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철학석사 학위논문

이황 사단칠정론에서 

‘혼륜(渾淪)’의 의미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

LUK YEE CHUN (룩이준 陸綺俊)



이황 사단칠정론에서 

‘혼륜(渾淪)’의 의미

지도교수  정  원  재

이 논문을 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

LUK YEE CHUN

LUK YEE CHUN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이황이 사단칠정론에서 제시한 ‘혼륜(渾淪)’의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그의 혼륜설을 통해 사단칠정론을 정합적으로 해

석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이황의 혼륜설을 단지 리기불상리의 

관점으로 이해하여 기대승의 혼륜설과 차별 없이 바라보는 기존연구

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황은 사단칠정논변을 시작하는 「퇴계1서」부터 사단과 칠정은 

같은 기원을 둔 같은 감정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

을 모두 동일한 체용의 구도로 해석함으로써 ‘같음이 있음을 본다’

는 ‘혼륜’의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논변을 마친 이후에도 혼륜

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주희와 이황이 말한 ‘혼륜’의 용례를 분석하면 ‘혼륜’이 ‘본체와 

작용의 전체’라는 맥락으로 이해됨을 알 수 있다. 이황은 『중용』, 

「호학론」, 「악기」를 논거로 삼아,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한다면 

사단이 포함된 칠정은 인의예지의 본체에서 작용으로 드러난 감정이

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한다는 것은 본연

지성 또는 리의 본체가 자연스럽게 작용으로 드러나는 ‘본체와 작용

의 혼륜[전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황이 주희의 용법

을 충실하게 따른 결과로서, 리기불상리의 관점만으로 혼륜설을 해

석하는 기대승과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황의 만년 정설인 「심통성정도」 등을 확인해보면 그의 혼륜설

이 단일한 리로부터 모든 감정이 드러난다는 리발일도설로 귀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황은 「퇴계1서」부터 만년까지 일관되게 혼륜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륜설은 이황의 사단칠정론이 일관되게 리

발일도설로 해석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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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황은 혼륜설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분별설을 주장하는 것

도 사실이다. 그는 혼륜설을 전제로 삼아 수양상의 두 측면을 제시

하기 위해 분별설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혼륜설이란 성발위정

(性發爲情)의 체용 구도에서 사단과 칠정이 본연지성에서 자연스럽

게 드러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리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운용과 기의 방해

를 제어하는 마음의 운용이 필요하며, 이황은 이러한 마음수양의 두 

측면을 리발・기발 또는 주리・주기의 분별설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

다.

  이상의 점들에서 사단칠정 혼륜설은 이황 사단칠정론의 중요한 이

론적 전제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이황 이후에 이상정, 정종로, 

이진상에게 다시 주목을 받게 되어, 리발일도설을 중심으로 한 퇴계

학파의 철학체계를 형성하게 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퇴계 이황, 혼륜, 분별, 사단, 칠정, 리발일도

학  번 : 2014-2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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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제 제기 

  이황(李滉, 1501~1571)은 기대승(奇大升, 1527~1572)과의 사단칠정논변

(1559~1566)을 시작하는 「퇴계1서」1)부터 사단과 칠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같은 가운데 나아가 그 다름이 있는 것을 알고, 다른 가운데 나아가 

그 같음이 있는 것을 본다’고 설명한다.2) 그는 사단과 칠정에 대해 분별해

서 보는 측면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혼륜(渾淪)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기도 한다.3) 이때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한다는 것을 ‘같은 가운

데’ 또는 ‘같음이 있음을 본다’와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듯이 ‘혼륜’이라는 

관점은 사단과 칠정의 동일성을 시사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칠정의 분별에 관한 이황의 설명과 비교해보면, 혼륜해서 말

한다는 관점에 관한 그의 직접적인 설명은 그다지 상세하지 않다. 그것은 

정(情)이라는 현상에서는 리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理氣不相離]는 

이유로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나눠 볼 수 없다는 기대승의 주장을,  이

황이 우선 반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조선시대4), 그리고 배종호5), 

최영성6), 금장태7), 유명종8)을 비롯한 현대 학자들의 관심은 이황 사단칠

1) 본 논문에서 「퇴계1서」는 『定本退溪全書』 제3책,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一書]」를 가

리킨다. 「퇴계2서」는 같은 책의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二書]」・「改本」・「後論」・「別

紙」이며, 「퇴계3서」는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三書]」이다. 『성학십도』 「심통성정도」는 

제11책, 「進聖學十圖箚」 <心統性情圖說>이다. 또한 논의를 진행할 때 편지의 선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경우, 편명 및 쪽수와 함께 편지가 작성된 연원일을 병기하겠다. 

연월일 정보는 『定本退溪全書』를 기준으로 한다.

2) 「퇴계1서」, p. 49; 「퇴계2서」, p. 98 就同中而知其有異, 就異中而見其有同.

3) 「퇴계2서」, p. 106 滉意以謂就異中而見其有同, 故二者固多有渾淪言之. 

4) 특히 이현일(李玄逸, 1627~1704)에 이르러 사단칠정의 분별이 더욱더 강조된다. 그것은 

사단과 칠정 모두 똑같이 기라는 한 길로 드러난다는 이이(李珥, 1536~1584)의 기발일

도설(氣發一途說)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이현일 이후로 이황의 

사단칠정론에 관한 해석은 대체로 분별 쪽에 치우치게 된다. (이상하, 「한국 성리학 主

理論의 발전上에서의 大山 李象靖」, 『대동한문학』(제25집), 대동한문학회, 2006, p. 

250, p. 270 참고.) 

5) 배종호, 『韓國儒學史』,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pp. 74~77, p. 79, 8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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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에서 분별의 구도에 집중된다.9)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은 이황 사단칠정론에서 혼륜설의 중요성을 간과하

고 있는 듯하다.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아직 

찾지 못했다. 대부분의 연구는 혼륜해서 보는 것에 관한 이황의 생각을 언

급조차 하지 않거나, 혹은 언급하더라도 흔히 기대승이 말하는 ‘혼륜’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거나10) 기대승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한다.11)

6) 최영성, 『韓國儒學思想史II』, 아세아문화사, 1997, p. 268, 270 참고.

7)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 98 참고. 

8) 유명종, 『韓國哲學史』, 일신사, 1979, pp. 170~174 참고. 유명종은 그의 다른 저술에서 

이황의 사단칠정론에 대해 혼륜의 측면도 함께 언급한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전체적으

로 분별설에 집중하고 혼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유명종, 『韓國思想

史』, 이문출판사, 1992, pp. 348~356; 유명종, 「退溪學의 根本 論理」, 『동양종교학』

(Vol. 1), 원광대학교 동양종교학과, 1991 참고.)

9) 위에서 제시한 연구 이외에 최근 이황 사단칠정론의 핵심이 분별설에 있다고 보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상익, 「退溪 性理學과 退溪學의 本領」, 『퇴계학보』(제121집), 퇴

계학연구원, 2007, pp. 3~4, p. 9; 이상하, 「退溪・高峯 四七論辨의 인식논리와 그 의

미」, 『인문연구』(53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pp. 63~64, p. 80; 조첨첨, 

최영진, 「退溪와 高峯 四端七情論辨에 있어 ‘四端無不善’과 ‘四端有善惡’의 衝突」, 『양

명학』(제38호), 한국양명학회, 2014, pp. 155~157, p. 180; 김의성, 「同一 典據에 대한 

退溪・高峯 解釋의 差異 硏究: 「四端七情論辯書」를 中心으로」, 『동양철학』(제42집), 한

국동양철학회, 2014, pp. 272~273; 이치억, 「퇴계 사칠론(四七論)에서 칠정본선(七情本

善)의 의미」, 『유학연구』(제36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 p. 37, 56; 안영상, 

「대산 이상정의 渾淪・理發說의 착근에 있어서 여헌설의 영향과 그 의미」, 『유교사상문

화연구』(제27집), 한국유교학회, 2006, p. 47 참고.

10) 유명종과 이상하는 이황의 혼륜설을 기대승의 그것과 똑같이 리기불상리로 정의한다. 

(유명종(1992), 앞의 책, p. 353; 이상하(2007), 상게논문, p. 64, 77 참고.)

11) 이상익은 이황이 리기불상리(理氣不相離)의 관점에서 혼륜설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

한 것은 기대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 설명한다. (이상익, 상게논문, p. 10 참고.) 이

정환은 이황과 기대승은 ‘혼륜’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사단

칠정논변에서 이황이 말하는 혼륜은 “단순하게 기대승의 혼륜설을 정리한 부분이다”라 

해석한다. (이정환, 「四七論辨에서의 渾淪과 分開 -胡宏의 “同體而異用. 同行而異情”에 

대한 朱子의 비판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퇴계학보』(제133집), 퇴계학연구원, 2013, 

p. 41, pp. 61~62, 65~66 참고.) 그런데 이상의 이해는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을 기

대승의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황의 혼륜설을 리기불상

리로 규정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이에 관련하여 본고 III장 3절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

겠다. 또한 현대연구자 뿐만 아니라 퇴계학파의 학자 중에서도,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

설이 기대승 또는 이이의 그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으므로 참고를 요한다. 신

익황(申益愰, 1672~1722): 『克齋集』 권2, 「答上葛庵先生 己卯」 故李先生於高峯所引中

庸，樂記，好學論及其他渾淪說處。皆許其與己無異。; 이익(李瀷, 1681~1763): 『星湖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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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황은 혼륜해서 말하는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우선 그는 사단칠정논변 과정에서 자사의 『중용』과 정이가 

지은 「안자소호하학론」(이하 「호학론」)이 칠정만을 말하고 “사단을 언급하

지 않는다”, “사단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사단칠정논변이 끝난 이

후 제자와의 편지에서는 “사단이 (칠정)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한다. 『성

학십도』에 수록된 「심통성정도」는 선조(宣祖, 재위 1567∼1608)에게 바친 

글로서 이황의 만년 정설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이황이 작성한 중도(中

圖)는 그의 사단칠정 혼륜설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서, 선한 본성에서 나

오는 선한 정인 사단과 함께 『중용』의 ‘절도에 맞는 정[中節之情]’을 열거

한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제자에게는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

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단칠정을 혼륜해서 본다는 관점과 관련하여, 이황은 사단칠정

논변의 시작부터 이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논변을 마친 이후에도 그 의미

를 더 섬세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설명을 고쳐가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

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황에게 사단칠정 혼륜설은 단지 

그가 기대승의 주장에 영합한 결과이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 정

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혼륜설은 사단칠정에 관

한 이황의 견해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

에서 비롯한다. 

  기존 연구 가운데 혼륜설에 관한 이황과 기대승의 생각 차이를 지적하

는 연구가 하나 있다. 이정환12)은 혼륜설에 대해 “기대승은 선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 반면 이황은 선・천리 중심의 혼륜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지적한다. 그의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비교적 이황의 혼륜

설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그런데 그는 이황의 이러한 혼륜설이 ‘독창적’이라 평가하면서도, 사단

칠정논변에서 보인 “다른 가운데 나아가 같음이 있음을 본다”라는 혼륜설

에 관한 이황의 설명이 “단순하게 기대승의 혼륜설을 정리한 부분”이라 

集』 권54, 「跋心經釋疑」 故樂記中庸好學論中。皆包四端在其中。渾淪而爲說也。此說分

明與高峯栗谷之意同。

12) 이정환, 상게논문, p. 41, pp. 61~62, 65~6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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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한다. 이러한 이정환의 연구결과는 이황의 혼륜설을 일관되게 설명하

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가 스스로 밝히듯이 

이황에게 사단과 칠정이 “판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13)고 보는 그의 관점

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정환은 이황이 생각하는 사단과 칠정의 

같은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단과 칠정의 같은 점을 제시하는 몇몇 연구자가 있다. 이찬14)은 

‘도덕적 감정’이라는 점에서 이황 사단칠정의 같음을 언급한다. 하지만 이

찬은 “도덕적 행위 및 판단과 관련한 감정”이라는 의미로 사단과 칠정을 

동일하게 ‘도덕적 감정’으로 분류할 뿐이다. 그는 사단칠정은 “순선한 것

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있다고 보아 결국 이황의 사단과 칠정을 근

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본다. 

  이치억15)은 이찬의 주장에 동의하여 사단과 칠정을 ‘도덕적 감정’으로 

규정하지만, 그는 이찬처럼 단지 “도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감정”16)이라

는 점에서만 칠정을 ‘도덕적 감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는 더 나아가 

칠정의 선은 사단과 다름없는 것이 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이미 

천리가 들어 있고, 나는 그 천리를 발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 설명한

다. 

  그런데 이치억은 사단의 선은 ‘도덕적인 “선”’이고 칠정의 선은 ‘사태의 

“좋음”’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비록 그는 이황이 ‘선’과 ‘좋음’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이라는 글자를 사용했다고 설명하지만, 그는 결국 이

황 칠정의 선은 사단과 다르다고 보고, 칠정의 선에 관해 일관되게 규정하

지 못한다. 이러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그가 분별의 관점에 

치우쳐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바라보고자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17) 이러

13) 상게논문, p. 65 참고.

14) 이찬, 「四端 七情 再考 -‘價値-事實’ 구분에 대한 批判的 省察과 倫理的 自然主義에 

대하여-」, 『퇴계학보』(제125집), 퇴계학연구원, 2009, pp. 60~61 참고.

15) 이치억, 전게논문, pp. 41~50 참고. 

16) 이찬, 전게논문, p. 61 참고.

17) 이치억은 사단과 칠정의 특성이 다르다고 보아 그 특성에 따라 사단과 칠정이 구분된

다고 본다. 그는 사단을 “하늘의 리[천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으로서 “공(公)

적인 감정”으로 규정하고, 칠정을 “‘나’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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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로 사단과 칠정의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놓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한편 정원재18) 역시 분별설로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접근하지만, 그는 

칠정도 사단과 마찬가지로 선한 본성에 기원을 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황 사단칠정논쟁의 결론이 리발일도설(理發一途說)이라 주장한다. 그는 기

존 연구처럼 분별설에 입각하여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해석하면서도 기존 

연구와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연구 성과는 이황 혼륜설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익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칠정의 기원 및 선악규정에 관한 이황의 견해에 변화가 있

다고 본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황은 「천명도설」과 「퇴계1서」에서 사단

과 달리 칠정은 형기에 기원을 둔 것이지만, 「퇴계2서」를 기점으로 칠정

은 사단과 똑같이 본성에 기원을 두게 되고 사단과 마찬가지로 선한 감정

이 된다고 한다.

  정원재의 이런 해석은 논변의 흐름을 정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몇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우선, 이황은 사단칠정논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칠정이 기를 아우른다[兼]고 언급한다.19) ‘아우른다[兼]’는 표현은 

칠정에 기 이외에도 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뜻하는 표현임을 추측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칠정이 어떤 식으로든 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황은 사단칠정논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칠정은 본연지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또한 사단칠정논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도 이황은 「퇴계1서」에

서 칠정에 대해 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20) 「퇴계2서」에서는 

다시 리와 기를 아우른다고 말한다.21) 이 일련의 진술을 고려하면, 칠정이 

“사(私)적인 감정”으로 규정한다. (이치억, 전게논문, p. 45 참고.)

18) 정원재, 「이황의 7정 이해 - "예운"에서 "중용"으로」, 『퇴계학보』(제137집), 퇴계학연구

원, 2015.

19) 『定本退溪全書』 제3책, 「與奇明彦[大升○己未]」, p. 36 七情之發, 兼氣故有善惡. 

20) 「퇴계1서」, pp. 48~49 七情之發, 朱子謂 “本有當然之則”, 則非無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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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황의 입장은 사단칠정논변 전체에서 일관되어 있

다. 그런데 사단칠정논변 과정에서 칠정에 대한 이황의 견해가 바뀌었다고 

보는 정원재의 해석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정원재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사단과 칠정이 같음을 보는 ‘혼륜’의 

관점에 대한 진술이 「퇴계1서」에서부터 등장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

다.22) 정원재의 설명대로라면 이황은 「퇴계1서」에서는 명확히 사단과 칠

정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동시에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본다고 할 수 있

을까? 

