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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洞 李漵의 리기심성론의 특징과 한계

박지현*

1. 들어가는 말

玉洞 李漵(1662-1723)는 星湖 李瀷(1681∼1763)은 셋째 형으로1) 이

익의 학문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익의 

집안은 대대로 가학의 전통이 있었으며, 이서 역시 다른 스승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혔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부친에게 배운 것이 학문적 기반을 형

성했을 것이다. 박학적 태도와 유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관심, 

경전에 대해 존중하되 선배 학자의 주석보다 자득의 중시는 대체로 이익 

가문의 선대나 이후에도 공통된 특징들이다. 이서는 여기에 더해 시와 그

림을 즐기고 거문고를 좋아하였으며 글씨에도 뛰어나 당대에 손꼽히는 

명필이며 시인이었다. 그래서 현재 이서에 관한 연구도 문학, 서예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2)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 이서가 부친 梅山 李夏鎭의 다섯 아들 중 前配인 龍仁李氏에게서 태어난 세 아들 중 셋째이
고 이익은 後配인 安東權氏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중 막내이므로, 이서와 이익은 이복형제

일 뿐 아니라 19년의 나이 차이가 난다. 

2) 문정자, ｢옥동이서의 필결에 구현된 역의 미학관｣, 한문학논집(서울: 근역한문학회, 

2000) 18집,  조민환, ｢옥동이서 필결의 역리적 이해｣, 한국철학논집(서울: 한국철학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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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는 부친으로부터 박학다예의 정신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부친이 

청나라에서 가져온 수많은 서적 등으로 폭넓게 공부할 수 있었고, 당시 

윤두서 등 소외된 남인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박학적 태도에 예술가적 취

향이 더해졌을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서는 오히려 공맹유학에 얽매이지 않고 제자백가를 

두루 섭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집권 세력의 이론적 기반으

로 전락한 성리학의 경직되고 공소한 이론에 이서가 깊이 천착하지 않았

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태도와 가학의 경향은 李潛
(1660-1706)의 죽음3)을 계기로 시문학에서 도학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익이 그것을 계승하였다고 한다.4) 

구회, 2004) 14집. 전상모, ｢이서 필결의 학술사상적 이해와 왕희지 인식｣, 충남대학교 
유학연구(대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3) 29집. 윤재환, ｢玉洞李漵의 理·氣對立的思
惟樣式과 그 意味｣, 동양고전연구(서울: 동양고전학회, 2012) 57집, 윤재환, ｢여주이씨 
성호가계 지식전승의 일양상-옥동 이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3) 60호,  윤재환, ｢玉洞 李漵 文學 속의 道學的 思惟世界와 그 意味 
: 玉洞 李漵의 道學的 詩 世界를 中心으로｣, 한국한시연구(서울: 한국한시학회, 2013) 

21집. 윤재환, ｢歷代歌를 통해본 옥동 이서의 역사인식｣, 동양고전연구(서울: 동양고전

학회, 2014) 57호. 윤재환의 ｢玉洞李漵의 理·氣對立的思惟樣式과 그 意味｣(동양고전연구
57집, 동양고전학회, 2012.) 

3) 李潛은 숙종 32년(1706년) 희빈장씨 소생 원자 균(경종)을 부지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는

데, 이 상소에서 당시 집권 세력인 노론계 金春澤의 처벌과 世子의 보호를 역설하며 국정 
쇄신을 요구하였다. 이 상소가 숙종의 분노와 노론계의 반발을 사게 되어 鞫問을 당하던 
중 죽음을 맞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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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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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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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于仕䆠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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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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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의 학문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가학의 영향은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이익의 학문이 가학에 근거하고 

있고, 이서가 그 학문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이익이 완성하였다고 한다

면 이서와 이익의 학문은 연속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익이 이서로부터 전수받은 가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본고에서는 이익의 학문연원과 그의 학

문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서의 문집 홍도유고에 남
아있는 리기 심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의 리기심성론의 특징과 한

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2. 리기심성론의 특징

이서가 리기개념에 대해 언급한고 있는 것은 문집 속에 산재해서 나타

나고 있다.5) 그중 핵심적인 것을 뽑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은 리이고 형상이 있는 것은 기이다.6)

리가 있으면 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리가 있으니 합하여 나뉘지 않는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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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홍도유고는 轉寫經緯가 分明하지 않은 寫本이다. 따라서 언제 누구의 손으로 어떻게 편

집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장살당한 이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루

어 보아 이잠이 신원되기 이전에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이후에 수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편집자들이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비록 이

익이 서문을 썼지만 이 책 자체는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6) 弘道遺稿 권7, 「論天純善」, “無聲無臭者, 理也. 有形象者, 氣也.”

