관계가 없는 이유는 급박한 사태라서 사의가 싹틀

여지가 없이 남과 나를 구분하지 않고 측은을 미루어 나아간 특별한 예외적

인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명에서 발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은 이미

리에서 발하는 감정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신후담은 측은과 마찬가

지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도 형기지사와 관계없다면 곧 성명에서 발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성명에서 발하는 측은이 있는 사람이므

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니, 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도 성명에서 발

하는 칠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칠정은 형기에서 발하는 것이 있지만 성

명에서 발하는 것도 있어서 칠정에도 공과 사가 모두 있다는 것이다.

신후담에게 있어서 사단칠정론에서 논의의 초점은 사단과 칠정 그 자체에

서 성명과 형기의 문제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성명에서

발하는 정과 형기에서 발하는 정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정은 사단의 네 가

지로 한정되거나 칠정의 일곱 가지로 한정될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330) 성명

에서 발하는 정은 물론 사단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칠정 중에서도 만약 형기

에 간섭되지 않는 경우라면 성명에서 발하는 정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신

후담의 이른바 공칠정 리발설은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것이다

신후담은 칠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기발의 칠정이 있다. 이것은

형기에서 발한 칠정이라는 칠정기발의 본래 의미로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처가 기[형기]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절한 칠정이 있다. 이

것도 역시 형기에서 발하는 칠정으로 발처는 기이다. 그러나 중절한 칠정은

리가 주재하여 중절한 것이므로 중절처[주재처]는 리이다. 주재처가 리이므로

리에서 발한다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기대승은 주재처를 가지고 리발이라

고 말한 것으로 신후담은 보았다.331) 다만 이때의 칠정은 발하기 전 즉 미발

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천리 본연의 본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단과 다르

다고 하였다.332) 셋째, 천리 본연의 본체에서 발하는 칠정이 있다. 신후담의

330) 河濱全集 권2, <星湖李丈四七新編記疑>, “雖四德之端, 若推類而言之, 則不止此四者而

已.”

331) 河濱全集 권2, <四七說同>, “至於高峯以七情之發而中節者謂發於理, 而與四端不異, 則此

又不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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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따르면 공리에서 발하는 칠정으로 이른바 공칠정이다. 즉 신후담에게

있어서 공칠정이란 이익의 사가 확장된 것으로서의 칠정이나[私中之公] 기대

승의 중절한 칠정을 의미하지 않고 애초에 성명의 리에서 발하는 칠정이 별

도로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발처는 리가 된다. 형기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칠정과 같이 기뻐하고 노하는 것이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지

만, 자기 관심의 일을 대상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과 악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공적이다. 이때의 칠정은 미발에서는 천리 본연의 본체 즉

미발지중未發之中이며 화和가 될 수 있고 사단과 같아지므로 ‘사단이 칠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대승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뒤섞어서

발처와 중절처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공칠정은 기발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기대승은 중절여부로만 선악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칠정의 중절한 것이 사단이다’라는 의미에서 ‘사단이 칠정 중에 있다’라고 했

지만, 그 뒤섞인 것을 변별해 내면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

다.333) 발처와 주재처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신후담은 기대승의 중절한 칠정

이 사단이라는 것을 비판하지만, 나아가 이익이 신편에서 비유로 든 장수

와 군졸의 관계는 리가 기를 주재하는 주재처에 해당하고 이황의 인승마의

비유는 발처에만 해당된다고 하여 역시 발처와 주재처를 구분하지 않은 문제

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익은 신후담의 공칠정리발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禮運」에서 장차 형기의 칠정에 대해 논함에 반드시 먼저 천하와 일

체임을 말하였다. 그 뜻은 “기가 함께하여 서로 관통하니, 만물이 나에

게 속한다. 다른 사람이 기뻐함이 있으면 반드시 이로움에 밝아서 나

또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노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근심함을 이해하

여 나 또한 분노한다. 그의 이로움과 근심함은 바늘이 나를 찌르는 것

과 같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옛사람들이 말한

332) 河濱全集 권2, <星湖李丈四七新編記疑>, “實則因形氣發之理, 自其未發之時, 而固不如四

德之粹然天理者也.”

333) 河濱全集 권2, <序>, “亦有從天理發, 切不干於形氣者...若是者, 未見其異於四端. 愚所謂

奇李二氏之或可自爲一說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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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이다. 그것은 이미 형기가 발하여 내가 그것과 더불어 한 몸에 같

은 정이니, 기발에 배속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할지라고 이

것은 단지 칠정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측은과 수오에도

같지 않은 뜻이 없다. 인한 사람의 마음은 도외시 하는 사물이 없으니,

측은과 수오는 만물을 일체로 여기는 중에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렇

게 되는 까닭은 리가 주가 되니 형기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면 喜怒가 나의 사에 간여하지 않는 것은 리발이 아닌 것이 없어서, 형

기에서 생긴 것과 뒤섞어서 지칭해서는 안 된다.334)

이익의 공칠정은 공리에서 발하는 칠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역시 칠정은 형기에서 생기는 것으로 말하는데, 만물동체가 되어 기가 통한

다면 그 때의 희노는 내 몸에서 생긴 것처럼 내가 그 기쁨과 슬픔을 느끼게

되니 형기를 거쳐서 생긴 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발이라는 것이다. 칠정

만 그런 것이 아니라 측은지심이나 수오지심도 만물일체로 여기는 중에 생겨

나는 정이라면, 칠정이나 사단을 막론하고 정의 소이연이 리가 위주가 되면

리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편에서는 ‘형기’라는 정의 발생지점과

‘공적’이라는 정의 성격을 놓고 공칠정도 형기에서 발하는 기발이라고 보았다

면, 여기서는 ‘공적’인 정의 성격을 근거로 리발이라고 하는 것이다. 공적인

정이라면 그 정의 소이연은 당연히 리가 주가 되는 것이므로 비록 형기에서

발하더라도 리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은 이러한 공칠정 리발설로 전

환한 것은 신후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였지만, 신후담은 천리에서

직접 드러나는 발하는 칠정을 말하고 있었다면 이익은 주리의 칠정을 말하고

있다.