  셋째, 「퇴계1서」에 보이는 ‘혼륜’에 관한 설명은 「퇴계2서」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재등장한다.23) 정원재의 주장처럼 칠정에 대한 「퇴계1서」와 「퇴

계2서」의 이황 입장이 크게 다르다면 동일한 진술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24)

  위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정합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황은 사단칠정논변

을 시작할 때부터 만년까지 사단칠정을 혼륜해서 본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제시한다. 그래서 혼륜설은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정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본다고 말하는

지, 그리고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봄으로써 무엇을 주장하려 하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이는 이황 철학에서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또 칠정의 선함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작업을 

21) 「퇴계2서」(1서 개본),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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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퇴계1서」,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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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퇴계2서」(1서 개본),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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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이 때문에 정원재 역시 ‘혼륜’에 관한 이황의 진술이 단지 기대승에 대한 일종의 방어 

전략이라고 간주해 버림으로써 사실상 본격적인 설명을 회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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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혼륜설이야말로 이황 사단칠정론의 핵심적인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황의 철학 체계에서 매우 적극적인 의의를 지닌다는 점

을 발견할 수 있다. 

  이하 본 논문의 논지 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퇴계1서」에서 칠정에 대한 이황의 견해를 재해석할 것이다(II). 여

기서는 우선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편지들을 검토함으로써 사단

칠정논변 과정에서 칠정에 대한 이황의 견해가 일관되어 있다는 점을 확

인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황이 칠정의 선에 대해 내린 규정을 이해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놓치고 있거나 밝히지 못했던 

「퇴계1서」의 여러 진술을 살펴보고 칠정의 리란 무엇인지를 해명할 것이

다. 이를 통해 이황이 말하는 사단과 칠정의 같은 점이란 무엇인지를 확인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황이 사용하는 ‘혼륜’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III). 여기서는 ‘혼륜’의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혼륜’에 대한 주희의 용법

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황은 주희의 용법을 따라 ‘혼륜’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여, 사단과 칠장을 이해하는 관점으로서 ‘본체와 작용의 전체’

를 제시함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황의 사단칠

정 혼륜설은 기대승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리발일도설로서 혼륜설의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IV). 여기서는 

『성학십도』 「심통성정도」 중도에 관한 이황의 해설을 살펴봄으로써 혼륜

설은 실상 리발일도설로 귀결된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과 

칠정을 분별해서 본다는 관점을 검토함으로써 혼륜설과 분별설 각각의 역

할을 이해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황 사단칠정 혼륜설을 계승한 퇴계학파 학자의 설을 살펴

볼 것이다(V). 여기서는 우선 이상정(李象靖, 1711~1781)과 그의 문인 정

종로(鄭宗魯, 1738~1816)의 진술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퇴계학파에

서 오랫동안 분별설을 위주로 해석해 온 이황의 사단칠정론이 어떻게 혼

륜설로 복원됐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학통을 이어받은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의 리발일도설을 검토해 봄으로써 이황의 혼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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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후대 학자에 의해 중점적으로 조명되는 모습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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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퇴계1서」 칠정의 재해석

1. 칠정의 선악 규정

1.1. 이황 견해의 변화 유무에 관한 고찰 

  앞서 언급했듯이 정원재는 칠정의 기원 및 선악규정에 대한 이황의 견

해가 「퇴계2서」(1560년 11월5일)를 기점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한다. 그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논거는, 이황이 「퇴계1서」(1559년 10월24일)에서는 

“칠정은 선과 악이 정해지지 않는다[善惡未定]”라고 했다가 「퇴계2서」에서

는 “칠정은 본래 선하다[七情本善]”라고 바꾸어 말했다는 사실이다. 그리

고 이러한 변화를 「고봉2서」(1560년 8월8일)25)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

장한다.26)

  그런데 ‘칠정선악미정(七情善惡未定)’에 관한 이황의 견해를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봉2서」를 받기 이전의 다음 편지들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기대승은 1560년 5월15일에 정지운(鄭之雲, 1509~1561)에게 보

낸 편지[「고봉답추만서(高峯答秋巒書)」]에서 「퇴계1서」(1559년 10월24일)

에서 언급된 칠정의 선악미정(善惡未定)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이황이 또 말하기를 “사단은 모두 선합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 ‘그 정은 선할 수 있다.’라고 하였

습니다. 칠정은 선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七情善惡未定]. 그러므로 하나라도 있

는데 잘 살피지 않으면 마음이 바름을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드러나 사회적 절

도에 들어맞은 뒤에라야 비로소 어울림이라 합니다.”27)라고 하였는데, 이 말 역

25) 본 논문에서 「고봉2서」는 『定本退溪全書』 제3책, 「附奇存齋論四端七情第二書」 및 

「附奇存齋論四端七情書」를 가리킨다.  

26) 정원재, 전게논문, pp. 33~34 참고.

27) 「퇴계1서」, p. 49 四端皆善也, 故曰 “無四者之心, 非人也.” 而曰 “乃若其情, 則可以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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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온당하지 않습니다. 칠정은 본디 역시 선한 것으로서 드러나서 절도에 맞는

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드러나서 절도에 맞지 않은 뒤에야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과 악이 정해지지 않았고[善惡未定], 반드시 

드러나 사회적 절도에 들어맞은 뒤에라야 비로소 어울림이라 한다면 곧 이 칠정

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물(物)로서 성(性) 밖에 있는 물이 되는 것이니 어찌 옳다 

하겠습니까? 대개 칠정 가운데 선한 것은 곧 리가 드러난 것으로서 사단과 더불

어 실상은 같고 이름만 다른 것인데, 지금 잘 살피지 않고 오로지 리와 기로 나

누었으니 이것은 성 가운데 두 개의 선이 있는 것입니다.”28)

  위와 같이 기대승은 이황이 「퇴계1서」에서 말했던 “칠정은 선과 악이 

정해지지 않는다. ……  반드시 드러나 사회적 절도에 들어맞은 뒤에라야 

비로소 어울림이라 한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황이 칠정의 선악에 

대해 내린 규정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황의 제자 정유일(鄭惟一, 1533~1576)은 기대승의 이 편지를 이황에

게 전달한다. 이 사실은 이황이 기대승에게 보낸 아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침 정유일이 전하는 공의 편지와 사단・칠정에 대한 설[「고봉1서」]을 받고

서야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한 통의 편지[「퇴계1서」]를 써서 보잘것없는 제 

견해를 대략 보여주었습니다.29) 사단칠정에 관한 문자에 대해 다시 의심스러운 

곳이 있어 구차하게 공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기에 제 소견을 거칠게 진술하여 

善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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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高峯集』 「高峯答秋巒書」, p. 478 四端皆善也。故曰無四者之心。非人也。而乃若其

情。則可以爲善矣。七情善惡未定也。故一有之而不能察。則心不得其正。必發而中節然

後。乃謂之和。此亦未安。蓋七情本亦善也。發而中節。則無往而不善。發不中節。然後

惡矣。今乃以爲善惡未定。而必發而中節然後。乃謂之和。則是七情者。乃無用之長物。

而性外有物矣。烏可哉。蓋七情中善者。乃理之發。而與四端同實而異名者也。今乃不察

而專以理氣分之。是性中有二善也。

29) 여기서 말한 ‘한 통의 편지(를 써서)[(修)一書]’는 「퇴계1서」(1559년 10월24일)를 가리

킨다. 이황은 1560년 2월5일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퇴계1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뒤늦게 발송한 이유를 해명하면서 「퇴계1서」를 ‘한 통의 편지’로 일컬은 적 있다. “지난

해 초겨울에 한 통의 편지를 써서[修一書] 서울로 보내어 정유일에게 부탁하여 공에게 

전하도록 하려 했으나, ……” (『定本退溪全書』 권3, 「與奇明彦[庚申]」(1560년 2월5일), 

p. 54 去年冬初, 修一書, 欲送都下托子中轉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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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일에게 부탁해서 그대에게 전하여 저를 대신해 시정 받도록 한 것입니다. 

곧고 진실한 벗의 도움을 구하여 어리석음을 깨치려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

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매우 경솔하였습니다. 이윽고 생각해 보니 나의 설에 

온당치 못한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을 깨닫고 고치려 하였으나 미처 고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정유일이 서울서 시골로 내려와 정지운에게 보낸 공의 편

지 양지(兩紙; 「고봉답추만서」)를 보여주었습니다.30) 그 속에 나의 설을 논박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전에 내가 온당치 못하다고 깨달았던 것도 그 속에 있었습

니다.

  그리고 그 편지 끝에 조목별로 나누어 회답하겠다고 하셔서,31) 이때부터 공의 

회답을 목마르게 기다린 지 오래였는데, 천 리 밖에서 심부름꾼이 와서 편지로 

순순하게 가르쳐주시고 아울러 틀린 것을 바로잡은 글 한 책(一冊)[「고봉2서」]을 

보내주시니,32) 논변하고 증거를 인용한 것이 지극히 자세하여 헤매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계려(計慮)가 더없이 지극했습니다.”33)

  

  이황은 「고봉1서」34)를 받은 후(1559년 9월 초순)35) 이어서 작성한 「퇴

30) 현재 『高峯集』에 수록된 정지운에게 보낸 기대승의 편지는 기대승이 1560년 5월15일

에 작성한 「高峯答秋巒書」가 유일하다. 더구나 이 편지의 내용은 「퇴계1서」에 대한 기

대승의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황이 말하는 ‘정지운에게 

보낸 공[기대승]의 편지 양지(兩紙)’는 곧 기대승이 1560년 5월15일에 정지운에게 보낸 

편지(『高峯集』 「高峯答秋巒書」, p. 478)임이 분명하다.

31) 기대승은 정지운에게 보낸 편지(「고봉답추만서」) 전체에 걸쳐 「퇴계1서」를 조목조목 

비판한 뒤 “앞으로 문단에 따라 자세히 여쭈어야 하겠다”라고 하며 편지를 마무리한다. 

(『高峯集』 「高峯答秋巒書」(1560년 5월15일), p. 479 從當逐段詳稟. 今且草草仰扣爾.) 

이후 기대승은 「고봉2서」에서 실제로 「퇴계1서」를 12절로 나누어 자신의 견해를 논술

하였다. 「고봉2서」(1560년 8월8일), pp. 65~67 敢因來辯, 逐條詳禀, 以冀先生之終有以

敎之也. 

32) ‘틀린 것을 바로잡은 글 한 책’은 「고봉2서」(1560년 8월8일)를 가리킨다. 이황은 「퇴

계2서」에서 「고봉2서」를 ‘사단칠정에 대해 의논하여 가르쳐 주신 글 한 책’으로 일컬은 

적이 있다. 「퇴계2서」(1560년 11월5일), p. 101 前者, 遠垂辱書, 副以論誨四端七情書

一冊.

33)  『定本退溪全書』 제3책, 「答奇明彦」(1560년 9월1일), pp. 55~56 適得子中所傳手書及

四端七情說而後, 喜可知也. 因修一書, 略見區區, 復於四七文字, 有不能無疑處, 不敢苟

同, 則亦粗述鄙見, 以代就正焉. 蓋所以求直諒之益, 爲發蒙之地, 不得不然, 而其事則殊

甚率易也. 旣而思得鄙說中有一二段未安處, 當改而未及耳. 今秋, 子中自京下鄕, 示以吾

友所與鄭靜而書兩紙, 其所論鄙說, 凡有幾段, 而向所自覺者, 亦在其中矣. 其末云將條析

以見報, 自是, 渴於承獲者有日, 千里伻來, 辱書諄誨, 副以正謬文字一冊, 論辯援證, 至

贍且悉, 所以爲指迷之慮者, 無餘蘊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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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1서」(1559년 10월24일)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견해’를 ‘거칠게 진술한’ 

것으로서 “온당치 못한 곳이 한두 군데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밝힌

다. 그 와중에 이황은 정유일을 통해 기대승이 정지운에게 보낸 「고봉답추

만서」(1560년 5월15일)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이는 기대승의 지적에 

자신이 여태 합당하지 않다고 자각하던 점들이 있다고 밝힌다. 이황은 이

러한 자각을 가지면서 「고봉2서」(1560년 8월8일)를 “목마르게 기다린 지 

오래였다”라고 밝힌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고봉2서」가 이황에게 도착하

기 훨씬 전에 이황은 이미 「퇴계1서」의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황은 「고봉답추만서」나 「고봉2서」를 읽기 전에 이미 ‘선악미정’이라는 

표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밝힌다. 이는 이황이 정지운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대승의 편지 양지(兩紙; 「고봉답추만서」)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래 또 

심부름꾼이 편지(「고봉2서」)를 가져왔으니 그 편지에서 논변하고 질문한 것이 

수 천여 말인데 끝없이 넓어 심히 감탄스럽습니다. 기대승이 우리들의 잘못을 

공격한 것이 오로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전부 맞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설명한 

것 가운데 ‘선악이 정해지지 않는다’ 등의 말은 제가 기대승의 편지를 보기 이전

에 이미 그 합당하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대승이 논박한 것을 

알고서 합당하지 않은 곳을 깨달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에 붕우가 강론

하여 큰 보탬이 있다는 것을 더욱 알았으니 매우 다행입니다.”36)

34) 『定本退溪全書』 제3책, 「附奇明彦｢非四端七情分理氣辯｣」(1559년 3월).

35) 「고봉1서」는 1559년 3월에 작성되었으나 이황에게 이 편지가 도착한 것은 1559년 9

월 초순이었다. “정유일 또한 늦게 오니, 급기야 지난달 초열흘 경에야 정유일의 심부

름꾼이 와서 비로소 공이 지난 8월 보름 경에 보낸 두 통의 글과 그 뒤에 부친 3월5일

의 답서 및 저술 한 편을 받게 되어, 위안이 되어 근심이 풀리는 마음 이루 말할 수 없

었습니다.” (『定本退溪全書』 권3, 「答奇明彦」(1560년 10월24일), p. 38 而子中又遲來, 

及至前月旬時, 子中伻來, 始獲承八月望間兩書及追寄三月初五日答書幷所著說一篇, 其爲

慰釋, 不可勝云.) 이 진술에 보이는 ‘지난 8월 보름 경에 보낸 두 통의 글’은 『高峯集』 

「兩先生往復書」 제1권, 「上退溪先生」, pp. 338~339에 수록된 편지들을 가리킨다.　 ‘3

월5일의 답서 및 저술 한 편’은 각각 『高峯集』 「兩先生往復書」 제1권, 「上退溪先生」, 

pp. 337~338에 수록된 편지 및 「고봉1서」를 가리킨다. 

36) 『定本退溪全書』 제1책, 「答鄭靜而[之雲○庚申]」(1560년), pp. 426~427 明彦書兩紙, 

具悉, 近又專伻致書來, 其書及辯難, 近數千餘言, 浩博無涯涘, 甚可歎賞. 其攻吾輩之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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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은 ‘선악미정’ 등의 말은 ‘기대승의 편지’를 보기 이전에 이미 그 합

당하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여기서 이황이 말한 ‘기대승의 

편지’는 「고봉답추만서」일 수도 있고 「고봉2서」일 수도 있다. 두 편지 모

두 기대승이 이황의 ‘선악미정’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편지이든 간에 이황은 기대승의 비판을 받기 전

부터 ‘선악미정’에 문제점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이황은 기대승의 지적을 계기로 자신이 원래부터 온당하지 않다고 여기던 

‘선악미정’의 해석을 고치고자 했을 뿐이다. 