7) 弘道遺稿 권6, 「理氣」, “有理則有氣, 有氣則有理, 合而無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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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있으면 반드시 주재가 있으니 이것이 리이다.8)

리는 기의 所以然이고 기는 리의 所使然이다.9)

리는 기의 체가 되고 기는 리의 용이 된다.10)

리에 대해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고 하는 것은 리가 감각기관으

로 포착될 수 있는 형이상자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형체가 없

어서 감각될 수 없는 리에 대해 기는 형상이 있다는 것으로 대비시킨다. 

또한 리와 기의 不相離를 강조하여, 나뉠 수 없지만 無形, 無象의 리가 
有形, 有象의 기의 所以然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有形, 有象의 기는 無形, 

無象의 리의 所使然이라고 하여 리와 기의 관계가 대등한 병렬로 성립하
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리와 기는 병렬적 관계가 아니고 리가 기

를 부리고 주재하는 관계로 설정하여 기에 대한 리의 우위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理體氣用’이라고 하였으므로, 실제 작용 운용

은 모두 氣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현실적인 작용 운용은 모두 기이지만, 

기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주재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소이연인 리라

는 것이다.

리가 있으면 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리가 있다. 합해지고 나누어지지 않으

면 구별이 없고 나누어서 합해짐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으니, 합해지지만 

나누어지고 나누어지지만 합해진다. 또 말했다. 기는 밖을 싸고 있고 리는 안에

서 주재한다. 리가 없는 기는 없고 또한 기가 없는 리도 없으므로 그 묘함을 

알고자 하면 精·麤와 顯·微를 구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추와 현미로 나누

면 主와 卒로 구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리는 기의 주재이니 천에 있어서는 

8) 弘道遺稿 권8, 「論動靜工夫」, “有氣則必有主宰, 是理也.”

9) 弘道遺稿 권6, 「論好名」, “理者, 氣之所以然. 氣者, 理之所使然.”

10) 弘道遺稿 권7,「論親疎分殊」, “理爲氣之體, 氣爲理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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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이고 사물에 있어서는 心極이다.11) 

앞서 리기의 不相離를 강조하여 나뉠 수 없다고 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리기의 合과 分을 모두 말하고 있다. 이렇게 리와 기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離合은 있을 수 없음을 들어 이이가 이황의 호발설의 부당성을 일찍
이 지적했다.12) 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리는 무형상으로 기의 소이

연으로 보았다. 이서가 이이처럼 명확하게 리와 기를 형이상자와 형이하

자로 구분하고 리와 기의 특징을 무위와 유위로 규정하여 모든 작용성은 

기가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서가 언급한 

리기관계는 이이의 리기개념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리와 기의 合과 分을 말하고 있다. 

‘기는 밖을 싸고 있고[氣包于外]’‘리가 안에서 주재[理宰于中]’한다는 

것은 현상 사물의 존재론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존재론적으로 리기지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리는 형상이 없고 감각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기만 있더라도 여기에는 주재가 있어야 하므로 

리가 기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의 精·麤와 顯·微가 구분되는 
것은 기에 대한 리의 주재여부에 달린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기에 대

한 리의 주재를 리주기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서의 리기관계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리기의 주졸관계에 대한 이서의 설명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弘道遺稿 권6, 「理氣」, “有理則有氣, 有氣則有理. 合而無分則無所別, 分而無合則無所一, 

合而分分而合. 又曰 氣包于外 理宰于中 未有無理之氣 亦未有無氣之理 欲知其妙 不可不分
精麤顯微 旣分精麤顯微 則不可不分主卒 又理者 氣之主宰 在天曰太極 在物曰心極.”

12) 栗谷全書｢答成浩原｣“理, 形而上者也; 氣, 形而下者也. 二者不能相離, 旣不能相離, 則其
發用一也, 不可謂互有發用也. 若曰互有發用, 則是理發用時, 氣或有所不及; 氣發用時, 理
或有所不及也. 如是則理氣有離合, 有先後, 動靜有端, 陰陽有始矣, 其錯不小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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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 없는 것이 장수가 되고 모양이 있는 것은 졸개가 되니 어째서인가? 