이익이 말하는 주리의 칠정은 기대승이 말하는 중절한 칠정으로서 사단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기대승은 기가 발현하였지만 과불급이 없는 경우는

334) 四七新編, <重跋>, “禮運將論形氣之七情, 而必先言與天下一體. 其意若曰: ‘氣與相貫, 萬

物屬己. 人之有喜, 必明於其利而吾亦喜, 人之有怒, 必達於其患而吾亦怒, 彼之利患, 莫不如針

箚己也.’ 此古人立言之旨也. 彼旣形氣之發, 而吾與之共體同情, 則屬之氣發, 恐似無妨. 雖然,

此不但七者之爲然. 惻隱羞惡, 莫不同義. 仁人之心, 度外無物, 惻隱羞惡, 亦皆從萬物一體中流

出. 所以然者理爲主, 而不爲形氣所屬. 然則凡喜怒之不干己私者, 莫非理發, 不可形氣生者混稱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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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본체가 실현된 것이므로 기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익은 형기

에서 생긴 것이라도 리가 소이연이 되면 리가 주가 된 것이므로 리발이라고

하였다. 기대승은 사단이든 칠정이든 기가 발현한 것이고 중절 이후에 리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합치하면 리에 소속시키고 합치하지 않으면 기에

소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익은 칠정은 형기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기발이

라고 보고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칠정의 본래 모습으로 간주한다. 형기를 거

쳐서 리가 발현하지만 형기와의 관련되면 기발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형기에

서 발생하여 누구나 없을 수 없는 칠정이라도 리가 주재하여 관섭하면 칠정

이 다스려진다고 하였다. 사적인 칠정이 다스려지면 나의 형기와 관계없어지

므로 그 성격이 사에서 공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칠정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리가 그 소이연이 되는 것이니 앞서 말한 리가 다스리고 관섭한 결과이

다. 신편에서는 형기의 개입여부로만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였다면 중발

에서는 정의 성격을 공사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리는 본래 공적인 것

이므로 정의 성격은 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리가 주가 되어 공적

인 성격의 정은 나의 형기와 관련된 상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형기와 무관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정이므로 리발이다. 이렇게 되면 사

단과 칠정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주리의 칠정이 곧

공칠정이고 리발이라면 사단과 차이가 없어진다.

이익이 이황과 이이의 구설을 극복하고 신설을 세워서 보여주는 것, 즉 이

익이 사칠론을 다시 제기하면서 이황의 사칠론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은 이유

를 이 삼단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황은 사단을 ‘리발기수’라고 하여 감정

의 연원을 인의예지의 사덕에 연관시킴으로써 근원부터 순수한 감정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이이는 모든 감정은 기질의 욕구에서 비롯되므로 그 욕

구가 일어나는 기질부터 바꾸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황과 이이

의 사칠론은 성리학의 형이상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익은 그러한 형

이상학으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벗어나고 있다.

이것은 이익이 이황과 달라지는 지점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황은 성의 구

조를 정과 동일하게 존재론적인 리와 기의 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소종래를 따져서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익은 기질지성에 리인 본연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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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핵심으로 있어서 기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

황은 무엇이 주가 되는지로 구분하던 사단과 칠정을 이익은 별도로 존재하며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여 칠정 밖에 사단은 따로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황

이 사단과 칠정은 혼동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익은 이황의 주장을

그대로 경험적 차원으로 전환시켰다고 할 수 있다.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익의 첫 번째

변곡점은 결국 이황의 소종래에 대한 비판이다. 이익도 사단은 리발기수이고

칠정은 기발리승이라는 이황의 명제를 따라서 분석하지만, 사단이나 칠정의

근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의 모든 정은 하나의 성에서 나온다

고 보기 때문에 소종래의 의미는 사라진 것이다.

이익이 말하는 성인의 칠정은 기대승의 경우와 같이 중절여부로 결정되는

칠정이 아니다. 칠정이 중절하더라도 사적인 형기에서 발하는 정이라는 사실

은 바뀌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기가 어두워서 가려지더라도[不中節]

여전히 리에서 발한 정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335) 이익에 따르면 정이

발생 시점에서 형기를 거쳐서 ‘리’가 심기와 결합해서 발현하면 사칠정이고,

발생 시점에서 형기를 거치지 않고 리가 심기와 직접 결합하여 발현하면 사

단이다. 그러나 발생 시점에서 형기를 거쳐서 리와 심기가 결합하더라도 그

성격이 바뀌면 공칠정이다. 그 성격이 바뀌는 것은 리가 주가 되는 것으로

리가 관섭한 결과이므로 형기가 주가 되는 칠정이 형기와 무관하게 되면 사

단과 같아진다.

칠정은 반드시 형기에서 발현된 것이므로 사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또

사적인 것과는 관계없는 감정도 있으니, 맹자가 기뻐하고 순임금이 노

여워한 일 등이 이런 것이다.…칠정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배우

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꼭 악한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형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악으로 흐르기가 쉽다. 그러나 사단이라면 배우지 않고

서는 할 수 없다.…[칠정은] 다스려지기 전에는 사적인 감정일 뿐이지

335) 星湖全書 권7, 四七新編 4. <聖賢之七情>, “若但以七情之中節者爲理發, 則如四端之拘

於氣昏而不能中節者, 亦可謂氣發乎? 七情雖中節, 而發於氣則不可易; 四端雖昏蔽, 而發於理則

不可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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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스리고 나면 사적인 것과 상관없는 경우도 있다.…이 公은 칠정을