  “오직 제가 논한 것 가운데 ‘선악미정’이라는 한 구절이 합당하지 않음을 깨달

았습니다. 기대승이 지적한 것에 크게 힘입어서 다른 말로 고치고자 생각했는데 

신중을 기하다가 아직 결행하지 못했습니다.”37)

   이처럼 이황은 자신이 이전부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선악미정’

에 관해서 기대승의 지적을 계기로 표현을 고치게 된 것이라 설명한다. 이

不爲專非, 亦不能專是, 鄙說中如善惡未定等語, 吾未見明彦書之前, 曾已自覺其未安, 今

得明彦所駁, 而覺得未安處, 亦非一二, 於此, 益知朋友講論之有大補也. 甚幸甚幸. 이황

이 정지운에게 보낸 이 편지는 1560년 8월8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이 

편지에 언급된 ‘기대승의 편지 양지(兩紙)’는 기대승이 1560년 5월15일에 정지운에게 

보낸 「고봉답추만서」에 해당한다. (본고 30번 각주 참조할 것.) 또한 근래 심부름꾼이 

가져온 기대승의 편지는 「고봉2서」(1560년 8월8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황이 「퇴계1서」

에서 칠정에 대해 ‘선악미정’이라 말할 때(1559년 10월24일)부터, 정지운에게 이 편지

를 작성할 해(庚申, 1560년)의 12월31일까지 그동안 기대승이 이황에게 보낸 편지는 

「고봉2서」 및 「고봉2서」와 함께 보낸 「答上退溪先生座前」(『高峯集』 「兩先生往復書」 

권1, pp. 343~352)이 있다. 그런데 「答上退溪先生座前」은 기대승이 처세의 어려움을 

느껴 이황에게 상담하는 내용이며, 그가 이항(李恒, 1499~1576)과 태극에 대해 주고받

은 의논이 첨부된 편지이다. 따라서 이 편지는 앞서 제시한 인용문처럼 “기대승이 우리

들의 잘못을 공격한다”거나 이황의 ‘선악미정’에 대한 비판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근

래 심부름꾼이 가져온 기대승의 편지는 「고봉2서」(1560년 8월8일)라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定本退溪全書』와 정석태는 「答鄭靜而[之雲○庚申]」이 1560년 2월5일에 작

성되었다고 주장하나, 1560년 8월8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定本退溪全書』, p. 426 1번 각주; 정석태,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 3, 퇴계학연구원, 

2005, pp. 25~26 참고.)  

37) 『定本退溪全書』 제5책, 「答鄭子中」(1560년 8월14일), p. 147 惟於鄙論中, 覺得“善惡

未定” 一句有所未安, 甚賴明彦指出之力, 思欲改下一轉語, 鄭重而未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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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 이황은 「퇴계2서」에서 ‘선악미정’을 ‘본래 선하다[本善]’라고 고친

다. 그리고 수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칠정은 본래 선합니다[本善]. 그렇지만 쉽게 악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드

러나서 사회적 절도에 들어맞은 것을 어울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라도 있는

데 잘 살피지 않으면 마음이 이미 바름을 얻지 못합니다. …… ‘선과 악이 정해

지지 않는다[善惡未定]’의 조목은 …… 가르침을 받고서 제 표현에 정확하지 못

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역시 고쳤습니다.”38)

  이황은 이때도 ‘선악미정’이 말실수였다고 설명한다. 즉 「퇴계1서」에서 

보이는 ‘선악미정’이라는 표현은 이황의 생각이 정확하게 반영된 말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기대승의 지적과 상관없이 이황이 ‘선악미정’이라는 표

현이 「퇴계1서」의 기본적인 자기 입장과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

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황이 기대승 지적을 수용하여 이 표현을 「퇴계2

서」에서 선선히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칠정의 선악규정에 관한 이황의 입장은 「퇴계1서」와 「퇴계2서」 

사이에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사단칠정논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그 표현이 명확해졌을 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퇴계1서」에 보이는 

칠정과 관련된 이황의 다른 진술들 역시 「퇴계2서」에서 수정한 ‘칠정본선’

과 상응하는 문맥에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2. ‘칠정본선(七情本善)’을 통한 칠정 선악 규정의 검토

  「퇴계1서」에 보이는 칠정과 관련된 다른 진술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칠정본선’의 뜻을 살펴봄으로써 「퇴계1서」부터 이어지는 칠정의 선악 규

정에 관한 이황의 생각을 파악해 보겠다. 이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38) 「퇴계2서」(1560년 11월5일), p. 98, p.102 七情本善, 而易流於惡, 故其發而中節者, 

乃謂之和, 一有之而不能察, 則心已不得其正矣. …… 辯曰之七. ‘善惡未定’之說. …… 

承誨, 覺己語有失稱停者, 亦已改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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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길, “칠정도 인의예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라 하셨습니다. 생각건

대 이것은 곧 다름에 나아가 같음을 본다는 것이니, 사단과 칠정 두 가지를 혼륜

해서 말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39)

  질문: “그리고 드러나 사회적 절도에 맞아서 어떤 경우에라도 선하지 않음이 

없다는 그 선과 사단의 선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대답: “비록 기에서 드러나지만 리가 그 기를 타고서 주(主)가 됩니다. 그러므

로 그 선함은 같습니다.”40)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황은 칠정도 사단과 마찬가지로 본연

지성에서 나온다고 본다. 칠정은 사단과 마찬가지로 본연지성에서 드러나

기 때문에 본래 선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황은 칠정과 사단의 선함

이 동일하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칠정의 선악은 사회적 절도에 맞추어 보고 나서야 결정된다

고 여겨진다. 이는 실상 「퇴계1서」에 보이는 칠정 선악미정과 같이 칠정

은 사회적 절도에 맞추어 보아야만 선악이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퇴계1서」에 보이는 칠정과 관련된 이황의 진술은 ‘칠정

본선’과 상응하는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황이 칠정에 대해 사용하는 ‘본선(本善)’이라는 표현은 성을 설명할 

때도 쓰인다.41) 이황은 칠정을 ‘본선’으로 규정함으로써 칠정의 선함과 본

연지성의 선함이 같은 수준의 선함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칠정은 본

39) 「퇴계2서」, p. 108 辯誨曰 “七情亦發於仁義禮智.” 滉謂此卽所謂就異而見同, 則二者可

渾淪言之者也.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辯誨]’이란 기대승한테 받은 편지의 다음 부

분을 가리킨다. 「고봉2서」, p. 77 愚謂四端固發於仁義禮智之性, 而七情亦發於仁義禮智

之性也. 不然, 朱子何以曰 “喜怒哀樂, 情也, 其未發則性也”乎? 又何以曰 “情是性之發”

乎?

40) 「퇴계3서」, p. 146 질문: 而發而中節, 無往不善之善, 與四端之善, 同歟異歟? 대답: 雖

發於氣, 而理乘之爲主, 故其善同也.

41) 「퇴계1서」 p. 48 ; 「퇴계2서」(1서 개본), p. 97  誠以爲雜氣而言性則無以見性之本善

故也. ; 「퇴계2서」, p. 118 孟子之意, 但指其粹然從仁義禮智上發出底說來, 以見性本善

故情亦善之意而已. ; 『성학십도』 「심통성정도」, p. 138 然則孟子ㆍ子思所以只指理言

者, 非不備也. 以其竝氣而言, 則無以見性之本善故爾, 此中圖之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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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성에 근거해서 드러나는 선한 정으로서 그 선함은 본연지성과 똑같다

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절도는 본연지성인 천리가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본연지성에서 드러난 칠정을 사회적 절도에 맞추어 본다면 역시 자연스럽

게 절도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42)

  앞서 언급했듯이 ‘칠정본선’은 이황이 「퇴계2서」에서 제시한 표현이자 

「퇴계1서」에서 제시하던 ‘칠정 선악미정’에 대한 수정 결과이기도 하다. 

그 수정 방식을 통해서도 이황에게 칠정의 선함은 본연지성에 의해 확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정 전: “칠정은 선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라도 있는데 잘 살

피지 않으면 마음이 바름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러나 사회적 절도

에 들어맞은 뒤에라야 비로소 어울림이라 합니다.[而必發而中節, 然後乃謂之

和.]”43)

  수정 후: “칠정은 본래 선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악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드러나서 사회적 절도에 들어맞은 것을 어울림이라고 하였습니다.[故其發而中節

者, 乃謂之和.] 하나라도 있는데 잘 살피지 않으면 마음이 이미 바름을 얻지 못

합니다.”44)

  이황이 수정한 구절에서 밑줄 친 부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황은 「퇴계1서」에서 사용하던 ‘반드시 …… 뒤에라야 비로소 …… [必 

…… 然後乃 ……]’라는 조건표현을 「퇴계2서」에서 삭제하였다. 이러한 수

정은 곧 사회적 절도에 맞아야만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칠정

은 본래부터 선하다는 이황의 입장을 드러내는 증거 중의 하나라 볼 수 

42) 주희는 예법이란 천리가 절도화되고 문체화된 것이라 정의한다. 『論語集註』 12-1 禮

者, 天理之節文也. 주희의 고제인 진순(陳淳, 1157~1223)은 중절한 정이 본연지성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제시한다. 『北溪字義』 「情」 情之中節。是從本性發來。便

是善。更無不善。

43) 「퇴계1서」,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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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퇴계2서」(1서 개본), p. 98 七情本善, 而易流於惡, 故其發而中節者, 乃謂之和, 一有

之而不能察, 則心已不得其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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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회적 절도에 맞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칠정이 본래부터 선하다는 

말은 칠정의 선함이 본연지성에 의해 담보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황은 만년에 칠정이 ‘선하지 않음이 없다[無有不善]’고 설명하

면서 만약 기가 리를 따라 드러나지 않는다면 칠정이 방탕하게 되어 악해

진다고 말한다.45) 바꾸어 말해 기가 리를 잘 따르고 본연지성[리]이 그대로 

발현되는 경우 칠정은 악해질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칠정은 본

래부터 선하다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칠정은 본래 선하다’라고 할 때 ‘본선’이라는 표현은 ‘원래 

선하지만 지금은 선하지 않다’의 뜻을 함축하지 않는다. ‘본래[本]’라는 말

은 자연 상태에서 드러난 선함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절도에 맞아야만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칠정이 본래부

터 선한 이유는 역시 본연지성이 선한 칠정의 산출을 담보해 주기 때문이

다. 

  이런 점에서 이황이 제시한 수정 후의 구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다. 칠정은 본연지성에서 나오므로 본래부터 선하기 때문에 드러나서 자연

히 절도에 맞으니 곧 어울림이라 한다. 그러나 칠정의 기가 리를 따라 실

현하지 못하고 방탕하기 쉽기 때문에 칠정은 악으로 흘러가기 쉽다. 따라

서 칠정의 본래 선함을 유지하려면 칠정이 사회적 절도에 맞는지를 잘 살

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칠정의 리

2.1. ‘본유당연지칙(本有當然之則)’의 해석

  「퇴계1서」에 보이는 칠정과 관련된 이황의 여타 진술들 역시 칠정본선

과 상응하는 문맥에서 작성된다. 이황은 칠정에 대해 「퇴계1서」에서 주희

의 “본래 당연한 법칙이 있다[本有當然之則]”라는 구절을 인용하고46) 「퇴

45) 『성학십도』, 「심통성정도」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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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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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2서」에서는 주희의 “각각 당연한 바가 있다[各有攸當]”라는 구절을 인용

하여 설명한다.47) 즉 칠정이 본래 선하다는 이황의 견해는 주희의 당연지

칙(當然之則)과 소당연(所當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주희의 당연지칙과 소당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황이 말하는 칠정의 리에 관한 의미를 검토해 보겠다.

2.1.1. 주희에 있어서 당연(當然)의 의미

  주희는 당연지칙(當然之則)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천하의 사물에는 반드시 각각 그렇게 되는 까닭과 당연한 법칙[所當然之則]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리이다.48)

  천도가 유행하여 조화가 만물을 양육하는데, 무릇 소리와 빛, 그리고 얼굴과 

현상이 있으면서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은 모두 물(物)이라 한다. 이미 이 물이 

있으면 그 물이 되는 데에는 각각 당연한 법칙[當然之則]이 있지 않음이 없기에 

스스로 멈출 수 없다[不容已]. 이는 모두 하늘이 부여준 것을 얻은 것이니 사람

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몸・마음・성・정의 덕과 인륜・일용의 상

도로부터 천지・귀신의 변화와 금수・초목의 마땅함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하나

의 물 가운데 그 멈출 수 없는 당연함[所當然而不容已]과 바꿀 수 없는 소이연

을 볼 수 있지 않음이 없다.49)

  성은 곧 리이다. 당연한 이치[當然之理]는 선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맹자

가 성을 말하는 것은 성의 근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50)

46) 「퇴계1서」, pp. 48~49 七情之發, 朱子謂 “本有當然之則”, 則非無理也.

47) 「퇴계2서」(1서 개본),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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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大學或問』 上6 至於天下之物, 則必各有所以然之故, 與其所當然之則, 所謂理也,

49) 『大學或問』 下2-2 天道流行，造化發育，凡有聲色貌象而盈于天地之間者，皆物也。旣

有是物，則其所以爲是物者，莫不各有當然之則，而自不容已，是皆得于天之所賦而非人

之所能爲也。…… 使於身心性情之德, 人倫日用之常, 以至天地鬼神之變, 鳥獸草木之宜, 

自其一物之中, 莫不有以見其所當然而不容已, 與其所以然而不可易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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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희에 따르면 당연한 법칙[當然之則]은 곧 리이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반드시 당연지칙(當然之則)을 가지는데 당연지칙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당연지칙은 곧 본

연지성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연지칙의 기본적인 의미는 본연지성[리]으로

서 사람의 내부에 있는 법칙을 말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진 외적 기준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주희는 당연한 법칙[當然之則]이나 당연한 

것[所當然]에 대해 ‘멈출 수 없는[不容已]’ 것이라 표현한다. 주희에 따르

면 일상생활이나 자연세계에 멈출 수 없는 당연함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마음・본성・감정에도 그 멈출 수 없는 당연함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당연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또는 억지로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었다. “『대학혹문』에 ‘천지・귀신의 변화와 금수・초목의 마땅함은 그 멈출 

수 없는 당연함을 볼 수 있지 않음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른바 ‘멈출 수 없다

[不容已]’는 무슨 의미입니까?” 선생이 대답하였다. “봄에 만물이 생기고 가을에 

식물이 죽는데 그것들은 멈출 수 없다. 음이 다하면 양이 곧 생긴다. 마치 사람

이 뒤에서 오로지 재촉만 할 뿐이니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는가?”51)

  주희는 사계절의 전환과 음양의 변화를 통해 당연한 것으로서의 멈출 

수 없음을 설명한다. 사계절의 전환과 음양의 변화는 인위가 아니라 자연

스럽게 이루어지는 자연 현상이다. 이러한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 사실을 통해 자연 현상에는 끊임

없이 반복하게 하는 법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희는 자연 현상의 순환 반복이 당연한 것으로서 멈출 수 없다[所當然

50) 『朱子語類』 4:49 性卽理也. 當然之理, 無有不善者. 故孟子之言性, 指性之本而言. 砥

(61세).

51) 『朱子語類』 18:90 問: “或問云: ‘天地鬼神之變, 鳥獸草木之宜, 莫不有以見其所當然而

不容已.’ 所謂‘不容已’, 是如何?” 曰: “春生了便秋殺, 他住不得. 陰極了, 陽便生. 如人

在背後, 只管來相趲, 如何住得!” 淳(61·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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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不容已]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희가 가리키는 당연한 것[所當然]은 자연

히 드러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연히 드러나는 

현상을 반복하게 하는 법칙은 곧 주희가 가리키는 당연한 법칙[當然之則]

일 것이다. 따라서 멈출 수 없는 당연은 ‘자연’의 뜻과 밀접함을 알 수 있

다.

  

  마치 고금에 변화가 다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과 같으며, 낮과 밤이 서로를 

낳고 겨울과 여름이 서로 교대하는 것과 같으니, 곧 리의 당연함[理之當然]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52)

  이른바 도(道)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當然之理]일 뿐이다. 사람의 마음에 뿌리

를 내리고 일의 실천에서 드러나니 힘을 쓰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

다.53)

  주희는 자연 변화를 리의 당연함[理之當然]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사람

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나아가 주희는 자연현상뿐

만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도 도(道)를 당연한 이치[當然之理]로 규정한다. 