모양이 있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모양이 없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이 소이이다. 리와 기는 선후가 없으나 혹은 리가 먼저이고 기가 나중

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발할 수 있는 까닭이 있다는 것은 능히 이을 

수 있다는 것이니 이것이 리가 발하고 기가 합치하는 오묘함이 아니겠는가?13)

여기서 다시 형체의 유무에 따라 리와 기를 장수와 졸개에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형체가 없는 것이 형체가 있는 것의 근원으로 설명하고 있

다. 이러한 것은 도가식 사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서는 이것을 

리기관계로 끌어 들여 리선기후를 설명하고 있다. 형체가 없는 것은 바로 

리인데, 리가 기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된다. 리가 기보다 앞서는 이유도 

형체가 없어서 형체가 있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기관계를 가지고 심성을 설명하는데, 먼저 인심과 도심 자체

는 기로 규정한다.

리는 형체가 없으나 기는 형상이 있다. 도심과 인심은 모두 기이다. 도심은 

리가 발한 것이라 하고 인심은 기가 발한 것이라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도심

은) 성명에 근원한 것이기 때문에 리가 발한 것이라 하고, (인심은) 형기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한다.14)

인심 도심이 모두 기라고 하는 것은 심을 기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

다. 그러므로 기인 심의 활동이 인심과 도심이라는 것이다. 모두 기인데

13) 弘道遺稿 권6, “無象謂之帥, 有象謂之卒, 何謂也. 有象者, 無象之所發也. 無象者, 有象之
所以也. 理與氣無先後, 而或曰理先氣後者何也, 有所以發之者, 則有所能繼之者, 此理發而
氣合之妙歟.”

14) 弘道遺稿 권8,“理無形而氣有象, 道心人心皆氣也. 道心曰理之發, 人心曰氣之發者, 何也. 

曰原於性命, 故曰理之發, 生於形氣, 故曰氣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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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심은 리발이라 하고 인심을 기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생근거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다. 인심도심 자체는 기이지만 그 발생근거는 

리와 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발은 형기에 근거한다는 것이고 

리발은 성명에 근거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인심도심에 기발과 리

발을 적용하는 것은 사단칠정도 이러한 구도와 동일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서는 인심도심이라는 심의 활동 자체는 기의 활동으로 

보고 기의 활동이지만 성명에 근거하는 기의 활동과 형기에 근거하는 기

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각각 리발 기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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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어찌하여 스스로 주장한

다고 하는가? 주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中正의 본체가 빠진 것과 같아서이
다.15)

 

앞에서 인심도심 자체는 기인 심의 활동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사단

칠정을 해석하는데, 주목해서 볼 것은 ‘氣隨之, 理乘之’에 대한 해석이다. 

이서는 여기에 인심도심에서 말하는 생어형기 원어성명을 적용하고 있다. 

이서는 인심도심이든 사단칠정이든 그 자체는 기인 심의 활동으로 본다

고 할 수 있다. 현상세계에 드러나는 모든 것은 기이고 기속에 리가 있다

15) 弘道遺稿 권10, 「四七」, “理爲主而氣順隨, 故曰理發理氣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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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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기본적인 리기개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가 리의 주재를 따르

는지 아닌지의 여부만 남을 뿐이다. 따라서 ‘氣隨之’는 기가 리에 대해 주

재하므로 기가 리를 순종하여 따르는 것으로 ‘理乘之’는 기가 리의 주재를 

벗어나 스스로 주장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리의 기에 대한 주재가 약화된 

경우가 ‘理乘之’이고 이 때문에 기발이라는 것이다. 기에 대한 리의 주재

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가 리를 순종하여 따르는 ‘氣隨之’이고 이것을 

리발이라고 한다.