다스린 公이요, 칠정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음식남녀를 바라고 死亡

貧苦를 싫어하는 것은 聖愚가 같지만, 바랄 것을 바라고 싫어할 것을

싫어하는 데 그치면 이것은 중절한 칠정[私中之正]이고,…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을 바라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면 이것은 공칠

정[私中之公]이다.336)

여기서 私칠정, 正칠정, 公칠정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私칠

정에서 正칠정과 公칠정으로 바뀐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正칠정은

중절한 칠정이고 公칠정이 바로 성인의 칠정으로 말했던 것이다. 성인은 모

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인간상이다. 특히 유학자들의 수양하는 목적이 성

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데 있으므로 성인의 칠정을 공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자들에게 수양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은 사적인

칠정은 배우지 않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사단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맹자는 사단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감정이라고 했다. 이황은 사단을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

야할 기본적인 정서 상태이지만 부단한 노력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익은 수양을 거치기 이전의 칠정은 모두 개인의 이해타산과 관련된 사적

인 칠정이지만, 리가 주가 되어 다스려지면 공칠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성인의 공적인 칠정은 공공의 보편적 차원으로 확장된 칠정이므로

곧 중절한 칠정으로 도덕성이 실현된 달도이다. 이익은 성인의 칠정이 달도

가 되는 것은 리가 주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337) 이익은 이황처럼 수양을

336) 四七新編 聖賢之七情 16～19쪽, “七情畢竟是從形氣發者, 故爲私有底情也. 然又有似不
涉於私者, 如孟子之喜 舜之怒之類是也. …… 夫七情, 不學而能. 不學而能者, 未必皆惡, 但
出於形氣之私, 故易至於惡也. 若乃四端, 則非不學所能也. …… 其未治之前, 只有私有底情; 
已治只後, 便却有不涉於私者. …… 是公者, 治情之公, 非情之本然也. …… 飮食男女之欲、死

亡貧苦之惡, 聖愚同有, 而欲止於所當欲、惡止於所當惡, 乃私中之正也. …… 欲天下之所同

欲、惡天下之所同惡, 乃私中之公也.”
337) 星湖全書 권7, 四七新編 , 4. <聖賢之七情>, “經曰: ‘喜怒哀樂之中節, 天下之達道也.’ 何

謂達道? 惟其理爲主, 故皆謂之達道. 然則高峰所謂‘達道不可謂氣發’一句, 殊覺未備. 退溪之反

加稱許, 何也? 盖高峰只偏擧孟子之喜舜之怒公底一邊, 有此云爾. 才如此說, 便闕却欲當欲惡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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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미발함양을 말하지 않는다. 미발함양 대신 칠정의 교정을 제시하고 있

다. 이익은 맹자가 제시한 사단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경험되는 특수한 감

정으로 본다.338)

사단과 칠정을 심기와 형기의 개념을 통해 엄밀히 구별하고, 사단을 중절

한 칠정의 기준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지만 실제 수양에 있어서는

인심이 도심에게 청명하는 것처럼 사단이 칠정에게 청명하도록 하는 것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인심이 도심이 명령을 듣는 것은 결국 리가 그 제어의 기

준이 되는 것이다. 사단은 본연지성인 리가 그대로 발현한 것이고 칠정 속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므로 칠정의 수양은 인심을 도심으로 주재하는 것과 같

아진다. 이익은 리의 작용 능력을 강조해서 사단과 칠정 모두 리가 발현하

고 리가 주도하는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 특수한 감정인 사단에서 근거해서

도덕성을 찾고 사단을 함양하는데 수양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다. 오히려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칠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누구나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은 삼단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렇다면 ‘一己의 私’에서 발하는 것이 있고, ‘同體의 私’에서 발하는 것

이 있고, ‘義理에서 발하는 것’이 있으니 반드시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하

여 섬세한 것까지 모두 궁구해야 한다.339)

一己之私, 同體之私, 發於義理의 세 가지 의미는 이미 신편에서 제시되었
던 것을 중발 을 거치면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一己之私는 수

양이전의 사적인 칠정이므로 불학이능의 칠정이다. 이때의 칠정은 조절되지

않은 감정이므로 부중절한 칠정이라고 할 수 있다. 同體之私는 중절한 칠정

惡正底一邊, 而又況孟子之喜舜之怒, 原其自則亦只是氣發耶?”

338) 四七新編 後說 , “蓋惻隱羞惡, 仁義之發也. 見其失所而危死, 則必爲之惻隱; 見其違道而
妄作, 則必爲之羞惡. 此, 逆境也, 非君子之所願而緣境便發者也. 苟見其得所, 見其合道, 則必
爲之喜樂. 此, 實天理之順境.”

339) 星湖全集 권19, 答尹幼章 壬戌1742, “然則有發於一己之私者, 有發於同體之私者, 有發於

義理者, 必須分三段說, 究極於毫忽之際.” 이것은 임술년 편지로 지칭되는데 공칠정 논쟁 중

에 이병휴와 윤동규 모두 자신의 입론 근거로 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익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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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편의 ‘私中之正’에 해당하며, 기대승이 말하는 중절한 칠정이지만

이것이 바로 성인의 칠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점에서 기대승이 말하는

중절한 칠정과 차이가 있다. 發於義理가 공칠정으로 성인의 칠정이며, 사단에

해당한다 사단과 공칠정이 같은 층위에 있다. 사단과 공칠정은 이제 동일한

레벨의 감정으로 취급되면서 공칠정에 많은 의미가 부여된다.