당연한 이치로부터 드러난 행동은 마치 사계절의 전환처럼 자연스러운 일

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54)

  다음 사례에서도 ‘당연’은 ‘자연’의 뜻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맹자』 원문: 상고 시대에 일찍이 그 아버지를 매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 아버지가 죽자 그 시신을 들어다가 구렁에 버렸다. 후일에 그곳을 지났는데 

여우와 살쾡이가 시신을 파먹으며 파리와 등에가 모여서 시신을 빨아먹었다. 그 

사람의 이마가 땀에 흥건히 젖어서 흘겨보고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였다. 땀에 

52) 『朱熹集』 권72, 「本紀」 若夫古今之變極而必反，如晝夜之相生、寒暑之相代，乃理之當

然，非人力之可爲者也。

53) 『中庸或問』 蓋所謂道者 當然之理而已。根於人心而見諸行事。不待勉而能也。

54) 주희에 따르면 『論語』 8:21에서 언급된 우(禹)임금의 행동, 즉 음식을 간략하게 하거

나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풍부하고 깨끗하게 하는 등의 행동은 모두 리의 당연한 것으

로서 본성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朱熹集』 권31, 「與張敬夫論癸巳論語說」 禹

之所行，皆理之所當然，固是本出于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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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건히 젖은 것은 남들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 것이다. 그

는 집으로 돌아와서 삼태기와 들것에 흙을 담아 뒤집어 쏟아서 시신을 가렸다. 

시신을 가리는 것이 참으로 옳다면 효자와 어진 사람이 그 아버지를 가림이 또

한 반드시 도(道)가 있을 것이다.    

  주희 주석: 이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덮어 가렸으니 이것이 매장의 

예(禮)가 생기게 된 이유이다.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리는 것이 당연한 것[所當

然]이라면 효자와 어진 사람이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리는 데에는 반드시 그 도

(道)가 있어서 적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55)

　위의 인용문은 『맹자』에 수록된 이야기이다.56) 맹자에 따르면 아버지 

시신을 버린 사람은 이마가 땀에 젖어 시신을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그 이

유에 대해 맹자는 남들이 봐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

로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선한 본성으로부터 드러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 주희는 분명하게 예(禮)라는 사회적 절도의 기원을 밝힌 것

이라 설명하고 이러한 자식의 부모님 매장을 ‘당연한 것[所當然]’이라고 

주석한다. 이 당연함이란 본성에서 드러난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면서

도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기준[禮]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처럼 주희

에게 당연이란 기본적으로 자연의 의미이고 이 자연의 의미를 바탕으로 

당위의 의미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주희가 본성을 당연지칙(當然之則) 또는 당연지리(當然之理)라 규정하는 

것은 본성에서 드러난 자연[當然]스러운 상태가 곧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회적 절도에 합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주희는 다음과 같이 자연

으로서의 당연과 당위로서의 당연을 구분한다. 

55) 『孟子集註』 5-5 蓋上世嘗有不葬其親者, 其親死, 則擧而委之於壑. 他日過之, 狐狸食

之, 蠅蚋姑嘬之. 其顙有泚, 睨而不視. 夫泚也, 非爲人泚, 中心達於面目, 蓋歸反虆梩而

掩之. 掩之誠是也, 則孝子仁人之掩其親, 亦必有道矣.  ◯주희 주석: 於是歸而掩覆其親

之尸, 此葬埋之禮所由起也. 此掩其親者, 若所當然, 則孝子仁人所以掩其親者, 必有其道, 

而不以薄爲貴矣.

56) 맹자의 사단과 관련하여 장원태의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5, ‘III. 4.2.2 사단(四端)의 마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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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순: ‘당연(當然)’의 뜻은 또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나아가 직접 그 큰 뜻이 이와 같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린 아이가 우물

에 빠진 것을 보면 당연히[當] 불쌍히 여기고[惻隱], 아버지가 되면 당연히[當]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되면 당연히[當] 효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 가운데에 나아가 또한 그 옳고 그름, 당연히[當] 해야 하는 부분과 당연히[當]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세밀하게 가리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당연히 보

아야 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지 않거나,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을 듣고 당연히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그 바름을 얻어 리

가 됩니다. 당연히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데도 보고 당연히 보아야 하는 것을 보

지 않거나,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데도 듣고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인데

도 듣지 않으면 비리(非理)가 됩니다. 이것 역시 ‘당연’입니다. 또한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짐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이, 모두 천리의 참됨이 유행하여 발

현됨으로써 자연[自然]히 그러한 것이니 그 사이에 털끝의 인위도 관련되지 않

습니다. 이것은 ‘자연’입니다. 

  주희: 이 뜻이 매우 완비하다.57)

  주희의 제자 진순은 당연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는 우물에 빠

진 아이에 대한 측은의 당연함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의 당연함이 구분

된다고 본다. 유자입정의 측은은 천리가 발현되어서 자연히 그러한 것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이렇게 천리로부터 드러난 현상을 기준으로 인간은 당위

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당연에는 본성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의미를 지니면서도 사회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당위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주희는 진순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있다. 주희는 유자입정의 측은한 감정

은 당연한 것[所當然]이자 멈출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58) 이는 『맹자』

57) 『朱熹集』 권57, 「答陳安卿」 當然亦有二：一就合做底事上直言其大義如此，如入井當惻

隱與夫爲父當慈、爲子當孝之類是也；一泛就事中又細揀別其是是非非、當做與不當做

處，如視其所當視而不視其所不當視、聽其所當聽而不聽其所不當聽，則得其正而爲理，

非所當視而視與當視而不視、非所當聽而聽與當聽而不聽，則爲非理矣。此亦當然處也。

又如所以入井而惻隱者，皆天理之眞，流行發見，自然而然，非有一毫人爲預乎其間，此

自然處也。 …… 此意甚備。

58) 『朱子語類』 18:94 又如人見赤子入井, 皆有怵惕・惻隠之心, 此其事‘所當然而不容已’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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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이는 부모님 시신을 매장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성에서 드러난 자

연스러운 상태가 곧 사회적 절도에 합당한 상태임을 말한다. 따라서 주희

에게 당위로서의 당연은 외적 기준을 받아드려 억지로 해야 하는 인위적

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본성[당연지칙]에 근거한 기준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당위의 의미로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주희의 당연지칙과 당연의 뜻을 살펴봤다. 본성과 감정에 있어

서 당연이란 기본적으로 자연의 의미이며 이를 바탕으로 당위의 의미가 

성립한다. 즉 당연지칙은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연지성이자 내적 기준

으로서 인위적으로 따라야 하는 외적 기준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2.1.2. 이황에 있어서 당연(當然)의 의미

  이황이 칠정에 대해서 주희의 ‘본유당연지칙(本有當然之則)’이나 ‘각유유

당(各有攸當)’을 인용한 것은 이러한 주희의 문맥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이황에게 칠정은 본연지성인 당연한 법칙[當然之

則]으로부터 드러나 자연히 사회적 절도에 합당한 감정이다. 

  그런데 이황은 「퇴계1서」에서 칠정에 대해 “본래 당연한 법칙이 있다

[本有當然之則]”라고 인용한 것을 「퇴계2서」에서는 “각각 당연한 바가 있

다[各有攸當]”라는 말로 바꾸어 인용한다. 이황은 「퇴계1서」를 보낸 다음 

해에 정유일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래 당연한 법칙이 있다[本有當然之則]’는 원래 친애(親愛) 등 다섯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니 분치(忿懥) 등 네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인용했

기 때문에 지금은 “칠정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정이는 “마음속에서 드러난다[發

於中]”라고 했고 주희는 역시 ‘각각 당연한 바가 있다[各有攸當]’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칠정은 또한 본래 리와 기를 겸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칩니다.”59)

也. 廣(65이후)

59) 『定本退溪全書』 제5책, 「答鄭子中別紙」(1560년 10~11월), p. 155 本有當然之則. 本

說親愛等五者. 非指忿懥等四者. 誤引故今改曰七情之發. 程子謂之發於中. 朱子亦謂之各

有攸當. 則固亦兼理氣也.



- 24 -

  이황은 「퇴계1서」에서 칠정에 관한 ‘본유당연지칙’이라는 인용은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희의 ‘각유유당’이라는 말로 고친다고 밝힌다. 

실제로 「퇴계2서」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다.60) 그렇다면 이황은 어떤 점에

서 ‘본유당연지칙’을 잘못 인용했다고 생각했을까? 

  주희는 『대학』 「수신(修身)」장에서 친애(親愛) 등 다섯 가지 정에는 본

래 당연한 법칙이 있다고 말한다.61) 그런데 『대학』 「정심(正心)」장에서는 

분치(忿懥) 등의 네 가지 정은 마음의 작용으로서 하나라도 있는데 살피지 

않으면 마음은 그 바름을 잃는다고 말한다.62) 「정심」장에서 분치(忿懥) 등

의 정에 관련된 이 설명은 「퇴계1서」와 「퇴계2서」에서 보이는 칠정의 설

명과 일치한다.63) 따라서 이황 입장에서 칠정에 해당한 것은 「수신」장의 

다섯 가지가 아니라 「정심」장의 네 가지이다. 그래서 이황은 「수신」장의 

‘본유당연지칙’으로 칠정을 설명했던 것이 인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명확히 

설명한 것이다.64)  

60) 「퇴계2서」(1서 개본)(1560년 11월5일),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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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大學章句』 (傳) 8-1 所謂齊其家, 在修其身者, 人之其所親愛而辟焉, 之其所賤惡而辟

焉, 之其所畏敬而辟焉, 之其所哀矜而辟焉, 之其所敖惰而辟焉. 故好而知其惡, 惡而知其

美者, 天下鮮矣. ◯주희 주석: 五者, 在人本有當然之則.  

62) 『大學章句』 (傳) 7-1 所謂修身在正其心者, 身有所忿懥,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

得其正, 有所好樂,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 ◯주희 주석: 蓋是四者, 皆心之

用而人所不能無者. 然一有之而不能察, 則欲動情勝, 而其用之所行, 或不能不失其正矣.

63) 이황은 칠정에 대해 “하나라도 있는데 살피지 않으면 마음은 그 바름을 잃는다”라고 

규정한다. 「퇴계1서」, p. 49 七情善惡未定也, 故一有之而不能察, 則心不得其正. ; 「퇴

계2서」(1서 개본), p. 98 七情本善, 而易流於惡, 故其發而中節者, 乃謂之和, 一有之而

不能察, 則心已不得其正矣.

64) 그런데 실은 주희는 『대학』 「정심」장에 보이는 분치(忿懥) 등 네 가지 정에 대해 ‘각

각 당연한 바가 있다[各有攸當]’고 설명하지 않았다. 주희는 『중용』의 희로애락에 각각 

마땅한 바가 있다고 말한다. 『中庸或問』 1-9 蓋天命之性, 萬理具焉. 喜怒哀樂, 各有攸

當. 方其未發, 渾然在中, 無所偏倚, 故謂之中。及其發而皆得其當, 無所乖戾, 故謂之

和。이황은 『대학』 「정심」장의 네 가지 정[칠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

유당연지칙(本有當然之則)’이라는 말을 파기하고 『중용』의 희로애락과 관련된 해석인 

‘각유유당(各有攸當)’이라는 말을 채택한다. 이 사실을 통해 이황이 『중용』의 희로애락

을 『대학』 「정심」장에 보이는 정과 동일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황은 

『중용』의 희로애락과 「정심」장에 보이는 정을 똑같이 ‘칠정’으로 일컫는다. 이황은 「퇴

계1서」부터 이미 「정심」장에 보이는 정을 칠정으로 간주하며 단만 인용상의 문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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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황은 인용상의 문제로 인해 주희의 ‘본유당연지칙’을 ‘각유유

당’으로 바꾸었는데, 이러한 수정은 오히려 이황이 주희의 ‘당연지칙(當然

之則)’과 ‘소당연이불용이(所當然而不容已)’의 맥락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

을 잘 보여준다. 주희는 본성을 당연지칙(當然之則) 또는 당연지리(當然之

理)로 규정하고 측은지심과 같이 본성으로부터 드러난 자연적 상태를 소당

연이불용이(所當然而不容已)로 설명하였다. 이황이 칠정에 대해서 ‘본유당

연지칙’이라 했던 것을 ‘각유유당’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은 주희의 맥락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황은 당연지칙인 본연지성으로부터 

당연한 바의 감정인 칠정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에 칠정에 대해 

본래 당연한 법칙이 있다고 말해도 되고, 당연한 바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

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황은 ‘당연’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리대전서』에서 진순이 묻기를, “리에는 ‘능연(能然)’, ‘필연(必然)’, ‘당연

(當然)’, ‘자연(自然)’이 있는데, 모두 반드시 겸하여야만 ‘리’자의 뜻풀이에 구비

된 것입니까? …… 모든 일이 다 그렇다면 ‘능연’과 ‘필연’은 리가 일에 앞서있

으며, ‘당연’은 바로 그 일에 나아가 직접 그 리를 말한 것이며. ‘자연’은 일과 리

를 관통하여 바로 말하는 것입니까? …… ”라고 묻자, 주희 선생이 말하기를, 

“이 뜻이 매우 완비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살피건대, 기대승이 ‘당연(當然)’을 일[事]이라 하고 ‘소이연’을 리라 한 

것은 곧 주희가 보한경과 문답한 뜻입니다. 그러나 주희가 이후에 말한 두 설명

과 신안 진씨, 서산 진씨, 북계 진씨의 여러 설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당연(當

然)’이라는 것은 역시 원래 리[理]입니다. 정유일과 기대승의 두 설은 함께 볼 수 

있고 서로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논한다면, ‘당연(當然)’

은 리[理]임을 설명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임금은 어질고, 신하는 공경하는 것이 

모두 하늘이 명령해 준 당연한 이치[當然之理]이며 실로 정미함의 극치이니, 이

것을 벗어나 일[事]에 당연한 것[所當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65)

에 칠정에 대해 ‘각유유당’으로 바꾸어 인용한다. 따라서 그가 「퇴계1서」부터 이미 『중

용』의 희로애락을 칠정으로 간주했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65) 『定本退溪全書』 제5책, 「鄭子中與奇明彦論學, 有不合, 以書來問, 考訂前言, 以答如左. 

[庚申]」, pp. 137~138 �大全�書 “陳安卿問, 理有能然ㆍ有必然ㆍ有當然ㆍ有自然處, 皆

須兼之, 方於 “理” 字訓義爲備云云. 凡事皆然ㆍ能然ㆍ必然者, 理在事先, 當然者, 正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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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의 임금은 백성을 상처 난 것처럼 보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보호하

듯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 깊이 아끼

고 지극히 아프게 여기는 정은 당연한 것[所當然]입니다.”66)

  이 인용문에서 주목해 볼 점은 주희와 진순이 논했던 ‘당연’의 의미를 

이황과 정유일이 논의하면서 이황이 기대승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황에 따르면 기대승은 ‘당연’을 리가 아닌 일[事]에 해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황은 주희와 진순이 설명했던 ‘당연’의 의미를 수

용해서 ‘당연’을 리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이황은 임금이 어진 것[仁]은 하늘이 명령한 당연한 이치[當然之理]라고 

말하면서 임금이 백성에게 느끼는 감정을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자연스

러운 감정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자식이 아프거나 배고파하거나 추위

에 떨 때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슬퍼하고 가엽게 여기는 감정을 

당연한 것[所當然]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황은 주희와 마찬가

지로 당연한 법칙 또는 당연한 이치를 본연지성으로 규정하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고 합당한 감정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황은 주희의 ‘당연’을 그대로 계승하여 본성과 감정을 설명한

다고 볼 수 있다. 이황이 칠정에 본래 당연한 법칙이 있다고 말하거나 각

각 당연한 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칠정이 본연지성에서 드러난 선한 감

정임을 드러낸다. 즉 칠정은 당연한 법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드러난 감정

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사회적 절도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그 자체로 합

당한 선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칠정에 관한 당연지칙을 본연지성과 동

일하지 않은 인간의 외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해석하곤 한다. 예컨대 정원

事而直言其理, 自然者, 貫事理直言之也.” 云云. 先生曰 “此意甚備.” 滉按, 明彦以 “當

然” 爲事, “所以然”爲理, 卽朱子與輔漢卿答問之意也. 然以朱子後兩說及新安陳氏ㆍ西

山眞氏ㆍ北溪陳氏諸說考之, “當然“ 者, 亦固是理也. 子中ㆍ明彦兩說, 可以通看, 不相爲

礙, 而究極論之, “當然” 者爲理之說, 爲長. 蓋君仁ㆍ臣敬之類, 皆天命所當然之理, 實精

微之極致也. 非外此而事別有所當然也. 