기가 있으면 반드시 주재가 있고 그 주재가 곧 리’라고 하므로 리의 주

재는 주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주재 자체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리의 주재 문제에 ‘中正’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이서의 독특한 해석이다. 중정 개념은 의리 역학에서 주역 괘효사를 해
석하는 방법론적 개념으로 유가 의리역학의 핵심적 이론을 제시한 정이

가 시도한 것이다. 정이는 중정 개념에 ‘時中’의 의미를 포함시켜, 二爻와 
五爻의 중 또는 정은 자리 자체에 중도를 실천하기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
하는 경우가 많다.16) 또한 서예가로 이름난 이서가 서법에서 주장하는 

것도 중정이다.17) 이서는 중정 개념을 중시하였는데 여기서 중정의 본체

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리본체를 가리키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사단은 성명에서 칠정은 형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칠

정은 기의 작용에 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재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명의 본체가 아닌 형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리가 움직이면 기가 움직이니 기가 움직이면 리는 그 안에 있다. 리가 움직

16) 엄연석, ｢정이 역전｣의 중정개념과 가치판단｣, 태동고전연구(경기도: 한림대학교 태동

고전연구소, 2002) 18집, 2-5쪽 참조., 

17) 『弘道遺稿』 권12下, ｢筆訣｣, <要旨下>, “凡書法主中正而已” 이서의 서법에 있어서 중정 

개념은 다음 논문 참조. 曺玟煥, 「玉洞 李漵의 書藝美學思想」, 『東洋哲學硏究』(서울: 동양

철학연구회, 1999) 제21집, 116쪽.



玉洞 李漵의 리기심성론의 특징과 한계 | 박지현  161

161

이면 기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기가 움직이면 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주자가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

다.”라고 하였고 퇴계는 덧붙여서 “사단은 리가 발하여 기가 따르고 칠정은 기

가 발하여 리가 탄다”라고 하였으니 리가 발하면 기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가 발하면 리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리가 발용할 

때 기가 따름이 없고, 기가 발용할 때 리가 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그 묘맥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각각 그 주가 되는 바가 있음

이 분명하다. 舜典에 “人心惟危 道心惟微”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근원과 발생

(原於性明, 生於形氣)으로 연유하여 각기 명칭을 세운 것에 지나지 않으니 사

단과 칠정의 모습의 다름과 운용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주자의 말이 아니면 사

단과 칠정의 근원과 발생의 까닭을 밝힐 길이 없고, 근원과 발생을 모르면 위

태로움(危)과 은미한(微) 까닭을 알 길이 없고, 퇴계의 말이 아니면 주자의 남

은 뜻을 밝힐 길이 없으니 이것이 속언에 이른바 금상생화이다. 율곡도 리기설

이 있지만 이 맛을 알면서도 어찌 상반됨이 심한 것인가?18)

여기서는 먼저 리의 동정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리가 움직이면 기가 

움직이니 기가 움직이면 리는 그 안에 있다.(理動而氣動, 氣動而理在其
中)’고 하여 리와 기가 모두 움직이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다만 리가 

움직이거나 기가 움직이는 것이 리만 단독으로 움직이고, 기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리발기발의 설명으로 이어지는

데, 이서는 리가 주재 운용하는 점은 강조하지만 이익처럼 모든 작용성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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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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리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익은 모든 작용성은 기에

만 있다고 주장하는 이이의 기발리승일도설에 대응하여 기의 작용성을 부

정하고 오로지 리의 작용성만 있다는 것을 주희의 ‘리유동정 기유동정’으

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이익은 이황의 사칠설이 호발설은 아니라고 주

장한 것이다. 주희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리이다.”19)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이익은 동정의 문제 있어서 動(已發)의 

측면에서 리와 기는 선후로 말할 수 없지만, 靜(未發)의 측면에서는 리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기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다. 본체에서는 리가 기보

다 앞선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리가 오히려 움직임의 근거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세계에서 동정의 작용을 하는 것이

지만 그 동정하는 까닭은 리라는 것이다.20) 이것은 이이가 ‘發之者氣, 所
以發者理’21)라고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익은 동일한 

근거에서 이이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이이는 所以發者인 리는 무위무
형의 형이상자로 규정하고 일체의 작용성이 없다고 보는 것에 비해 이익

은 ‘동정의 소이’인 리가 기의 활동성에 있어서 주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보는 것이다. 리가 기에 대한 주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 그 활동성은 

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리의 의지를 따라 기가 작용한 것이므로 

결국은 리의 작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서는 앞에서는 리발과 

기발의 차이를 리의 주재여부로 구분하면서도,  주재의 본체를 다시 설정

하였다면, 여기서는 사단과 칠정의 차이를 성명과 형기라는 묘맥의 차이

로 설명하고 있다. 