사단이든 칠정이든 리가 발한 것이며, 리가 움직이면 기가 따라서 정으로

면모를 이루어 준다는 것이 리발기수일로설이다. 이것은 마음이 외부 사물에

감응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이 반응하는데 나의 형기와 관련

되어서 본연지성이 반응하게 되면 기발이고 나의 형기와 관련되지 않고 반응

하면 리발이다. 발현된 감정 자체에서 사단과 칠정이 확연히 구분된다.340) 내

가족이 죽어서 슬픈 것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죽어서 슬픈 것은 같을 수

없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죽어도 슬퍼할 수 있으면 그것은 나의

형기와 관계없는 감정이므로 칠정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단과 칠정을 드러난 감정에서 즉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

발생 근원과 경로를 따지는 소종래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사단과 칠정은 동

시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단이 없어도 칠정은 있다. 사단이 드러나면 당연

히 칠정도 있다. 또한 칠정도 본연지성인 리가 발현한 것이므로 형기를 거친

다고 해도 사단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보았다. 사단은 리가 곧바로 발현한 것

이므로 이미 순선함과 완전함이 보장된 것이다. 따라서 드러나 사단은 리 자

체이므로 그대로 칠정의 과불급을 조절하는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다.

이황은 미발함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수양을 거쳐서

마음의 주재가 확립되어야 비로소 칠정의 과불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

익도 사단은 칠정과 달리 불학이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감정은 아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사단이 칠정과 동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칠정이 없는 사람은 없고 칠정 자체에 사단의 흔적이 있다고 하였다.

340) 星湖全集 권18, 答李致和 甲子1744(64세), “試觀喜怒, 非惻隱羞惡也; 非辭讓是非也; 判

然不同也. 若然四七終不可以分開說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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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정 가운데에는 사단의 모상이 없을 수 없다. 무릇 칠정이 처음 발할

때, 측은함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仁의 단서이고, 그 마음 자체

에 절도가 있어서 방종함에 이르지 않는 것이 禮의 단서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 결 같이 생각하는 것이 義의 단서이고, 절목에 따라

그것이 이와 같고 저와 같음을 아는 것이 知의 단서이다. 이것은 마음

에 나아가 혼륜하여 설명한 것이다. 생명을 보면 기쁘고 죽음을 보면

슬픈 것이 인의 단서이고, 선함을 보면 사랑하고 불선함을 보면 싫어하

는 것이 의의 단서이다. 공손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노여워하고 존귀한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예의 단서이고, 외물이 올 때마다 그것이

기뻐할만한 것인지 노여워할만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지의 단서이

다. 이것은 사물에 나아가서 분개하여 말한 것이다.341)

사단이 없는 사람이라도 칠정 속에 사단의 흔적이 있으므로, 약간의 노력

만 들이면 칠정의 과불급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기제는 바로 사태마다 동시에

발현된 사단에서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익이 ‘칠정 밖에 사단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소종래를 찾는 대신 발현된 마음에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황처럼 소주 소

종래를 따질 필요가 없어지고 미발함양과 같은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 되지도 않는다.

사람이 칠정에 대해서 다스리면 순선하지만 다스리지 않으면 쉽게 악

으로 흐른다.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본래 가지고 있는 정을 따

라서 천리로 그것을 관섭하여 악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스려지기 전에는 단지 사적으로 가진 정이 있을 뿐이지만 다스려진

뒤에는 도리어 사적인 것과 관계없으니 이것은 천리가 관섭한 효과이

341) 四七新編, 6<七情橫貫四端>, “七者之中, 莫不有四端之貌象. 凡七情之始發也, 惻隱而便會

動者, 仁之端也; 其心自有撙節, 不至狂肆者, 禮之端也; 一念要當如何爲之者, 義之端也; 隨節

隨目, 知其如此如彼者, 知之端也. 此就心上渾淪說也. 見生則喜, 見死則哀者, 仁之端也; 見善

則愛, 見不善則惡者, 義之端也; 見不恭則怒, 見尊貴則懼者, 禮之端也; 每當外物之來, 分其可

喜可怒者, 知之端也. 此就事物上分開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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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칠정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342)

칠정은 본래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람 뿐 아니라 미물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칠정은 사적으로 소유한 정이므로 그 자체

를 악하다고 할 수 없지만 쉽게 악으로 흐르기 때문에 다스려야 한다. 칠정

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칠정이 악으로 흐르지 않은 올바른 감정이 되게 하는

것이다. 본래 가진 정이란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고 미물도 갖춘 사적인 형

기와 관련된 칠정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칠정은 私七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로 관리하고 제어하여 다스리면 사적인 것과 관계없다고 하였

으므로 사칠정이 공칠정이 된다는 것이다.343) 칠정이 본래 공적인 것은 아니

지만 리로 다스리면 공칠정이 된다고 하였다. 사칠정에서 공칠정으로 전환되

며 여기에는 리의 관섭이 들어간다. 이때 리가 관섭하여 다스린다는 것은 인

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는 것과 같다.

또한 칠정이 없으면 이른바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

입니까? 때리면 아프고 긁으면 가려운 것이 인심이니 성인이나 어리석

은 사람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때려도 아프지 않고 긁어도 가렵지 않다

는 것은 듣지 못했으니 여기서 청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

는 것은 바로 비록 아프고 가려움이 있어도 능히 리로써 스스로 극복

하여 싫어하고 노여워하는 정이 함부로 생기지 않게 하여야 비로소 도

심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칠정이 본래 인심의 사에 속하는

까닭이니 주자의 가르침이 명백하고 합당하여 조금의 유감도 없습니

다.344)

342) 四七新編, 4<聖賢之七情>, “故人之於七情, 治之則純善, 不治之則易流於惡. 治之云者, 卽

從本有之情, 以天理管攝他, 使不得流於惡也. 其未治之前, 只有私有底情; 已治之後, 便却有不

涉於私者. 此則天理管攝之功也, 非七情之本然也.”

343) 사칠정이 공칠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은 주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朱子語類,
117:59, “朱子訓門人曰: ‘今人喜也是私喜; 怒也是私怒; 哀也是私哀; 懼也是私懼; 愛也是私愛;

惡也是私惡; 欲也是私欲. 苟能克去私己, 擴然大公, 則喜是公喜; 怒是公怒, 哀懼愛惡欲, 莫非

公矣.’”