66) 『定本退溪全書』 제11책, 「戊辰經筵啓箚一」, p. 110 古之人君, 視民如傷, 若保赤子, 

父母愛子之心, 無所不至, …… 蓋其深愛至痛之情所當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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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당연지칙을 ‘이상적인 7정의 기준’, ‘7정이라는 현상이 따라야 할 것’

으로만 해석한다.67) 그리고 그는 이황이 「퇴계1서」에서 칠정에 있는 ‘리의 

성격’을 당연한 법칙으로 국한함으로써, 칠정의 드러남이 본연지성에 기원

을 둔다는 주장을 명확히 거부한다고 주장한다.68) 이러한 견해는 주희와 

이황이 사용하고 있는 ‘본유당연지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황

이 칠정에 대해 사용한 ‘당연’의 의미를 검토해 보면 「퇴계1서」부터 만년

까지 칠정도 사단과 마찬가지로 본연지성에서 나온 선한 정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동어중(動於中)’의 해석

  「퇴계1서」에 보이는 “마음속에서 움직인다[動於中]”라는 표현에서도 칠

정이 사단과 마찬가지로 본연지성에서 드러난다는 이황의 견해가 잘 드러

난다. ‘동어중’은 칠정이 본래 선하다는 문맥에서 적절히 해석될 수 있다. 

이황은 「퇴계1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희・로・애・구・애・오・욕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깥의 일이 몸과 부

딪쳐 마음속에서 움직이면서[動於中] 그 대상에 따라 나온 것일 뿐입니다. 사단

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맹자는 이미 ‘마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은 본래 리와 기를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리켜 말하는 것이 리를 위주로 하

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인의예지의 본성이 순수하게 마음속에 있고, 네 가지[사

단]가 그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칠정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주희는 “본래 마땅

히 그러한 법칙[當然之則]이 있다”라고 했으니 곧 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69)

  이황에 따르면 칠정은 “바깥의 일이 몸과 부딪쳐 마음속[中]에서 움직이

면서 그 대상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이황은 이어진 문장에서 마음속[中]에 

67) 정원재(2015), 전게논문, p.21, p.32　참고.

68) 상게논문, p.21　참고.

69) 「퇴계1서」,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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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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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七情之發, 朱子謂 “本有當然之則”, 則非無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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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예지의 본성이 있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칠정에는 당연지칙이라는 리

가 있다고도 말한다. 

  나아가 이황은 「퇴계1서」를 보낸 일 년 뒤, 「퇴계2서」를 보내기 직전에 

정유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황은 「퇴계1서」에서 주장하던 

칠정에 리가 있다는 견해를 “마음속에서 드러난다[發於中]”라는 정이(程

頤)의 말로 뒷받침한다.70) 먼저 정이가 말한 ‘발어중(發於中)’의 의미를 확

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었다. “기쁨・성냄은 성(性)에서 나온 것입니까?” 대답하였다. “참으로 그렇

다. 인식이 생기자마자 바로 성이 있고 성이 있으면 바로 정(情)이 있으니, 성이 

없으면 어찌 정이 있겠는가.” 또 물었다. “기쁨・성냄이 바깥에서 나오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대답하였다. “바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자극을 

받고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것[發於中]이다.”71)

  정이는 기쁨[喜]과 성냄[怒]이 본성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는 

성이 있어야 칠정이 있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칠정에 대해 

“바깥에서 자극을 받고 마음속에서 드러난다[發於中]”라고 밝힌다. 그러므

로 이 ‘발어중’이라는 표현은 ‘마음속의 성이 드러난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마음에서 드러난 성의 결과는 정(情)이라 할 수 있다. 이처

럼 이황이 인용한 정이의 문맥에서 보면 ‘발어중’이라는 말은 정(情)이 본

성에서 드러남을 분명히 의미한다. 「퇴계2서」를 보내기 이전부터 ‘발어중’

을 인용하여 칠정에 리가 있음을 논증한다는 점에서 이황은 「퇴계2서」 이

전부터 이미 본연지성을 가지고 칠정의 선함을 확보하려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70) 이황이 ‘발어중(發於中)’을 인용하고 논증으로 삼은 것은, 앞서 ‘본유당연지칙(本有當然

之則)’을 살펴볼 때 제시한 정유일에게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定本退溪全書』 제

5책, 「答鄭子中別紙」, p. 155 本有當然之則. 本說親愛等五者. 非指忿懥等四者. 誤引故

今改曰七情之發. 程子謂之發於中. 朱子亦謂之各有攸當. 則固亦兼理氣也.

71) 『二程遺書』 18-91 問:｢喜怒出於性否?｣ 曰:｢固是. 纔有生識, 便有性, 有性便有情. 無

性安得情?｣ 又問:｢喜怒出於外, 如何?｣ 曰:｢非出於外. 感於外而發於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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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유일에게 편지를 보낸 직후 이황은 「퇴계2서」에서는 ‘발어중

(發於中)’이 아닌 ‘동어중(動於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해 기

대승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칠정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정이는 “마음속에서 움직인다[動於中]”라고 했고 

주희는 역시 ‘각각 마땅한 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칠정은 또한 본래 

리와 기를 겸하고 있습니다.”72)

  여기서 이황이 사용한 ‘마음속에서 움직인다[動於中]’라는 표현은 「호학

론」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역시 정이의 말이다. 앞서 ‘발어중’을 통해서 칠

정이 본연지성에서 나온다는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황이 「퇴계2서」에서 ‘동어중’으로 바꾼 의도는 무엇일가? 이황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정이가 「호학론」에서 말하는 ‘동어중’을 살펴보겠다. 

  천지가 정지를 쌓아 오행 중의 뛰어난 것을 얻은 것이 사람이 된다. 그 근본이 

참되고 고요하며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다섯 가지 성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은 ‘인의예지신’이라고 한다. 몸이 생긴 뒤에는 외물이 몸과 접촉하

여 마음속에서 움직인다[動於中]. 마음속이 움직여서 칠정이 나오니 ‘기쁨・성

냄・슬픔・두려움・아낌・미워함・욕구함’이라 한다.73)

  위의 진술만을 놓고 본다면 ‘마음속에서 움직인다[動於中]’의 주어가 무

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정이는 “마음속에서 움직인다”의 바로 뒤에 

“마음속이 움직여서 칠정이 나온다[其中動而七情出焉]”라고 말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이가 진술한 “마음속의 성이 드러난다[發於中]”라는 표현

은 성에서 정(情)이 나온다[出]는 의미를 설명하는 표현이었다.74) 따라서 

72) 「퇴계2서」(1서 개본),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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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二程文集』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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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曰喜怒哀樂愛惡欲. 

74) 『二程遺書』 18-91 問:｢喜怒出於性否?｣ 曰:｢固是. 纔有生識, 便有性, 有性便有情. 無

性安得情?｣ 又問:｢喜怒出於外, 如何?｣ 曰:｢非出於外. 感於外而發於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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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어중’의 진술과 맞추어 생각해 보면 「호학론」의 “마음속이 움직여서 

칠정이 나온다[其中動而七情出焉]”는 구절의 의미는, 마음속의 성이 움직

여서 칠정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곧 성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이황이 인용한 ‘발어중’, ‘동어중’은 칠정이 본연지성에서 드러남

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러한 인용의 맥락을 모르면 ‘동어중’은 마

치 마음속의 감정이 움직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칠정

이 본연지성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이 아니게 될 여지가 생겨 버린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동어중’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하는 『예기』 「악

기」의 원문을 살펴보면 정이가 말하는 맥락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은 

칠정에 관한 기대승의 견해가 이황과 달라지는 연유를 살펴볼 수 있는 단

서가 된다. 먼저 『예기』 「악기」의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音)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정이 마음에서 움직인[情動於

中] 까닭에 소리에 드러나는 것이다. 소리가 문체를 이룬 것을 음(音)이라고 한

다.75)

  

  위의 인용문은 「악기」에서 세 번째로 등장한 구절이다(이하 ‘「악기」 3’).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이 마음에서 움직인다[情動於中]’는 것은 

음악이 형성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즉 「악기」에서 ‘정동어중

(情動於中)’이라는 표현은 음악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정확

히는 정의 산출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악기」에서 정의 산출에 대

해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은 「악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구절이다.

  음이 생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사람 마음의 움

직임은 물(物)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에게 자극을 받아 움직이기 때문

에 소리에 드러난다.76)

75) 『禮記』 「樂記」 3 凡音者，生人心者也。情動於中，故形於聲。聲成文，謂之音。

76) 『禮記』 「樂記」 1 凡音之起，由人心生也。人心之動，物使之然也。感於物而動，故形於

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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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에 따르면 외물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마음이 움직인 까닭에 

소리에 드러난다고 한다. 이 진술에 앞서 살펴본 ‘「악기」 3’의 진술을 적

용해보면 정의 산출과정이 좀 더 선명해진다. 즉 ‘「악기」 3’에 따르면 “정

이 마음에서 움직인[情動於中] 까닭에 소리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문은 ‘마음이 움직인 까닭에 소리에 정이 드러난다’는 식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여기서 외물이 마음을 자극하고, 자극을 받은 마음이 움직

여 정이 나온다는 정의 산출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악기」에서 ‘동어중’이라는 말은 곧 정이 마음에서 움직인다는 

말이다. 이 말은 마음에 정이 원래 있고, 외부자극에 따라 마음속의 정이 

움직인다는 말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더구나 「악기」는 마음은 성이 아니

라고 명확히 말하며 마음과 성을 분리시킨다.77) 따라서 「악기」가 사용하

는 ‘동어중’이라는 표현을 따르면 감정은 본성과 무관한 것으로 이해될 가

능성이 높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이는 ‘동어중’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정(情)

이 성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었다. 정이에게 「악기」의 ‘동어중’은 적절한 인

용으로 보기 어렵다. 정이의 견해는 오히려 ‘동(動)’자가 등장한 다른 「악

기」의 구절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다.

사람이 태어나 고요한 상태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다. 물(物)에게 자극을 받

아 움직이는 상태가 본성의 욕구이다.78)

  사람은 혈기와 심지의 성이 있고, 슬픔・즐거움・기쁨・성냄의 일정함이 없어

서 외물의 자극에 반응하고 물에 접하여 움직인 뒤에 심술이 나타난다.79)

77) 『禮記』 「樂記」 2 樂者，音之所由生也；其本在人心之感於物也。是故其哀心感者，其聲

噍以殺。其樂心感者，其聲嘽以緩。其喜心感者，其聲發以散。其怒心感者，其聲粗以

厲。其敬心感者，其聲直以廉。其愛心感者，其聲和以柔。六者，非性也，感於物而後

動。

78) 『禮記』 「樂記」 7 人生而靜，天之性也；感於物而動，性之欲也。

79) 『禮記』 「樂記」 27 夫民有血氣心知之性，而無哀樂喜怒之常，應感起物而動，然後心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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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용문들은 ‘외물에게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 아니라 성

이라고 말하는 구절들이다. 이처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관한 「악기」

의 서술은 다양하다. 후대 학자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과 부합

하는 「악기」의 구절을 가져와 해석하고 논증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정

이(程頤) 입장에서 칠정은 마음속의 성이 움직여서 나오는 정(情)이다. 그

래서 정이는 바로 위의 두 구절을 참고로 하여 「호학론」에서 ‘움직이는 

것’을 성으로 설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호학론」에서 비록 

‘동어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정이의 뜻은 「악기」 ‘동어중’의 취지와 

달리 정(情)이 성에서 드러남을 말한다.

  그러나 기대승은 외물에게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성이라고 말하는 

「악기」의 구절을 가져오면서도 오히려 ‘동어중’을 “정이 외물에게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 해석한다.80) 즉 ‘동어중’을 정이 

움직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해석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악기」의 맥

락이 「호학론」과 같다고 보며, 더 나아가 『중용』에 보이는 ‘희로애락이 아

직 드러나지 않는다[未發]’와 ‘이미 드러난다[已發]’의 ‘발(發)’자는 「악기」 

‘동어중’의 ‘동(動)’자와 다름이 없다고 본다.81) 즉 기대승은 「악기」의 ‘동

어중’을 가지고 「호학론」의 ‘동어중’과 『중용』의 미발・이발을 동일하게 

해석하려 한다. 이렇게 「악기」 ‘동어중’의 맥락을 따라가게 되면 칠정 역

시 본연지성과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게 될 여지가 생긴다.82)

形焉。

80) 「고봉3서」, p. 78 愚按｢樂記｣曰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朱子曰 

“性之欲, 卽所謂情也.” 然則情之感物而動者, 自然之理也.  

81) 「고봉2서」, pp. 87~88 大升偶閱�朱子大全�見其中有論得此意甚分明者, 其｢答胡廣中書

｣曰 “伊川先生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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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曰喜怒哀樂愛

惡欲. 情旣熾而益蕩, 其性鑿矣.’ 某詳味此數語, 與｢樂記｣之說, 指意不殊. …… 動字與�

中庸�發字無異. ……” 이 말은 주희가 호광중(胡廣仲)에게 한 답변(『朱熹集』 권42, 「答

胡廣仲」 참고)을 기대승이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기대승이 ‘이 편지를 보면 그간의 논

변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다[觀此二書, 則此間所辯, 不難決也.](「고봉2서」, p. 88 참고.)’

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이 편지는 기대승 자신의 사단칠정론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82) 따라서 비록 기대승은 주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지만, 정작 그의 해석은 주희의 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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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황은 「퇴계1서」에서부터 “마음속에서 움직인다[動於中]”라는 표

현을 통해 칠정이 마음속의 본연지성에서 드러나는 것[發於中]임을 분명히 

주장한다. 따라서 이황에 따르면 「퇴계1서」에서 이미 칠정은 본연지성에 

기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칠정이 본연지성에서 드러남을 의미하는 “동어

중”을 가지고 칠정에 리가 있음을 논증한다는 점에서, 이황에게 칠정의 리

는 본연지성과 동일한 것이며 인간의 외적인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

이 분명하다.

  자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이황은 「퇴계2서」에서 정식으로 ‘칠정

은 본래 선하다’라고 밝히지만 실상 이미 「퇴계1서」부터 ‘칠정본선’의 관

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퇴계1서」에 칠정이 본연지성에

서 나온다는 명확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황은 곳곳에서 칠정을 본연지성으

로서의 리와 관련시켜 칠정도 사단과 마찬가지로 본연지성에서 나온 선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황은 「퇴계1서」부터 이미 사단과 칠정을 동일하게 체용의 구

도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황이 말하는 사단과 칠정의 같음이란 ‘같은 

기원에서 드러난 감정’으로서의 같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이러한 같은 점을 제사하면서 혼륜해서 말한다는 관점은 언급하기 

시작한다. 

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악기」에 대한 주희의 설명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악기」에 대한 주희의 설명에 따르면 좋아함과 미워함 등의 감정에 자연스러운 절도가 

있는데 그 자연스러운 절도는 곧 하늘이 부여해준 성이라 한다. 『朱熹集』 권67, 「樂記

動靜說」 好之惡之者，情也。 形焉者，其動也。所以好惡而有自然之節者，性也。 …… 

情之好惡，本有自然之節. …… 好惡之節，天之所以與我也. 이처럼 감정은 수동적으로 

외물의 자극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으로부터 연유한 것임을 주희는 분명히 제

시한다. 즉 그는 정이처럼 「악기」 가운데 외물에게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성이라

고 말하는 구절을 이용해서 「악기」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희는 「호학

론」, 「악기」, 『중용』의 취지가 같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칠정이 본연지성과 무관한 

것으로 본다는 기대승의 해석과 분명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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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혼륜(渾淪)’의 의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동일하게 본연지성에 근거해

서 드러난 선한 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단과 칠정의 이러한 동일성을 

주목하면서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혼륜’이라는 관점은, 사단과 칠정이 같은 기원에서 드러난 감정으로서 같

다는 측면을 제시하는 것이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사단칠정을 ‘혼륜’해서 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제부

터 ‘혼륜’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

도록 하겠다. 