19) 朱子語類 5:87, “未動而能動者, 理也.”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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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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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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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는 사단과 칠정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인심도심

으로 사단칠정을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따라야 하

듯 칠정이 사단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리기관계를 理主氣卒로 설정하여 기에 대한 리의 주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도심은 義理之心이니 인의예지의 단서이다. 인심은 形氣之心이니 혈육의 정
이다. 리가 발하여 심이 되니 기가 발하여 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기가 발하여 

정이 되니 성이 발하여 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혈육의 정이 아니면 형기의 

심이 아니다. 의리의 심이 아니면 천지의 정이 아니다. 인의예지는 리의 지극한 

곳이다. 지각운동뿐인 것은 리의 거친 곳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리가 지극한 

곳에 근원하고, 칠정은 리가 거친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이 능히 지극한 

곳에 마음을 보존하여 인심이 명령을 듣게 할 수 있으면 中和와 천지화육의 
공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22)

도심은 의리지심으로 인의예지가 드러난 단서이며, 인심은 형기지심으

로 몸이 있어서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리가 발하여 심이 되고 기가 

발하여 정이 된다’는 것은 매우 낯선 표현이지만 도심은 인의예지가 드러

난 단서이고 인심은 형기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도심=의리지심=인의예지의 단서=리’, ‘인심=형기

지심=육체적 감정(혈육지정)=기’로 도식화시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단은 인의예지의 단서이고 칠정은 육체적 감정이다. 다시 인의예지와 

22) 弘道遺稿 권9, 잡저, ｢四七｣“道心義理之心仁義禮智之端也. 人心形氣之心血肉之情也. 理
發爲心則非氣發爲心也. 氣發爲情則非性發爲情也. 非血肉之情則非形氣之心也. 非義理之
心則非天地之情也. 仁義禮智, 理極至處也. 知覺運動而已者, 理之粗處也. 故四端原於理之
極至處也. 七情生於理之粗處也. 人能存心於極至處, 而使人心聽命焉, 則中和位育之功可以
致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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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운동을 대비시키면서 모두 리로 설명하는데, 리가 ‘지극한 곳과 거친 

곳’으로 구분한다. 인의예지가 리의 지극한 곳이라면 지각운동은 리의 거

친 곳이라고 하는데, 리가 지극하다거나 거칠다는 것은 리의 주재로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이서는 리기는 불상리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기가 있으면 반드시 리의 주재가 있다고 하였다. 리는 항상 기의 주재이

지만 기가 그 주재를 따르거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여

기서 리가 지극한 곳은 바로 기에 대한 리의 주재가 이루어져서 기가 리

를 따르고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리가 

거친 곳이란 리가 있지만 주재가 약화되어 기가 제멋대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리가 지극한 곳을 인의예지라고 하였으므

로 인의예지는 본성에 갖추어진 사덕이며 이것이 바로 사단의 근원이라

는 것을 말하고 있다. 리가 거친 곳은 지각운동뿐인 것은 감각지각이 이

루어지는 몸이며 여기서 칠정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

이 능히 지극한 곳에 마음을 보존하여 인심이 명령을 듣게’하기 위함이라

는 것이다. 

3. 리기심성론의 한계

이서는 인심도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형기의 자극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上智라도 인심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올바른 것에 머물고 사사로움으로 흐르

지 않으면 비록 인심이라도 곧 도심이라고 할 수 있다.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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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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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도 인심이 있다.’고 하면서 인심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공유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인심은 형기에 자극에 대한 반응인 감각지각으로 

이해하면서도 인심이 곧바로 도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이

렇게 인심과 도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이이의 인심도심설과 유사하

게 보이는 점이 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성명의 바름에서 곧바로 나왔더라도 혹은 순응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사로운 뜻이 개입되면, 이것은 도심으로 시작했으나 인심

으로 끝나는 것이다. 혹은 형기에서 나왔으나 정리를 거스르지 않으면 진실로 

도심에 어긋나지 않는다. 혹 정리에 어긋났더라도 그릇됨을 알아 굴복시켜서 

그 욕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심으로 시작하여 도심으로 끝나는 것이

다.24)

이이는 인심과 도심의 형성도 氣發理乘의 현상으로 설명하므로, ‘형기’ 