344) 星湖全集 권32, 與洪 乙卯1735(55세), “若無七情, 所謂人心聽命於道心者何也? 搯痛爬痒,

是人心, 聖愚同有, 未見有搯不痛爬不痒, 於此說聽命不得. 雖使有搯爬而不痛痒者, 是別有頑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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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심을 리로 제어하고 극복하여 칠정이 함부로 생기게 하지 않는 것으로

聽命을 말하고 있다. 인심이 있어야 칠정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인심과 칠

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같다. 이익은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 뿐

아니라 바로 칠정이 사단의 명령을 듣는다고도 말한다.

증자는 “만일 그 정을 얻게 되면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라(哀矜而

勿喜)”345)고 말했는데, 이는 그 정을 얻음이 기뻐할 만한 것이지만 仁

의 단서가 주재가 된 경우이다. 맹자는 “싫어하는 바[惡]가 죽음보다

심한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 죽음이 싫어할 만한 것이지만 義의 단서

가 주재가 된 경우이다. 자사는 “작위와 봉록은 사양할 수 있다.”346)고

말했는데, 작위와 봉록은 바랄 수 있는[欲] 것이지만 禮의 단서가 주재

가 된 경우이다. 증자는 “사랑하면서도[愛] 그 악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惡] 그 아름다움을 안다”347)고 말했는데, 좋아함과 미워함은 자신에게

절실한 것이지만 知의 단서가 주재가 된 경우이다. 이는 칠정이 사단에

게서 명령을 듣는 것이다. 이와 반대가 되면 혹 천리의 순수한 단서가

혈기의 사사로움에게서 명령을 받게 되니, 측은해하는 마음이 있지만

곧바로 교유를 원하거나 명예를 바라는 마음348)이 생기는 경우가 그것

이다.349)

之人, 非所謂聽命也. 此云者乃謂雖有痛痒之類, 能以理自克, 不以此妄生惡怒之情, 方始是聽命

道心. 此七情所以本屬於人心之私, 而朱子之訓明白曲當, 毫無遺憾也.”

345) 論語, 子張 , “孟氏使陽膚爲士師, 問於曾子. 曾子曰: 上失其道, 民散久矣, 如得其情, 則

哀矜而勿喜.”

346) 中庸章句제 9장. “子曰” 天下國家可均也, 爵祿可辭也, 白刃可蹈也, 中庸不可能也.”

347) 大學章句전 8장. “所謂齊其家, 在修其身者, 人之其所親愛而僻焉, 之其所賤惡而焉, 之其所

畏敬而焉, 之其所哀矜而焉, 之其所敖惰而焉, 故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者, 天下鮮矣.”

348) 孟子, 公孫丑上], “所以謂人皆有不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惻隱之心, 非

所以納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鄕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349) 四七新編, 9<七情聽命於四端>, “曾子曰: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 得其情可喜, 而仁之

端爲宰也. 孟子曰: ‘所惡有甚於死.’ 死可惡, 而義之端爲宰也. 子思曰: ‘爵祿可辭.’ 爵祿可欲, 而

禮之端爲宰也. 曾子曰: ‘愛而知其惡, 惡而知其美.’ 愛惡切己, 而知之端爲宰也. 是爲七情聽命於

四端也. 反是, 或以天理粹然之端, 而聽命於血氣之私, 如惻隱而便有納交要譽之心之類,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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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정이지만 인의예지의 단서가 주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것을 칠정이 사단의 명령을 들은 것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사단이 칠정의 명

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측은지심이 있으면서도 교제하기를 원하거나

명예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것은 인심도심과 사단

칠정을 결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심은 기한통양과

같은 것이라면 칠정은 기한통양에 먹고 입을 것을 바라는 마음이나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 먹고 입을 것을 얻어서 기뻐하는 마음이나 빼앗겨서 슬퍼하

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칠정은

사단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리로 칠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

였으므로 사단은 칠정과 함께 드러나게 되면 그대로 칠정을 다스리는 기준이

되고 사단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칠정 속에 사단의 흔적인 리가 있기 때문에

다스려질 가능성이 있다. 사단이 칠정을 다스리는 것을 주재가 된다고 하였

으므로 결국 리가 기의 주재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은 미발함

양을 거치는 수양방법은 아니다. 인심이든 칠정이든 사태마다 드러난 감정에

서 리가 주재가 되어 제어하고 관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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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이황은 소종래에 따라 리발 기발로 나누어 사단은 리가 발하여 기가 따르

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타는 것이라는 호발설을 제시하였다. 이

황은 모든 존재와 그 작용은 리와 기가 합해져서 이루어지며, 사람의 마음도

理와 氣의 합이므로 도덕의 근거인 리가 마음속에 本然之性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황의 명제는 존재론적으로 리와 기의 합으로 구성

된 情을 그 의미[所指]와 발생과정[所從來]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에 대한 리의 주재 운용이 그 바탕이 된다. 그러나 리의 주재 운용은 기의

물리적 운동과 그 층위가 다르다. 구체적 현실에 있어서 리는 언제나 乘機로

서의 마음의 氣를 통해서 그 주재 운용하는 것이므로, 리는 凝結造作이라는

물리적 운동을 하는 기와 달리 無爲하다. 따라서 이황이 ‘理發’이라 하더라도

리가 기 없이 自發하는 것은 아니고[理發爲四端, 所資以發者氣耳. 其所以能然,

實理之爲也], ‘氣發’은 기에 대한 리의 주재 운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

니다[氣而無理之乘, 則陷利欲而爲禽獸]. 그러나 소종래에 따른 사단칠정의 구

분이 리와 기를 지나치게 분리시킨 문제점이 있다는 기대승의 지적을 받아들

여 다시 무엇이 주도하는지에 따라 주리주기로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게 된

다. 이렇게 확정된 것이 이황의 四端理發氣隨 七情氣發理乘의 명제이다. 이것

은 소종래를 유지하면서도 리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 한 것이다.