  『한어대사전』은 ‘혼륜’을 ‘완전’ 또는 ‘전체’라 정의한다.83) 이황 역시 

이 기본적인 의미를 따라 ‘혼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곤륜(鶻圇)은 혹은 혼륜이라고 합니다.”84)

  “만약에 물(物)을 가리켜서 말한다면 그 치우치는 곳은 참으로 치우칩니다. 만

약에 그 물에 있지 않는 것이 없음을 총괄적으로 가리켜서 말한다면 더욱 그 전

체의 혼륜을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리는 본체로서 기에 얽매이지 않고 

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이라는 작고 치우치는 것에 있다고 해서 

그 혼륜이라는 것이 크고 완전함을 줄일 수 없습니다.”85)

첫 번째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황은 ‘완전’ 또는 ‘전체’를 의미

하는 ‘곤륜(鶻圇)’86)이라는 단어를 ‘혼륜’과 같은 의미로 간주한다. 두 번

83) 『漢語大辭典』 渾淪: 亦作“渾侖”. 囫圇. 整個兒. 

84) 『定本退溪全書』 제1책, 「答李仲久問目」, p. 260 鶻圇, 或作渾淪.

85) 『定本退溪全書』 제7책, 「答李宏仲」, p. 533 若指其一物而言之, 其偏處固偏矣. 若總指

其無物不在而言之, 尤可以見其全體之渾淪矣. 何者? 理之爲體, 不囿於氣, 不局於物, 故

不以在物者之小偏, 而虧其渾淪者之大全也. 

86) 『한어대사전』은 ‘곤륜’의 첫 번째 의미로 ‘완전’ 또는 ‘전체’를 제시한다. 『漢語大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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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인용문에서 이황은 리의 특징을 설명할 때 ‘전체의 혼륜’, ‘혼륜이라는 

것의 완전함’을 말한다. 두 용례를 통해서 이황은 ‘혼륜’을 그 기본적인 의

미인 ‘전체’ 또는 ‘완전’으로 쓴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단과 칠정에 

관한 ‘혼륜’의 관점은 사단과 칠정을 ‘전체’ 혹은 ‘완전’이라는 측면과 관

련하여 이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단과 칠정을 ‘전체’ 또는 ‘완전’[渾淪]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구

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를 밝히기 위해 우선 『한어대사전』 ‘혼륜’의 항

목에 제시된 첫 번째 용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어대사전』은 ‘혼륜’

에 관한 ‘전체’ 또는 ‘완전’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용례로 주희의 용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87) 앞선 이황이 사용하는 ‘혼륜’의 의미가 주희로

부터 제시된다는 점에서 먼저 주희가 사용하는 ‘혼륜’의 의미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1. 주희에 있어서 혼륜의 의미

  『한어대사전』이 주희의 구절을 가져와 ‘혼륜’의 용례로 제시한다는 점에

서 주희가 ‘혼륜’이라는 표현을 ‘완전’ 또는 ‘전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한어대사전』에서 인용한 용례의 전체 구

절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논어』의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대중을 구제할 수 있

다’는 한 문단에서 대해 정자는 하나의 통괄된 설명으로 만들었고 선생님은 두 

측면으로 만들었으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희가) 대답했다. “내 설명은 정

자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정자의 설명은 내 설명을 포함하기 충분하기 때문

鶻圇: 亦作“鶻淪”。亦作“鶻崙”。1.完整；整個兒。宋朱熹《答楊至之書》：“聖人之言固渾

融，然其中自有條理，毫髮不可差，非如今人鶻圇儱侗無分別也。”《朱子語類》卷六五：

“乾之靜專動直，都是一底意思，他這物事雖大，然無間斷，只是鶻淪一個大底物事，故曰

大生。”

87) 『漢語大辭典』 渾淪: 亦作“渾侖”。囫圇。整個兒。《朱子語類》卷三三：“程說似渾淪一箇

屋子，某說如屋下分間架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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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정자의 설명은 큰집과 같고 내 설명은 큰집 아래에 대청과 방을 분별한 것

과 같으니 애초에 다르지 않다.” 

  물었다. “『논어』의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 장에서 정

자는 완전하게 인의 본체를 말하였고 선생님은 도리어 거기서 나아가 그 체용을 

분별하셨으니 곧 힘을 쓸 곳이 있습니다.” (주희가) 대답했다. “내 설명은 정자

의 설명을 깨뜨리지 않고, 정자의 설명은 도리어 내 설명을 아우를 수 있다. 정

자의 설명은 혼륜한 하나의 집과 같고, 내 설명은 방 아래에 구조를 구분한 것과 

같을 뿐이다. 인의 방법이 인의 본체가 아니라면 도리어 어떤 것이겠는가?”88)

  인용문은 『논어』 6:30에 대해 정자가 완전하게 인의 본체[仁之體]로 해

석하는 데에 비해 주희가 인의 본체[仁之體]와 작용[仁之方]으로 해석한다

는 제자의 지적과 그에 대한 주희의 답변이다. 주희에 따르면 정자의 설명

은 마치 혼륜한 하나의 집, 즉 집의 전체[渾淪]와 같고 자신의 설명은 집

에서 대청과 방으로 분별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리고 주희는 정자의 본

체 설명과 자신의 체용 설명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본체의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작용의 설명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주희는 본체만을 다루지만 실상 작용까지 포괄된 정자의 설명에 

대해 ‘전체[渾淪]’라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혼륜’이라는 표현은 ‘본체와 

작용의 전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주희의 진술에서도 ‘혼륜’이라는 표현은 본체와 작용의 전체를 뜻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심통성정’은 단지 혼륜한 하나의 것에서 이발과 미발을 가리켜 말할 뿐이다. 

이는 성이 한 부분, 심이 한 부분, 정이 또한 한 부분인 것처럼 현격한 것이 아

니다.89)

88) 『朱子語類』 33:83 或問: “‘博施濟衆’一段, 程子作一統說, 先生作二段, 如何?” 曰: “某

之說, 非異於程子, 蓋程子之說足以包某之說. 程子之說如大屋一般, 某之說如在大屋之

下, 分別廳堂房室一般, 初無異也. ……” 問: ‘博施濟衆, 程子全做仁之體, 先生卻就上面

分別箇體用, 便有用力處.’ 曰: ‘某說非破程子之說, 程子之說卻兼得某說. 程說似渾淪一

箇屋子, 某說如屋下分間架爾. 仁之方, 不是仁之體, 還是什麽物事! …… ’ 祖道(68세).

89) �朱子語類� 5:76 然“心統性情”, 只就渾淪一物之中, 指其已發·未發而爲言爾. 非是性是

一箇地頭, 心是一箇地頭, 情又是一箇地頭, 如此懸隔也. 端蒙(5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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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는 ‘혼륜한 하나의 것’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마음을 가리킨다. 그에 

따르면 마음이라는 하나의 전체[渾淪]에서 미발, 즉 마음의 본체[성]와 이

발, 즉 마음의 작용[정]을 말하는 것은 ‘심통성정(心統性情)’이라고 한다. 

마음이라는 하나의 전체[渾淪]가 그 본체와 작용을 통괄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혼륜’이라는 표현은 본체와 작용의 전체를 의미한다.

  또 주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숙기가 이어서 물었다. “성인은 리의 본체에서 발하고, 배우는 자는 작용 

위에 나아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희가)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

라. 단지 똑같을 뿐이다. 성인은 천리 위에서 행하고 배우는 자 역시 천리 위에 

나아가 행한다. 성인도 하나의 리이고, 배우는 자도 하나의 리이니, 어찌 두 개

의 천리가 있겠는가! 단만 성인의 리는 혼륜한 것이니 발하면 바로 모두 좋다. 

배우는 자는 하나하나 미루어나가야 하지만 역시 이 천리를 완전히 얻어야 한

다.” 의강이 이어서 질문하였다. “만약 체·용으로 간주해서 설명하면 두 개로 나

누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주희가) 대답했다. “체·용을 말하면 단지 하나일 뿐

이다.”90)

“이 리는 곳곳에서 모두 혼륜하니, 마치 낱알의 벼가 싹이 되고, 싹이 곧 꽃을 

낳고, 꽃이 열매를 맺어 다시 벼가 되어 본래의 형체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또

한 마치 한 이삭에 백 알이 있는데 각각의 알마다 완전하니, 또 백 알을 가지고 

파종하면 역시 각각 백 알이 되는 것과 같다. 낳고 낳음은 오직 그치지 않을 뿐

이니, 처음에는 단지 낱알에서 나누어졌을 뿐이다. 물물마다 리가 있고 결국은 

단지 하나의 리뿐이다.” 물었다. “(『중용』의)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것

은 모두 리의 유행이 발현된 것 아닙니까?” (주희가) 답했다. “진실로 그렇다

.”91)

90) �朱子語類� 27:40 胡叔器因問: “聖人是就理之體發來, 學者是就用上做工夫否?” 曰: 

“不要恁地說, 只是一般. 聖人是天理上做, 學者也是就天理上做. 聖人也只是這一理, 學

者也只是這一理, 不成是有兩箇天理! 但聖人底是箇渾淪底物事, 發出來便皆好. 學者是要

逐一件去推, 然也是要全得這天理. ……” 義剛因問: “若把作體·用說, 恐成兩截.” 曰:

“說體·用, 便只是一物. ……” 義剛(64이후).

91) �朱子語類� 94:37 此理處處皆渾淪, 如一粒粟生爲苗, 苗便生花, 花便結實, 又成粟, 還

復本形. 一穗有百粒, 每粒箇箇完全; 又將這百粒去種, 又各成百粒. 生生只管不已, 初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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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용례에서 등장한 ‘혼륜’이라는 표현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주희 진술

의 취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인용문에서 주희는 본체와 작용이 하나임을 명확하게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본체와 작용은 한 근원[一源]이며 간격이 없다[無間]

는 사유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희에게 본체는 그대로 작용

으로 드러난다.92) 그래서 그는 성인의 리[본체]가 발현된 것[작용]은 바로 

모두 좋다고 말한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의 경우도 수양을 거듭해야 하지

만 끝내 리를 완전하게 체득하게 되면 성인과 같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본

적으로 현상으로 드러난 각각의 작용은 모두 리라는 본체가 그대로 드러

난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희의 이러한 생각은 두 번째 인용문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주희는 

현상은 리가 유행하고 발현된 곳이라 말하면서도 각각의 현상이 리의 완

전함을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벼를 심어 그 싹이 자라면 그 열

매가 역시 벼가 된다는 예를 제시한다. 여기서 벼는 리[본체]에 해당하고 

벼의 싹이 자라서 열매가 된 것은 현상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희

는 열매[현상]가 역시 벼[본체]가 된다는 예를 가지고 현상에 리가 있고 그 

리는 결국 단지 하나일 뿐임을 설명한다. 즉 주희는 현상에 있는 리는 본

체로서의 리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체는 현상에 그

대로 드러난다는 말이다. 

  이처럼 두 인용문에서 주희는 본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은 작용임을 주

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희는 “리[본체]는 혼륜한 것”, “리[본체]는 곳

곳에서 모두 혼륜한다”라고 말한다. 즉 ‘혼륜’이라는 표현은 본체와 작용

의 전체를 의미하며, 이 때 ‘전체[渾淪]’라는 말은 리라는 본체가 그대로 

작용으로 드러난다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

只是這一粒分去. 物物各有理, 總只是一箇理.” 曰: “鳶飛魚躍, 皆理之流行發見處否?” 

曰: “固是. …….”

92) �朱子語類�67:37 “體用一源”, 體雖無跡, 中已有用. “顯微無間”者, 顯中便具微. 天地未

有, 萬物已具, 此是體中有用; 天地旣立, 此理亦存, 此是顯中有微. 節(64이후). ; 『朱熹

集』 권40, 「答何叔京」 �體用一源�者，自理而觀，則理爲體，象爲用，而理中有象，是一

源也。�顯微無間�者，自象而觀，則象爲顯，理爲微，而象中有理，是無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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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리의 본체가 작용으로 그대로 드러난 것은 리의 완전함을 의미하므로 

‘혼륜’은 ‘완전’의 의미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주희의 고제인 진순은 이 점을 더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는 “본체는 항

상 작용을 포함하고 작용은 본체에서 떠나지 않으니 본체와 작용은 전체

[渾淪]이며 순수하게 천리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에 대해 주희는 “이 설

명은 아주 좋다”라고 동의한다.93) 또 진순은 마음의 본체, 즉 본연지성에 

대해 ‘혼륜’이라는 표현을 통해 감정이 본연지성과 같이 드러남을 언급하

며, 리는 마음의 본체와 작용에 걸쳐 그대로임을 설명하기도 한다.94)

  그런데 일부 기존 연구는 ‘혼륜’에 관해서 이러한 체용의 맥락을 고려하

지 않고, 『열자(列子)』를 근거로 삼아 ‘혼륜’을 “둘 이상의 사물이 혼합하

여 하나가 되어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열

자』에 근거한 이러한 해석을 주희와 이황이 사용하는 ‘혼륜’에 적용한

다.95) 이러한 해석은 리와 기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주희가 사용하는 ‘혼륜’은 리라는 본체가 그대로 작용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측면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이때 ‘혼륜’의 기본적인 의

미는 ‘본체와 작용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체용의 맥락을 빼버

리고 단순히 리와 기가 혼합되어 있다고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분명한 

설명방식이라 할 수 있다. 주희의 본의는 단순히 A와 B가 합해서 ‘AB’가 

된다는 뜻만이 아니라, A가 B를 매개로 A1로 드러난다는 체용의 맥락을 

93) 『朱熹集』 권57, 「答陳安卿」 진순: 體常涵用，用不離體，體用渾淪，純是天理。주희: 

此說甚善. 

94) 『朱熹集』 권57, 「答陳安卿」 진순: 從心則心體渾淪是義理，如一團光潤良玉，如百煉明

瑩精金，至是則非由我矣，凡有動，皆隨心之所之，行便行，止便止，喜便喜，怒便怒，

惻隱便惻隱，羞惡便羞惡，無不從容大道上行而莫非准繩規矩之至，絶不容一毫有我于其

間，此又意誠、心正、身修之熟處也。; 『北溪字義』 「中和」 中和是就性情說。大抵心之

體是性，性不是個別物，只是心中所具之理耳。只這理動出外來便是情。中是未接事物，

喜怒哀樂未發時，渾淪在這裏，無所偏倚，即便是性。 …… 及發出來皆中節，方謂之

和。和是無所乖戾，只裏面道理發出來，當喜而喜，當怒而怒，無所乖戾於理，便是中

節。中節亦只是得其當然之理，無些過，無些不及，與是理不相拂戾，故名之曰和耳。

95) 이상하(2007), 전게논문, p. 73의 11번 각주 참고. 이상하는 『列子』 천서(天瑞) 편에 

보이는 다음 구절을 근거로 주희와 이황이 사용하는 ‘혼륜’을 해석한다. 『列子』, 天瑞 

太初者，氣之始也；太始者，形之始也；太素者，質之始也。氣形質具而未相離，故曰渾

淪。渾淪者，言萬物相渾淪而未相離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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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혼륜’을 리와 기의 합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황의 사단칠정 혼

륜설을 단지 리기불상리(理氣不相離), 즉 리와 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관

점으로만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리기불상리는 주희든지, 

이황이든지, 기대승이든지 누구나 동의하는 당연한 소리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체용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이황과 기대승의 혼륜설이 

동일한 것으로 취급받게 될 여지가 생겨 버리는 것이다.

2. 이황에 있어서 혼륜의 의미

  이황은 주희의 용법을 따라 ‘혼륜’이라는 용어를 ‘전체’ 또는 ‘완전’의 

의미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하는 관점

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용』, 「호학론」, 「악기」를 예로 제시한

다.