또는 ‘기’가 가리지 않아서 본연의 성명이 그대로 드러나 도심이 되었다고 

한다. 이이는 인심과 도심을 기를 주체로 삼아 설명하는 것으로 도심과 

인심은 본연의 기가 발했는지, 아니면 본연에서 변한 기가 발했는지의 차

이로 본 것이다.25) 윤재환(2012)은 이것이 이이의 인심도심종시설과 유

사한 주장인데, 인심을 리에 근거한 도심으로 바꿀 수 있는 인간의 가능

성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26) ‘인심을 도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正而不流於邪, 雖人心便可謂道心也.”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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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정원재, ｢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120-131

쪽 참조.

26) 윤재환, ｢玉洞李漵의 理·氣對立的思惟樣式과 그 意味｣, 동양고전연구(동양고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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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은 인심을 인욕으로 여기는 천리-인욕의 구도에서 인심도심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이는 인심은 도심과 공존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이는 인심도심 종시설로 말하는 것은 사단과 칠

정은 인심도심설과 논리구조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지만, 이익은 이이의 

인심도심설을 “이이는 인심을 단지 사욕으로 보고, 인심도심을 기발리발

에 분속하는 근거로 삼았으니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한 말인데다가 인

심과 도심을 기발과 리발에 분속한 것과도 모순이 된다”27)라고 비판하였

다. 따라서 이서가 인심도심으로 사단칠정을 해석하면서 인심이 도심이 

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익이 지적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익은 弘道遺稿 ｢서문｣에서 이서를 스승으로 섬기며 지도받았던 일
을 술회하고 있지만,28) 실제로 이익의 문집 중에는 이서와 주고받은 편지

가 단 한 통도 없다. 다만 홍도유고에 3편의 ｢答舍弟問目｣이 있는데, 

이것이 이익에게 보낸 편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익이 李汝
謙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가형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질의하여 들은 것이 
있는데 이여겸도 같이 들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29) 이 편지는 1741년

에 보낸 것으로 이여겸과 같이 들었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존재물은 리가 있으면 기가 있으니 기가 거친 것을 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기는 성명과 상대가 되는 것으로 성명은 리입니다. 주자가 ‘氣之發’

2012) 57집, 197-198쪽.

27) 四七新編 ｢讀李栗谷記疑｣, “人心非人欲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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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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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星湖全集 권17, ｢答李汝謙｣ 辛酉1741, “家兄在世時, 亦嘗質之有得, 其要槩如此. 每云退
溪之論, 不若朱子之明快, 公豈忘之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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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단독으로 말하더라도 형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또한 정자가 ‘觸其
形’만 단독으로 말하더라도 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기가 형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형기에 접촉하더라도 칠정이 나올 

길이 없을 것입니다. 퇴계의 논의는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 방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번 뒷사람들이 호발이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은 기

발과 기수의 두 기자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끝내 통하기 어려운 곳이 있는 것

입니다. 내가 이른바 理發氣隨만 있다는 것은 다만 심의 체단으로 말하는 것이
니 인심도심으로 미루어보면 또한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인심은) 형기에서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 생겨남에는 반드시 기의 기틀을 타는 것입니다. (도심

은) 성명에 근원한다고 하는데 그 발하는 것은 반드시 기의 기틀을 타는 것입

니다. 만약 생겨나게 하는 형기를 가지고 타는 바의 기의 기틀이 된다고 하면 

어찌 옳겠습니까?30)

기와 형[形氣]는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주자의 기지발의 의미가 

바로 정자가 觸其形이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황이 

칠정에 대해서 정자의 ｢호학론｣을 인용하면 형기를 접촉하기 때문에 기
발이라고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논의이다. 형기와 기가 질적으로 같다

고 해서 기가 곧 형기라는 것은 아니다. 형은 기의 거친 것으로 형기이기 

때문에 형기도 기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기만 말해도 기가 포

함되는 것이고 기만 말해도 형기를 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황이 말

하는 기발이 결국 형기를 거쳐서 발한다는 의미라는 것이고, 형기를 거쳐

서 리가 발하는 것이므로 호발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발은 곧 

30) 星湖全集 권17, ｢答李汝謙｣ 辛酉1741, “凡物有理則有氣, 氣之粗者曰形, 故形氣與性命爲
對, 性命者理也. 朱子雖單言氣之發而形在其中, 亦如程子單言觸其形而氣在其中. 若無氣在
形中, 則雖觸形七情無由出矣. 退溪之論自知者觀之, 則固無所妨. 然每致後人互發之疑者, 