사단과 칠정은 동일한 사태로 드러나고 그 구성요소가 같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의 구별은 기원이 되는 성의 본연과 기품의 차이에서 구분한 것이고, 본

연과 기품이 차이는 결국 리와 기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

서 사단과 칠정을 본성과 기질, 리와 기의 차이로 대립시켜 本然之性-道心-

四端-主理-理發과 氣質之性-人心-七情-主氣-氣發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단은 그 발생연원이 본연지성이고, 理이다. 칠정도 그 발생연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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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면 사단과 같이 본연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칠정은 기질이 영향

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므로 이미 순수한 본연지성의 발로라고 할 수 없다.

사단의 소종래가 본연지성인 것에 대비하여 칠정의 소종래는 기질지성이고

氣이다. 이황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속에 순수한 천리가 자리 잡고 있

어서 사단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즉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감정으

로 드러나는 것이며 선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황은 사단칠정론에서 사단이라는 선한 감정을 통하여 선한 본성이 실재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평소의 함양을 거치면 마음의

주재력이 확보되어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마음의

주재가 확립되면 사람의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칠정이 조절되어

사태마다 올바른 감정을 내고 올바른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 이것이 이황이 말하는 칠정의 중절이다. 따라서 이황에게 있어서 사단이

라는 순수한 감정은 미발함양을 위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이황이 ‘리와 기를 지나치게 구분했다’, ‘理의 운동성을 인정했다’는 기대승

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사단과 칠정을 각각 리와 기에 분속하는 것은 사단이

칠정과는 구분되는 도덕적 감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황은 자신의 내

부에 도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이것을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기대승은 칠정에는 리와 기가 섞여 있음을 강조한다. 칠정이 발한 이후 氣

에 의해 理가 실현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은 함께 존재하며, 그 중

에서도 理가 실현된 경우를 사단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사단은 氣에 의해

서 실현된 理이며 중절한 칠정일 뿐이다. 기대승은 칠정의 중절여부로 선악

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을 대립적 관계로 놓고 구분하는 것

은 인정하지 않는다. 中節을 이룬 칠정은 未發之中이 실현된 것이므로 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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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중화의 상태가 곧 天命之性이자 本然之體가 실현된 상태이므로

이때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의 칠정은 이렇게 도덕

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중절한 칠정이며 보통 사람들도 칠정의 중절은 가능하

다고 주장한다. 기대승은 중절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 도덕적인 감정이라

는 사단의 특별한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 선악을 중절여부로 결

정하는 기대승의 입장에서 사단도 선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사

단부중절설이 제기되는데, 이것은 이후 정의 성격을 중절여부로 구분하지 않

는 이익에 의해 다시 비판된다.

3.

이이는 기대승의 논변을 발전시켜 이황의 사칠론의 호발을 비판하고 이황

의 氣發理乘만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 맞추어 채택한다. 이이는 理無爲와 氣

有爲에 근거하여 형이하의 기에만 자발적 활동 역량을 인정하므로 정의 발생

과정을 기발리승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이는 모든 현상은 기의 발현[氣發理

乘]이라고 주장한다. 이이에게 있어서 마음은 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로써 그

일원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기인 마음이 담고 있는 본성은 氣質之性 하나로

통합되고, 본연지성의 고유성은 사라지게 된다. 이이는 이황이 강조하는 사단

과 본연지성의 실재성을 부정하므로 호발설에서 사단리발설은 페기하고 논의

의 중심은 사단칠정론에서 인심도심설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후

율곡학파는 이이의 논지를 이어 이황을 비판하지만 사단칠정론자체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4.

이익은 사칠신편을 저술하여 당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율곡학파에 대

응하여 이황의 철학적 문제의식을 다시 부각시켰다. 이익은 리발기수와 기발

리승의 명제를 해석하는데 心氣와 形氣라는 기의 차이로 구분하는 새로운 방

식을 제시한다.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의 차이가 아니라 기의 성격으로 구분

하는 것은 사단과 칠정이라는 정이 드러난 양상에서 확연히 구분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칠정의 기발은 형기의 기이며 형기의 기는 곧 사람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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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키는 것으로 내 몸과 관계되어 생기는 감정과 그렇지 않은 감정은 확

연히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익이 형기와 심기의 개념으로 사단과 칠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만년

에 정리된 것이다. 그러나 신편에서 이미사단과 칠정이라는 밖으로 드러난

정의 성격은 그 자체로 구분되었다고 보았다. 사단은 타인을 위한 배려나 공

감이며 칠정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몸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따른 감정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이 이익이 말하는 공사개념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사단과 칠정을 타인과 자신을 향한 감정으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도 이익의

독특한 해석이다. 사단이 공적인 감정인 것은 타인이나 대상을 위한 감정이

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적인 감정은 사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칠정으로도 확

대돌 수 있다. 희노애락이 자기 자신의 몸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희노애락은 공적이고 공적이라는 점에서는 사단과 다를 바 없어진다. 기

대승이 제기한 성인의 칠정이 여전히 중절여부에 따른 것이라면 이익의 공칠

정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결국 사단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승과 큰 차이가 있다.

이익은 이이의 氣發理乘一途說을 비판하고 理發氣隨一路說을 제기하였다.

이익이 칠정도 리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황의 ‘四端理發氣隨’의 명제를 전면에

내세워 사단에 칠정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모든

감정을 칠정에 포함시켜 사단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이이에 대응하여 모든 감

정을 사단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익이 이이의 비판에

대응하는 방식은 이이가 이황을 비판하면서 폐기한 사단-본연지성-리발을 극

단화시켜 이이의 주장을 대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작용은 기가 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는 이이에 대해 이익은 모든 것은 리의 작용이라고 주장한다.

이익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사단과 칠정에 유비시키는 것이 이황에게 있

어서 취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기질지성 하나로 통합하였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이와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익은 기질지성에 있어서 성의 핵심인 본

연지성인 리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이와 다르므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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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의 논리로 이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다.