  “자사는 알맞음과 어울림을 논하면서 기쁨・성냄・슬픔・즐거움만을 말하고 

사단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이는 ‘학문을 좋아함’에 대해 논하면서 기쁨・성

냄・슬픔・두려움・아낌・미워함・욕구함만을 말하고 사단을 말하지 않았습니

다. 이것은 리와 기가 서로 필요로 하는 것에 나아가 혼륜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찌 (사단・칠정의) 다름 가운데 나아가 같음이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96)

  “그러나 이 단락에서 인용한 「악기」에 대한 주희의 설명97)은 모두 이른바 혼

96) 「퇴계1서」(1559년 10월24일), p. 50 ; 「퇴계2서」(1서 개본)(1560년 11월5일),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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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이 단락에서 인용한 『악기』에 대한 주희의 설명”은 “愚按｢樂記｣曰 “人生而靜, 天之

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朱子曰 “性之欲, 卽所謂情也.”(「고봉2서」, p. 78 )”를 가

리키며 주희의 「악기동정설」에 해당한다. 해당 「악기동정설」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朱熹集』 권67, 「樂記動靜說」 《樂記》曰：�人生而靜，天之性也。感于物而動，性之欲

也。�何也？曰：此言性情之妙，人之所生而有者也。蓋人受天地之中以生，其未感也，純

粹至善，萬理具焉，所謂性也。然人有是性則卽有是形，有是形則卽有是心，而不能無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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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98)

  

  위 인용문은 모두 사단칠정논변에 보이는 이황의 진술이다. 첫 번째 인

용문은 「퇴계1서」에서 처음 등장하고 「퇴계2서」에서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황에 따르면 『중용』과 「호학론」은 사단칠정을 혼륜해서 말하는 경

우로서 칠정을 제시하는데 사단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한다.99) 그리고 

두 번째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황은 『예기』 「악기」도 사단칠정을 혼륜

해서 말하는 경우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이황은 사단칠정논변 이후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

을 한다. 

  “혼륜해서 말하면, 드러나지 않은 알맞음[未發之中]이 큰 근본[大本]이 되고 

칠정이 큰 작용[大用]이 되는데 사단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니, 「호학론」과 『중용』

의 첫 장이 이것입니다.”100)

  “그러므로 「악기」와 『중용』과 「호학론」에서 사단을 모두 그 속에 포함시켜 혼

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사가 이르기를 “기쁨・성냄・슬픔・즐거움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맞음이라 일컫는다. 드러나서 모두 절도에 맞는 것

을 어울림이라 일컫는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인심이 아직 드러나

지 않는 것을 알맞음이라 일컫는다”라고 말한다면 안 됩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중[未發之中]이 움직여 칠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중[未發之中]이 

움직여 인심이 나온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101)

于物。感于物而動，則性之欲者出焉，而善惡于是乎分矣。性之欲，卽所謂情也。

98) 「퇴계2서」(1560년 11월5일), p. 108 然此段所引�樂記�朱子之說, 皆所謂渾淪言之者. 

99) 『중용』에서 네 가지 정이 제시되고 「호학론」에서 일곱 가지 정이 제시되는데, 칠정만 

언급하고 사단을 언급하지 않은 예로 이 두 문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황은 「퇴계1

서」부터 『중용』의 네 가지 정과 「호학론」의 일곱 가지 정을 동일하게 ‘칠정’으로 일컬

었음을 알 수 있다.

100) 『定本退溪全書』 제7책, 「答李宏仲問目」(1566년), p.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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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中庸�首章, 是也.

101) 『定本退溪全書』 제8책, 「答李平叔」(1569년 5~7월),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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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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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인용문은 『중용』, 「호학론」, 「악기」와 같이 사단칠정을 혼륜해서 말

하는 경우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 내용을 

논변 당시 이황이 하던 진술과 함께 고려해 보면, 이황에게 『중용』 등의 

문헌이 칠정만을 언급하고 사단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사단이 칠정 속

에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칠정 속에 사단이 있다는 이황의 견

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두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황은 사단칠정을 혼륜해서 말하는 것을 

『중용』의 구도로 설명하고 있다. 『중용』의 구도는 희로애락이 드러나지 않

은 알맞음[中; 大本]과 그것이 드러나서 모두 사회적 절도에 들어맞는 어

울림[和; 達道]이다.102) 이황은 이것을 본체[大本]와 작용[大用]의 구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성발위정[性發爲情]의 체용 구도를 「악기」

와 「호학론」에도 적용시켜 그 문헌에 등장한 칠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이황의 이러한 입장은 다음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희로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음[未發]과 이미 드러남[已發]으로 체(體)ㆍ용

(用)이라 한 것은 자사에 근본 하였고, 성(性)과 정(情)을 체ㆍ용이라 한 것은 맹

자에 근본하였는데 모두 마음의 체와 용이다.103)

  위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이황은 『중용』의 칠정[희로애락] 구도를 사단

의 구도와 똑같이 체용의 구도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황은 미발지중(未發

之中)에서 칠정이 나온다는 체용관계를 본연지성에서 사단이 나온다는 체

용관계와 일치시킨다. 이황은 사단이 포함된 칠정을 인의예지의 본체에서 

작용으로 드러난 감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미발지중을 인의예지[본연지

성]로 해석하여 칠정을 사단과 동일한 체용 구조로 보는 것이다.

焉” 則可, 曰 “其中動而人心出焉” 則不可. 

102) 『中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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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定本退溪全書』 제12책, 「心無體用辯」, p. 57 以未發已發爲體用, 本於子思; 以性情

爲體用, 本於孟子; 皆心之體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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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은 『중용』의 희로애락을 칠정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칠정에 

사단이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사정[희로애락], 칠

정, 사단의 모든 정을 체용 구도에 편입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체용의 

구도에서 모든 정은 본연지성에 그 기원을 두기에 그 선함은 본연지성과 

동일하며 별도의 외부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선함을 의

미하게 된다. 이것은 성선설의 극단적인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이황에게 사단칠정을 혼륜해서 말하는 경우 사단이 칠정에 포함

되는 이유는 사단과 칠정이 모두 동일한 체용의 구도로 해석되기 때문이

다. 이황이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체용의 구도를 가

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황은 ‘혼륜’이라는 단어를 ‘전체’

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때 ‘전체[渾淪]’란 ‘본체와 작용의 전체’, 바꾸어 

말해 본연지성[리]이 그대로 감정으로 드러나는 체용의 전체라 할 수 있

다. 이는 앞서 살펴본 ‘혼륜’에 대한 주희의 용법과 다름이 없다. 이런 점

에서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한다는 이황의 논의는 그들이 본연지성이

라는 동일한 기원과 체용이라는 동일한 구도를 가진 동일한 감정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혼륜, 즉 본체와 작용의 전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단과 칠정은 동일

한 기원과 구도를 가진 동일한 감정이다. 그래서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같

다는 점을 보면 그들을 혼륜해서 말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104) 사단

과 칠정이 서로 두 가지 뜻이 아니라는 것을 혼륜해서 말한 것이라 설명

하기도 한 것이다.105) 이런 점에서 그는 혼륜해서 말하면 사단과 칠정은 

각각 리 혹은 기로 분속하는 구별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06)

104) 「퇴계2서」, p. 106 滉意以謂就異中而見其有同, 故二者固多有渾淪言之. ; 「퇴계2서」, 

p. 108 辯誨曰 “七情亦發於仁義禮智.” 滉謂此卽所謂就異而見同, 則二者可渾淪言之者

也. 

105) 「퇴계2서」, p. 117 皆不過明四端七情非有二之義, 此卽前所謂渾淪言之者. 滉非不知

此.

106) 「퇴계3서」, p. 140 旣曰渾淪言之, 安有主理主氣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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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황 혼륜설과 기대승 혼륜설의 차이

  주희가 ‘혼륜’이라는 표현을 체용관계의 맥락에서 사용했다는 점, 그리

고 이황이 주희의 용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혼륜’에 

관한 이황의 발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혼륜’을 

단지 ‘리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理氣不相離]’는 관점으로만 해석하

는 기대승의 전략에 말려들어 이황의 ‘혼륜’을 기대승과 동일한 것으로 오

해하게 될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많은 후대의 학자들이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을 기대승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107)

  이제부터 이황의 발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리와 기가 서로 필요로 하는 것[理氣相須]에 나아가 혼륜해

서 말한 것이다”라는 구절을 들 수 있다.108) 이 구절만 놓고 본다면 마치 

사단칠정을 혼륜해서 말한다는 것은, ‘리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理

氣不相離]’라는 관점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쉽다.109) 그렇지만 리

기불상리(理氣不相離)만으로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을 이해한다면 몇 가

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의 구절 바로 앞에서 이황은 분별의 사례를 들면서 “리와 기가 

107) 조선시대 학자 중에서 신익황과 이익이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을 기대승의 그것과 

똑같다고 주장한다. 현대 학자의 경우 이상익, 이상하, 이정환이 그렇다. 본고 10, 11번 

각주 참고.

108) 「퇴계1서」, p. 50 ; 「퇴계2서」(1서 개본),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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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김의성은 “리와 기가 서로 필요로 하는 것에 나아가 혼륜해서 말한 것이다[就理氣相

須之中而渾淪言之也]”(「퇴계1서」; 「퇴계2서」(1서 개본))를 논거로 삼으면서 『중용』은 

리・기의 불리(不離)구조에서의 혼륜을 말한 것이라 주장한다. (김의성, 전제논문, p. 

272, 275 참고.) 논거로 삼은 구절은 다르지만 이상익도 리와 기가 ‘서로 필요로 함[相

須]’이 사단과 칠정에 모두 해당된다는 점에서는 사단과 칠정이 ‘같다’고 말할 수 있으

며 사단과 칠정의 같은 점을 주목하면 이황 입장에서 혼륜설이 성립한다고 지적한다. 

(이상익, 전게논문, pp. 8~9 참고.) 그 외에 리기불상리로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을 규

정하는 학자는 유명종, 이상하가 있다.  (유명종(1991), 전게논문, p. 9;  유명종(1992), 

앞의 책, p. 353; 이상하(2007), 전게논문, p. 64, 7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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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따르는 것[理氣相循]에 나아가 리만을 말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리

와 기가 서로 이루어 주는 것[理氣相成]에 나아가 기만을 말했다”라고 말

하기도 한다.110) 이 문구들은 실은 “리와 기가 서로 필요로 하는 것[理氣

相須]에 나아가 혼륜해서 말한 것이다”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순

(相循)’과 ‘상성(相成)’은 ‘상수(相須)’와 마찬가지로 리와 기의 불상리(不相

離)를 뜻하는 표현들이다. 즉 이황은 혼륜만이 아니라 분별을 설명할 때도 

리기불상리를 함께 언급한다.111) 이처럼 이황에게 리기불상리는 그의 사단

칠정 혼륜설과 분별설 모두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그 진술

만을 가지고 ‘혼륜’을 리기불상리로 규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리기불상리의 관점만으로 혼륜설을 설명하게 되면, ‘혼륜’이라는 표현을 

리와 기가 합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112) 이러한 해석

을 가지고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을 이해한다면, 이황의 주장은 마치 사

단과 칠정이 감정 일반이라는 현상(리와 기의 합)으로서만 똑같다는 주장

처럼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해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둘 다 ‘감정’이라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같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는 남

자와 여자가 ‘사람’이라는 범주에 속하고, 같은 범주인 ‘사람’으로서 같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혼륜해서 말한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황은 리기불상리의 관점으로 사단칠정의 혼륜을 설명하는 기

110) 「퇴계1서」, pp. 49~50 昔者, 孔子有繼善成性之論, 周子有無極太極之說, 此皆就理氣

相循之中, 剔撥而獨言理也. 孔子言相近相遠之性, 孟子言耳目口鼻之性, 此皆就理氣相成

之中, 偏指而獨言氣也. 斯四者豈非就同中而知其有異乎? ; 「퇴계2서」(1서 개본), p. 99 

昔者, 孔子有繼善成性之論, 周子有 無極太極之說, 此皆就理氣相循之中, 剔撥而獨言理

也. 孔子言相近相遠之性, 孟子言耳目口鼻之性, 此皆就理氣相成之中, 兼指而主言氣也. 

斯四者豈非就同中而知其有異乎? 

111) 이황은 사단칠정의 분별을 설명할 때 사단에 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칠정에 리가 없

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퇴계2서」(1서 개본), p. 97,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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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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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然而所指而言者則在乎氣, 何也? …… 但四

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之耳. ; 『定本退溪全書』 제7책, 「答李宏仲問目」, p. 

565 天下無無理之氣, 無無氣之理.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 理而無氣之隨, 

則做出來不成, 氣而無理之乘, 則陷利欲而爲禽獸, 此不易之定理.  

112) 유명종은 혼륜해서 본다는 것을 리와 기를 합해서 봄으로 해석한다. 그는 “퇴계는 理

와 氣의 「合而爲一」을 渾淪看이라 한다”라고 하면서 이황 입장에서 “合, 同은 渾淪이

며 兼理氣이다”라고 주장한다. (유명종, 전게논문, p.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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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을 비판하면서, 나눈 것을 합쳐서 혼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강

조한다.113) 즉 이황에게 ‘혼륜’이란 분명히 둘 이상의 사물이 합한다는 뜻

이 아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이황이 말하는 사단과 칠정의 같음이란 같은 

기원과 구도에서 드러난 감정으로서의 같음이다. 따라서 이황에게 사단칠

정을 혼륜해서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일한 유개념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황이 『중용』을 ‘혼륜해서 말하는’ 경우

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대승 역시 이황과 동일하게 『중용』은 ‘혼

륜해서 말하는’ 경우라 말한다. 이로 인해 마치 이황과 기대승의 혼륜설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황과 달리 기대승은 주로 

리기불상리의 관점으로만 ‘혼륜’을 해석한다. 

“자사는 리와 기가 묘하게 합친 가운데 혼륜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은 참

으로 리와 기를 아우르고 선악이 있는 것이니 칠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 자

사가 성과 정의 덕을 논하면서 알맞음과 어울림으로써 말하고 기쁨・성냄・슬

픔・즐거움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이 리와 기를 아우르고 선악이 있다는 점

에서 진실로 혼륜해서 말하는 것이며, 이른바 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114)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기대승은 ‘혼륜해서 말한다’를 ‘정의 전체를 

말한다’로 규정한다. 기대승에 따르면 정은 리와 기를 아우르고 선과 악이 

있다는 점에서 혼륜하며, 칠정은 정의 전체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리와 

기로 구성된 칠정은 다양한 정을 포괄하는 감정의 전체라는 점에서, 사단

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대승은 리기불상리

의 관점에 의거하여 ‘혼륜’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115)

113) 「퇴계2서」, p. 119 不以私意左牽右掣, 合分開而作渾淪, 離渾淪而作分開. 이 진술은 

리기불상리의 관점에서 사단칠정의 혼륜을 설명하는 기대승에 대한 이황의 비판이다. 

기대승의 사단칠정 혼륜설에 관해서는 본 절에서 의논을 진행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114) 「고봉2서」, p. 69, p. 73 子思就理氣妙合之中而渾淪言之, 則情固兼理氣有善惡矣, 七

情是也. …… 蓋子思論性情之德, 以中和言之而曰喜怒哀樂, 則情之兼理氣有善惡者, 固渾

淪言之, 所謂道其全也. 이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은 다음 발언에도 보인다. 『高峯全書』, 

「高峯答秋巒書」, p. 479 七情是氣之發, 是兼指稟生以後, 此正子思渾淪言之也, 非專以七

情為氣之所發而理無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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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승이 리기불상리의 관점으로 ‘혼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근거는 

주희의 다음 서신에 보이는 첫 번째 문단의 구절들이다.

  이른바 ‘리와 기는 결코 두 가지의 것이다. 다만 사물에서 본다면 리와 기는 

혼륜하니 나눠서 각각 한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는 리와 기가 각각 하

나의 것임을 해치지 않는다. 만약에 리에서 본다면, 비록 사물이 아직 있지 않지

만 이미 사물의 리가 있다. 그러나 역시 다만 그 리만 있을 뿐이니 실상 이 사물

이 있는 적이 없다.’ 

  대체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반드시 분명하게 알고, 또한 시작과 끝을 아울러

야만 어긋나지 않는다. 단지 『태극도』에 관한 내 해설의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바

로 뜻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선 마음을 비우고 평평하게 보

고 억지로 바로 주장하지 말아라. 오래되면 자연히 보이는 부분이 있게 되니 많

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쓰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서도 이해하

지 못할 때 도리어 옛날 견해를 지켜도 역시 늦어지지 않을 뿐이다.”116)

  그런데 주희의 서신 내용을 살펴보면, 주희가 리와 기가 하나의 혼륜이

라는 견해를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러한 혼륜의 견해에 대해 ‘분명히 알아

야만 비로소 어긋나지 않는다’고 경계하면서, 「태극도」에 관한 자신의 설

을 보아야 비로소 뜻을 알게 될 것이라 강조한다는 점이다.117) 「태극도」에 

115) 기대승 입장에서의 사단칠정 혼륜 개념이 리기불상리의 입장에 근거한다는 점은 이미 

선행연구에 의해 밝혀져 있다. (이상익, 전게논문, p. 64, 77 참고.) 그리고 이정환 역시 

기대승이 ‘혼륜’이란 용어를 정은 리와 기를 겸하고 선과 악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사용하였다고 지적한다. (이정환, 전게논문, p. 40, 62 참고.)