以其氣發與氣隨兩氣字打成一片, 則終亦有難通處也. 吾所謂只有理發氣隨者, 但以心之體
段言, 推之於人心道心, 亦可以發明. 生於形氣, 而其生也, 必乘氣機. 原於性命, 而其發也, 

必乘氣機. 若以所生之形氣, 爲所乘之氣機, 奚可哉?”



168  東亞文化 第54輯

觸形氣發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理發氣隨’의 氣자와 ‘氣發理乘’의 氣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칠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면서 대

략적인 내용은 이서로부터 이여겸과 같이 들었던 것이므로 기억할 것이

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이익은 인심도심으로 자신의 논의가 증명된다

고 하는데, 이렇게 인심도심으로 사단칠정을 해석하는 것은 이익과 성호

학파 사칠론의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이익은 이글에 바로 이어서 “이황이 이평숙에게 보낸 답서는 가형

도 의심하던 것으로 유고 중에 자세하게 해석해 놓은 것이 있으므로 참고

하라”31)고 한 것으로 보아, 이익은 이서의 사칠설에 대한 논의를 이 편지

를 보낸 1741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유고를 편집하고 서문

을 썼으므로 열람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익이 사칠신편을 쓸 
때부터 이서의 이러한 논의를 알고 있었던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평숙에게 보낸 답서는 이황이 ‘도심이 사단으로 발현되고 인심이 칠
정으로 발현된다.’고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32)는 견해를 밝힌 
내용이다. 이평숙에 답한 편지에 대한 이익의 불만은 ‘사단을 칠정 속에 
포함시켜 혼륜해서 말한 것’에 있다.3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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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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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以答平叔云云也. 然善觀之, 則亦不害其爲同歸矣.”

33) 星湖全集 권17, ｢答李汝謙｣, “至退溪答李平叔則曰人心與道心相對, 落在一邊, 至如七情, 

雖云發於氣, 實是公然平立之名, 非落在一邊底. 如樂記中庸好學論, 皆包四端在中, 混淪而
爲說. 若然向來許多別白之說, 果何指而言, 彼三書何嘗包之而不別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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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는 이황과 이이가 말하는 포함[包]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황은 사단이 주가 되면 칠정은 사단의 명령을 듣기 때문에 

순순히 따르게 되므로 사단이 칠정을 횡관한다는 의미라면, 이이는 사단

이 칠정의 善一邊이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는 것
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34) 결국 ｢악기｣, 중용, ｢호학론｣에서 칠정만 
거론한 것을 七包四의 논의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익도 그 점
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였다.35) 

이서는 인심도심으로 사단과 칠정을 해석하지만, 인심도심은 모두 기

이지만 발생근원이 다르다고 한 것을 상기해보면 사단과 칠정도 모두 기

이지만 발생근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된다. 이서는 자신이 이황을 따르

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은 이황의 사칠설과 달라진 것이다. 오히려 이이

의 입장에서 이황의 사칠설을 설명하면서 이이가 부정한 리발까지 인정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심도심으로 사단칠정을 해석하면서 생기는 문제

이다. 이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

지 인심도심을 성명과 형기에 따라 리발기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

로 사단칠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서가 인심과 도심을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면서 도심-의리-사단-

리, 인심-형기-칠정-기의 구도를 세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결국 리기관계에서 보여준 기에 대한 리의 주재를 심성론에 적용하

여 인심도심과 사단칠정을 통합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

서 이서는 관련된 논의를 다양하게 검토하였는데, 그가 먼저 접한 것은 

34) 弘道遺稿 권9, 잡저, ｢辨包四端義｣, “包字之名雖同, 而包字之實不同. 退溪之意槩四端七
情竝行, 佛悖四端爲主則七情循率, 聽命而橫貫, 不相離之謂也. 栗谷之意, 直以四端爲七情
之善一邊.”