이익이 사칠신편을 저술한 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관심에서 밀려난 이황의

철학적 주제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익은 이것을 통해 학문적으로 이황을 계

승하고 자신의 학문적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이황의 학문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익은 이황에 대한 계승의식에

서 출발하여 이황을 옹호하기 위해 사단칠정론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지

만, 이익의 재해석은 오히려 이후 사칠론 해체의 시금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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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s dissertation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Four-Seven Debate (Debate on the nature of Four Sprouts and Seven

Feelings) of “Toegye School” in the broad sense, as to include not only

the Youngnam (嶺南) but also the Kiho (畿湖) district. First, Toegye Yi

Hwang (退溪 李滉, 1501-1570, Toegye hereafter)’s argument shall be

analyzed in detail, and then this stance shall be contrasted with that of

the oppositional factions, i.e., Gobong (高峰) and Yulgok (栗谷). Finally,

Seongho Yi Ik (星湖 李瀷, 1681-1763, Seongho hereafter)’s new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oegye line shall be scrutinized in order to find the point

of succession and diversion from Toegye. While Toegye’s stance in

Four-Seven Debate has been passed on to Youngnam Southerners without

alteration, Seongho interpreted Toegye’s stance in a novel way that could

effectively rebut the opposing theories. Through such a work Seo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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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established a new system of ethics that enabled him to found the

unique Seongho School, which provided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Kiho Southerners without losing the gist of Toegye’s perspective — that

li the principle resides within human mind is issued forth in the form of

emotion (四端), that can effectively work as a moral standard (道心) upon

which other feelings (七情) and physical desires (人心) are measured and

controlled.

2.

Toegye holds firmly that the standard of morality lies within human

mind. Human mind is hence constituted of both the principle (li, 理) and

the material force (ki, 氣). Because mind contains in itself the moral

standard, it perceives and discerns moral issues, and is in charge of one’s

emotional responses. In this vein, Toegye maintains that the nature (性,

the underlying substance of mind, 心之體) as well as the emotional

responses (情, the outer manifestation of mind, 心之用) are constituted of

both the principle and the material force. This is the basic premise that

Toegye had in mind when he argues that Four Sprouts are issuance of li

(with ki following it), while Seven Feelings are issuance of ki (with li

mounting on it). Toegye’s such theory of alternative issuance of li and ki,

however, had not been well received and triggered fierce dispute.

2-1.

Toegye’s proposition “Four Sprouts are the issuance of li with ki

following it (理發氣隨), while Seven Feelings are the issuance of ki with

li mounting on it (氣發理乘)” needs a more detailed explanation. Toegye

sees that although all the emotional responses of human mind are

comprised of both li and ki, but they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meanings (what it points to 所指”) and “origins (where it comes from 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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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來).” Li and ki cannot be separated; only when they are together

emotional responses are possible. It does not mean, however, that they are

completely admixed so that it is impossible distinguish between them.

They are neither separable nor blended completely; they are always

one-in-two (不相離) and two-in-one (不相雜). In the case of Four

Sprouts, li leads and controls ki so the main moral agency is li the

principle; in the case of seven feelings, ki guides the course of action so

the main agency is the ki the material force. It must be noted that the

control and guidance of li is unlike the movement of ki, which has the

physical trace in the real world. In reality, li always requires ki in order

to be manifested. In this context, Toegye’s “issuance of li” implies its

manifestation by the ki-movement, and “issuance of ki” also implies the

latent moral agency of li. Toegye illustrates this subtle relationship of li

and ki through the example of a man (li) riding a horse (ki): the man

and the horse are always moving together, but there is a case the man

rides the horse to perform his task (Four Sprouts), as well as the horse

carrying the man to go for a drink (Seven Feelings). One needs to

carefully detect what is main agency (所主), and what is the true origin

(所從來) that generates the specific emotion.

2-2.

What Toegye insisted during the strenuous debate over the ontological

nature of two kinds of feelings was no other than the special status of

Four Sprouts: The Four Sprouts are the evidence that li the principle

exists within human mind and it can be the moral guide of ki the

material force. Even if the Seven Feeling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bodily desires of humans, are properly issued forth, their moral value, or

‘moral appropriateness’ is distinct from the pure issuance of li the

principle. Seven Feelings are the issuance of ki properly guided by li.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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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tological level, “ki under the guidance of li” and “li guiding ki” may

not seem different; only under a close scrutiny upon the source of

issuance can they be differentiated. By identifying Four Sprouts with Dao

mind (道心), which has the traditional role of directing and controlling the

excess and deficiency of Human Mind (人心), Toegye attempted at

founding the ground of morality in the form of moral emotion.

2-3.

Four Sprouts that people experience when facing a particular moral issue

ascertain them that they are the actual agent of morality, and can be in

control of everyday emotions like Seven Feelings. To establish one’s inner

moral agency is crucial in issuing forth an appropriate inner reaction.

While Four Sprouts are appropriate in themselves, Seven Feelings are to

be controlled before they issue forth appropriately. The actual

control-tower of appropriateness that measures and regulates the

pre-issued feelings does not exist outside of one’s mind: Four Sprouts

provides the very standard of morality within one’s mind, because they

are the pure issuance of the principle.

3.

Gobong Ki Daeseung (高峰 奇大升, 1527-1572, Gobong hereafter) and

Yulgok Yi I (栗谷 李珥, 1536-1584, Yulgok hereafter) attempted to refute

Toegye’s premise that li and ki are two-in-one. Theoretically, they are

and can be distinguished; yet in reality, li and ki are completely

intermingled that li must depend on ki to be manifested. “Ki guided by li”

and “li guiding ki” cannot be considered independently. Four Sprouts are

just well-guided Seven Feelings. There is no special status of a certain

set of feeling within human mind that can be the standard of 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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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Gobong asserts that everything that is at work is ki. Li can neither work

by itself, nor can it actively lead ki; it is only to be revealed passively by

ki’s actions. Seven feelings are the movement of ki with the innate and

inert li inside it; among the neutral feelings (Seven Feelings) some that

successfully reveal li are considered as proper moral emotions (Four

Sprouts). In this sense, Four Sprouts for Gobong do not have the special

status of a moral standard; they are just the part of Seven Feelings.