35) 위와 같음. “今以只擧七情之故而謂包四者在中可乎. 若爾則不獨氣隨理乘之說, 爲有未通, 

雖朱子本說, 亦不免爲太分析之歸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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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보다 이이의 이론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성리설에 대

한 이이의 학설이 옳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황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

다는 말을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36) 이서의 논의에는 이이의 논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이서의 리기심성론이 이익에게 미친 영향

이서는 정치적 외풍 속에 가문의 몰락하는 상황에서 은둔을 통한 후진 

양성과 학문에 침잠하는 길을 선택하고 현실문제와는 다소 거리를 두었

다. 이 때문에 그는 현실에 대한 개혁의지나 참여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

었으며 학문적으로도 개방적이던 부친에 비해 보수성이 강하게 보인다고 

평가한다.37) 

그는 이전의 문학과 예술적 취향을 버리고 사서 육경을 중심으로 경전

의 본지를 터득하는데 집중하면서 매우 엄격한 태도로 생활하였으므로, 

학문적 주된 관심사는 사칠설과 같은 성리학의 이론에 천착하는 것은 아

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서의 리기심성론에 대한 논의가 문

집에 수록된 것은 적지 않다.38) 이렇게 내용면에서는 풍부하지만 그 논의 

36) 弘道遺稿 권7, ｢辨理氣四端七情｣, “昔者...妄自斷於心曰; ‘石潭是而退溪非矣’. 厥後不復
經意, 置之者久矣. 今者友生金公以甲甫袖石潭集以來, 講明得失, 愚不量僭猥, 黽勉而酬應, 

因復取晦翁及退陶兩夫子理氣書, 披閱考證, 較其非是, 今乃覺退溪之是而石潭之非也.”

37) 윤재환, ｢여주이씨 성호가계 지식전승의 일양상-옥동 이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3) 60호.  

38) ｢辨理氣四端七情｣, ｢理氣｣, ｢理氣先後｣, ｢理氣人道心｣, ｢人心道心｣, ｢論人心道心｣, ｢心主
性情｣, ｢理氣四七辨｣, ｢辨包四端義｣, ｢退溪答李平叔問目｣ 등 총 265편이 수록되어 있다. 



玉洞 李漵의 리기심성론의 특징과 한계 | 박지현  171

171

구성이 정밀하거나 체계가 잘 구성되었다고 보기 힘든 것이 많다. 대부분 

평소에 독서하면서 틈틈이 기록한 비망록에 가까운 형태로 남아있어서 

내용 중복이 많고 간혹 앞뒤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는 이익이 

사칠론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이론체계를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논의가 발견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익의 사칠론 형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익보다 앞서 다양한 논의

를 검토하고 나름대로 이론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서의 리기 심성론에 나타난 특징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리기관계에 있어서 기에 대한 리의 주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둘

째, 기에 대한 리의 주재를 그대로 심성론에 적용시키고 있다. 셋째, 이것

은 인심도심과 사단칠정의 통합적 설명에서 구체화시키려고 하였다는 것

이다. 이러한 특징은 대체로 이후 이익에 의해 보다 정밀하게 이론화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서가 기존의 성리설을 다양하게 뽑아서 정리하고 검

토하는 작업까지는 시도했지만 자신의 이론으로 재구성하는데 까지는 이

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서는 어떤 하나의 학파나 이론

에 구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소 거칠지만, 

주희나 이황의 이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이를 비롯한 반대편의 논의를 과감하게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이서는 이익의 학문형성에 기반이 되는 가학을 전수하였으므로 이서의 

사유가 이익에게 많은 부분 함께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익은 
사칠신편을 저술함으로써 퇴계의 학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
데, 이서가 가학의 풍토를 문학에서 경학으로 전환시킨 것과도 연관이 있

을 것이다. 이서가 리기관계를 주졸로 구분하고 리와 기의 합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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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칠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인심도심으로 사단칠정을 해석한다는 

것 그리고 주희-이황의 사칠론을 연속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등은 

분명하게 이익의 사칠론에 반영되는 내용이다. 또한 이익이 사단이든 칠

정이든 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기가 스스로 작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은 이서와 공유하는 부분이다. 이익이 직접 이서가 지적했다고 말

하는 것으로는 이황의 ｢답이평숙서｣에서 설명한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이 
문제, ‘理發氣隨’의 氣자와 ‘氣發理乘’의 氣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 등
이 있다. 그러므로 이서의 이러한 논의들은 이익에게 반영되었을 가능성

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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