On the surface, Gobong agrees with Toegye that Four Sprouts are the

issuance of li, and with some reluctance, he has finally come to concede

that Seven Feelings are the issuance of ki: but what his statements imply

are far from Toegye’s stance. According to Gobong, if ki of human mind

naturally issues forth without excess or deficiencies than it will

successfully disclose li that resides within human mind, then it is exactly

same as issuance of li and Four Sprouts. Seven feelings are issuance of

ki only in the general sense that ki’s action may or may not manifest li.

Four Sprouts and Seven Feelings for Gobong are same in their

constitution and different only in their names (同實異名); on this point,

Gobong and Toegye had never come to a consensus.

3-2.

Yulgok further developed Gobong’s stance in his criticism of Toegye’s

theory. He theorized that the process of generating emotion is only

one-way (一道) that ki issues and li mounts on it (氣發理乘). In this

theory, Yulgok maintains the premise that li does not function while ki

does all the action (理無爲而氣有爲). When one’s mind is stimulated by

outer things and affairs, it spontaneously emits a reactive feeling that

Yulgok calls Seven Feelings. Unlike Toegye, Yulgok holds that suc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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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taneous reaction cannot be maneuvered or controlled beforehand;

consciousness or conscious decision (意) must be added to the natural

reactive emotion in order for emotions to have the status of either Dao

Mind or Human Mind. Four Sprouts are Dao Mind and at the same time,

properly controlled Human Mind. Like Gobong, Yulgok’s Four Sprouts

does not have a special status above and beyond Seven Feelings.

4.

Seongho is in stark opposition to Yulgok School in asserting that every

phenomenon in the world including the generation of emotion is just one

way process of li issuing and ki following it (理發氣隨一路說). Seongho

refutes Yulgok’s notion of inert li that, although li does not have a

specific physical trace it does not mean that it does not have a guiding

power over ki. Like Toegye, Seongho views that human mind and

emotion are combination of li and ki; however, while Toegye thinks that

only Four Sprouts are the issuance of li while Seven Feelings are

issuance of ki, Seongho contends that all emotions, Four or Seven, are

originally issued forth from li the principle. If they are issued directly

without deviation, then they will become pure moral emotions (Four

Sprouts): in the course of issuance if they are limited by their physicality

(觸其形), then they will become Seven Feelings closely associated with

one’s physical constitution.

4-1.

For Seongho, Four Sprouts and Seven Feelings are distinct kinds of

emotions. Simply put, Four Sprouts are other-directed emotions that tend

to connect self to others and placing the self in the greater whole; Seven

Feelings tend to separate the self from others and are more concerned in

one’s physical desires and interests. Because they are two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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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guishable emotions, one does not need to examine introspectively the

origin (所從來) of emotions. For Seongho, the origin of emotions are only

one, i.e., li the principle. Human nature, in this sense, cannot be

distinguished as li-part and ki-part; human nature is solely li the principle

embedded in the ki the material force.

4-2.

Because Four Sprouts are the direct issuance of li the principle and they

are the measurement and standard of various emotional responses. When

one is in a conflicting situation that one can pursue either the public

interest (公) or self-interest (私), Four Sprouts within one’s mind that

connects the self to the others will guide and regulate the self-indulging

desires, emotions and motivations within a proper realm that would not

cross the boundaries of public and private. On par with Toegye,

Seongho’s Four Sprouts are the innate moral guiding force of human

mind. While Toegye’s Four Sprouts are more subtle as to require

attention and nurturance, those of Seongho are more clear, evident, and

practical : in order to assess whether one does justice to a moral issue,

one needs to simply consult one’s Four Sprouts, which is to draw one’s

private self-interest out of the issue at hand and place oneself in the

realm of the public.

4-3.

After intense discussions with colleague scholars, however, Seongho came

to notice one mysterious, yet morally compelling, kind of emotion: Seven

Feelings of moral sages (聖人之七情). Apart from Four Sprouts, Seongho

had sofar put forward two kinds of Seven Feelings: one that are

self-indulgent, disconnected from the source of morality (私中之邪), and

the one that are guided by Four Sprouts that are properly issued forth (私

中之正). But there is one more kind of Seven Feelings that goes much



- 179 -

deeper than being merely appropriate. Moral sages regard the others’ body

as one’s own, and feel the pain others as one’s own. They do not merely

restrain their private desires. They desire even in their inner private mind

the well-being of others, since they do not distinguish their body from the

other’s body (私中之公). Hence, one cannot fast and crudely categorize the

moral and amoral, or the public and private into Four (li issued) and

Seven (ki issued). There are exceptional emotions like that of sages, that

are in touch with one’s physicality yet not bounded by it; reversely, their

physical constitution add a greater moral value in their actions in helping

others in need.

4-4.

Seongho interpreted Toegye’s theory of Four-Seven in a novel way in

that the nature and character of Four and Seven become more clear and

distinct. He also emphasized the active role of li the principle guiding over

ki the material force. Although he later somewhat blurred the distinction

of Four and Seven by allowing the possibility of li-issued, public Seven

Feelings (Seven Feelings of sages), it does not mean that he had

conceded Yulgok’s line of argument that Four are parts of Seven; on the

contrary, it means that some Seven are parts of Four. Thus seen, the

core spirit of Toegye’s ethical theory that the active standard of morality

(li) is embedded within human mind in the form of moral emotion (Four

Sprouts) is continued not only by Youngnam scholars, but also by

Seongho and his disciples in the form of public Seven 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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