116) 『朱熹集』 권46, 「答劉叔文」 所謂“理與氣此決是二物，但在物上看，則二物渾淪，不可

分開各在一處，然不害二物之各爲一物也。若在理上看，則雖未有物，而已有物之理，然

亦但有其理而已，未嘗實有是物也。”大凡看此等處，須認得分明，又兼始終，方是不錯。

只看《太極圖》熹所解第一段，便見意思矣。若未會得，且虛心平看，未要硬便主張，久之

自有見處，不費許多閑說話也。如此虛心理會不得時，卻守取舊來所見，亦未爲晩耳。

117) 이런 점에서 기대승이 근거한 주희 서신의 구절은 주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

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자들 역시 이 구절에 근거해서 훈륜을 설명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상하는 “이와 같은 용어(‘혼륜’과 ‘분개’)는 이미 주자가 리・기의 관계

를 설명할 때 사용한 것이다”, “주희는 본래 혼륜과 분개의 개념을 리기론의 인식논리

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한다. (이상하(2007), 전게논문, p. 64, pp. 74~76; 이상하

(2006), 전게논문, p. 249 참고.) 유명종 역시 “본래 ‘혼륜’, ‘분개’라는 말은 주자가 류

숙문(劉叔文)에게 답한 글에서 유래한다.”라고 주장한다. (유명종, 전게논문, p. 9) 그런

데 문제의 구절이 등장하는 주희의 서신을 살펴보면 해당 구절은 주희의 발언인지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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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희의 설은 태극과 음・양의 체용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즉 

음・양의 본체인 태극이 유행하여 음・양으로 발현되는데 이러한 의미로 

태극[리]과 음・양[기]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118)

  따라서 주희 서신에 보이는 ‘리와 기의 혼륜[二物渾淪]’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체용관계의 문맥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기대승은 

체용관계의 맥락을 무시하고, 단지 리기불상리의 관점을 강조하여 사단칠

정의 혼륜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리와 기의 혼륜[二物渾淪]’이라

는 표현을 단지 현상은 반드시 리와 기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대승이든 이황이든, 세상 만물이 리와 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당시 유학자라면 당연하게 동의하는 부분이다. 만약 리와 기로 구성

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황 

역시 당연하게 그렇다고 찬성할 것이다. 이황에게 리기불상리는 혼륜설의 

전제인 동시에 분별설의 전제가 되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황의 경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단칠정을 리의 본체와 작

용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즉 사단칠정 모두 본연지성[본체]에서 

드러난 선한 정[작용]으로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혼륜설을 제

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황이 기대승처럼 『중용』을 ‘혼륜해서 말하는’ 경

우로 제시한다고 해서 이황과 기대승이 가리키는 ‘혼륜’의 의미가 동일하

다고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명해 보인다.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1)문제의 구절 앞에 ‘이른바[所謂]’가 있기

에 문제의 구절은 상대방[류숙문(劉叔文)]의 발언을 인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2)주희는 문제의 구절에 대해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하

는데, 이 평가만을 가지고 주희가 사용된 표현까지 문제의 구절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

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3)문제의 구절을 평가한 뒤 주희는 「태극도」에 대한 자신의 해

설을 참고하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4)실제로 주희의 모든 저술에서 ‘혼륜’이라는 단어가 

‘리와 기의 혼륜’이라는 식으로 사용된 용례는 이 구절 한 곳밖에 없다. 본 논문 III장 1

절에서 밝혔듯이 주희의 ‘혼륜’은 대부분의 경우 본체와 작용의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

된다. 이상 네 가지의 의문점을 감안하여 문제의 구절은 ‘혼륜’에 대한 주희의 용법을 

충분히 반영하는 참고자료가 되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118) 『晦庵先生文集』 前集卷十, 「太極圖說解義」 此所謂�無極而太極�也，所謂動而陽、靜

而陰之本體也。然非有以離乎陰陽也，卽陰陽而指其本體不雜乎陰陽而爲言耳。　 ，此○

之動而陽、靜而陰也。中○者，其本體也；  者，陽之動也，○之用所以行也；  者 ， 陰

之靜也，○之體所以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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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중용』, 「호학론」, 「악기」가 사단을 칠정에 포

함시켜 혼륜해서 말한다는 이황의 발언이다.119) 어떤 학자들은 이 발언에 

근거하여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이 곧 기대승이나 이이의 의견과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120) 이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는 견해는 기대승

과 이이가 공유하는 것이다. 기대승은 칠정 가운데 중절한 것이 사단이라 

주장하며121) 이이는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122) 이렇게 되면 언뜻 보기에 

이황, 기대승, 이이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이해하

여 이른바 ‘칠포사(七包四)’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기대승과 이이는 이황처럼 칠정에 사

단을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정을 체용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본고 II장 2.2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대승은 「악기」 ‘정동어중(情動於中)’

의 맥락을 따라가 「악기」, 『중용』, 「호학론」의 칠정을 모두 본연지성과 무

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그는 실상 칠정의 선악이 인간 외부의 사회적 

기준에 맞고 맞지 않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중절론으로 칠정을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이 역시 마찬가지이다.123)

  따라서 기대승은 칠정에 사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이황과 정반대로 사정

[희로애락], 칠정, 사단의 모든 정을 중절론에 편입시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기대승의 사단칠정론에서 사단부중절(四端不中節)의 주장이 가능한 

119) 『定本退溪全書』 제8책, 「答李平叔」, p. 136 故如�樂記�․�中庸�․「好學論」中, 皆包四

端在其中, 渾淪而爲說.

120) 예를 들어 이익이 그렇다. 『星湖全集』 권54, 「跋心經釋疑」 故樂記中庸好學論中。皆

包四端在其中。渾淪而爲說也。此說分明與高峯栗谷之意同。

121) 「고봉1서」, p. 53 蓋性之乍發, 氣不用事, 本然之善, 得以直遂者, 正孟子所謂四端者

也. 此固純是天理所發, 然非能出於七情之外也, 乃七情中發而中節者之苗脈也. ; 「고봉2

서」, p. 69 然而所謂七情者, 雖若涉乎氣者, 而理亦自在其中, 其發而中節者, 乃天命之

性, 本然之體, 而與孟子所謂四端者同實而異名者也. …… 是故愚之前說以爲 “非七情之

外, 復有四端”者, 正謂此也. 

122) 이이는 칠정 가운데 선한 것이 사단이라고 주장한다. 『栗谷全書』 권10, 「答成浩原 

壬申」, p. 200 四端是七情之善一邊也。七情是四端之摠會者也。같은 편, p. 202 以四

端在七情中. 기대승 논점에 대한 이이의 수용에 관련하여, 정원재, 「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pp. 108~111 참고. 

123) 이이의 경우 도덕적인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에 맞는 마음이 도

덕적이라고 한다. (허남진, 「거경(居敬)과 궁리(窮理) -퇴계와 율곡의 철학적 차이에 관

하여」, 『인간・환경・미래』(제7호), 2001, p. 59, 8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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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바로 이러한 이해 때문이다.124) 그러므로 비록 이황, 기대승, 이이가 

모두 칠정에 사단이 포함된다고 말하지만, 그 사단칠정의 구체적인 의미와 

구조에 관해서 이황의 사단칠정은 기대승, 이이의 견해와 전혀 다르며, 이

는 이황의 사단칠정에 관한 혼륜을 체용 전체의 맥락으로 이해할 때 분명

해진다고 할 수 있다. 

124) 「고봉2서」, p. 90 若泛就情上細論之, 則四端之發, 亦有不中節者, 固不可皆謂之善也. 

; 「고봉3서」(『定本退溪全書』 제3책, 「附奇存齋答論四端七情書」), p. 166 又有四端不中

節之說者, 蓋常人之情不無氣禀物欲之累, 或天理纔發, 旋爲氣禀物欲之所拘蔽, 則亦有不

中節者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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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리발일도설(理發一途說)로서 혼륜설의 의미

1. 혼륜설을 통한 만년 정설의 이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체와 작용의 전체[혼륜]라는 관점에서 사단

과 칠정을 바라보는 경우 사단과 칠정은 모두 미발지중(未發之中), 즉 본

연지성에서 드러난 정이다. 이황의 이러한 체용 구도는 만년까지 이어진

다. 이를 『성학십도』의 여섯 번째 도판인 「심통성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황은 「심통성정도」의 해설에서 원나라 정복심(程復心, 1257~1340)

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정복심이 말했습니다. “이른바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는 것은, 사람이 

오행(五行)의 빼어남을 품부받아 태어나는데, 그 빼어난 것에서 오성(五性)이 갖

추어지고, (오성이) 움직이는 데서 칠정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개 그 

성과 정을 통괄하고 회합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고요히 움직

이지 않는 것은 성이며 마음의 본체요, 감응하여 마침내 통하는 것은 정이며 마

음의 작용이다. 장재가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합

당하다. 마음은 성을 통괄하는 까닭에 인의예지가 성이 되고, 또 인의의 마음이

라는 말이 있다. 마음은 정을 통괄하는 까닭에 측은・수오・사양・시비가 정이 

되고, 또 측은하는 마음・수오하는 마음・사양하는 마음・시비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성을 통괄하지 않는다면, 미발지중을 이룰 수 없어서 성이 천

착되기 쉽다. 마음이 정을 통괄하지 않는다면, 중절의 어울림을 이룰 수 없어서 

정이 방탕하기 쉽다.””125)

125) 『성학십도』 「심통성정도」, pp. 136~137 林隱程氏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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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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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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복심은 ‘마음이 성과 정을 통

괄한다[心統性情]’의 관점에서 성을 본체로 보고 이를 오성(五性)・인의예

지・미발지중(未發之中)으로 표현한다면, 정은 작용이라 보고 이를 칠정・

사단・중절지화(中節之和)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정에 대한 설명을 주목해 보면, 정복심은 마음이 정을 통괄하지 않

는다면 “절도에 알맞은 어울림[中節之和]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설명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마음이 정을 통괄하여 중절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다. 그런데 정복심은 ‘중절지화를 이룰 수 있다’ 대신 ‘사단이 정이 된다’

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정복심이 중절지화와 사단을 같이 취급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황은 정복심의 이러한 진술을 가지고 본연지성의 작용으

로서 중절한 칠정이 곧 사단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논증한 것이다. 

  이황은 정복심의 말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단칠정 혼륜설의 관점을 뒷받

침해 준다고 생각해서 정복심의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다만 이황은 

정복심이 지은 도판에 온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황은 정복심이 작성한 도판을 「심통성정도」의 상도(上圖)에 배치하고, 자

신이 직접 수정한 도판을 중도(中圖)와 하도(下圖)로 제시한다.126)

  중도는 사단칠정을 혼륜해서 본다는 이황의 견지가 적용된 결과이다. 이

는 중도에 대한 그의 설명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중도는 기품 가운데 나아가 본연지성을 가리켜 기품이 섞이지 않으면서 말하

는 것이니, 자사의 이른바 천명지성, 맹자의 이른바 성선의 성, 정자의 이른바 

‘곧 리’라는 성, 장재의 이른바 천지지성이 이것입니다. 그 성을 말하는 것이 이

와 같음으로, 그것이 드러나 정이 되는 것도 모두 그 선한 것을 가리켜 말합니

다. 예를 들어 자사의 이른바 중절한 정, 맹자의 이른바 사단이라는 정, 정자의 

‘이른바 어찌 선하지 않음으로 명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정, 주희의 이른바 ‘성 

가운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본래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정이 이것입니다. 

…… 그렇다면 맹자와 자사가 리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갖추어 있지 않은 것

이 아닙니다. 기를 아울러 말하면 성이 본래 선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

일 뿐이니 이것은 중도의 뜻입니다.”127)

126) 『성학십도』 「심통성정도」, p. 137 圖有未穩處, 稍有更定. 右三圖, 上一圖, 林隱程氏

作, 自有其說矣. 其中ㆍ下二圖, 臣妄竊推原聖賢立言垂敎之意而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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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의 설명에 따르면 중도는 기품이 섞이지 않은 구도이다. 그는 중도

에서 모든 정의 기원을 단일하게 본연지성으로 설정한다. 이황은 이 단일

한 기원인 본연지성에서 드러나는 선한 정으로서 중절한 칠정[中節之情]과 

사단[四端之情]을 나열한다. 그 동시에 그것들을 주희의 ‘본래부터 이른바 

선하지 않음이 없는 정[元無不善之情]’과 동일시한다. 또한 이황은 중도의 

도판에서 본성을 가리키는 동그라미와 선한 정을 가리키는 동그라미를 하

나의 직선으로 연결하는데, 이때 정을 가리키는 동그라미는 사단이 칠정 

속에 포함된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128)

  중도에 관한 이러한 설명과 표현방식은 곧 이황이 「퇴계1서」부터 제시

해 온 사단칠정의 혼륜설과 일치한다. 즉 사단과 칠정의 기원이 모두 본연

지성이라는 점, 본연지성에서 드러난 칠정은 자연히 사회적 절도에 알맞은 

정으로서 사단과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어 있다

는 점은 중도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따라서 중도는 곧 이황의 사단칠정 혼

륜설이 적용된 결과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비록 중도는 이황이 

기대승의 설을 수용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129) 이는 혼륜설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처럼 이황은 「심통성정도」 중도에서 세상 모든 정의 기원을 단일하게 

본연지성, 즉 리로 설정한다. 그러므로 중도는 사실상 리발일도(理發一途)

의 구도로 볼 수 있다.130) 그리고 중도는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이 반영

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은 리발일도설의 의미를 지

127) 『성학십도』 「심통성정도」, pp.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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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程子所謂即理之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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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然則孟子ㆍ子思所以只指理言者, 非不備也. 以其竝氣而言, 則無以見性之本善故爾, 此

中圖之意也. 

128) 퇴계학파의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은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다. 『愚潭集』 권7, 

「四七推原」 其中圖則就氣稟中。指言本性。故其發而爲情。亦就善惡幾。言善一邊。以四

端包在七情中滾合爲一。以明性之不雜乎氣而情之無不善。

129) 이상하(2007), 전게논문, p. 72, 80, 82 참고.

130) 금장태 역시 이황 「심통성정도」 중도의 입장이 리발일도설이라 본다. (금장태, 『『聖

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 1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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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고 볼 수 있다. 이황은 「퇴계1서」부터 만년까지 일관되게 사단칠정 

혼륜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리기일도설이야말로 이황 사단칠정

론의 핵심적인 이론적 전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131)

  

2. 혼륜설과 분별설의 역할

  흥미롭게도 이황에게 모든 정은 논리적으로 ‘리발(理發)’임이지만, 그는

혼륜해서 보는 사단과 칠정에 대해 ‘성발(性發)’132)이라고 일컬을 뿐, 명확

하게 ‘리발’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133) 더구나 이황은 중절한 칠정

이 ‘기발(氣發)’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한다.134) 이제부터 리발・기발에 대한 

이황의 용법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보는 관점과 

함께 분별해서 보는 관점을 제시하는 의도를 밝혀 보겠다.

  우선 칠정 ‘기발’에 관한 아래의 서술을 살펴보자.

  “제 생각엔, 애초 제가 잘못 말씀드리길, “외부자극을 받았다면 형기인데, 그 

發이 리의 본체이겠습니까?”라 했습니다.135) 그 말은 ‘자극을 받을 때 기인데 

그 發에 이르면 리이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느냐?’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131) 따라서 추제협처럼 이황의 리발론(理發論)을 이황이 기대승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정

립한 이론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추제협의 주장은 추제협, 「이익

의 사단칠정설과 성호학파의 사상적 분기」, 『한국학논집』(제61집), 2015, pp. 306~30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2) 『定本退溪全書』 제7책, 「答李宏仲問目」, p. 591 先儒以情是自然發出, 故謂之性發.

133) 대신 이황은 사단칠정을 혼륜해서 말하는 것에는 ‘주리(主理)’와 ‘주기(主氣)’의 구분

이 없다고 설명함에 그친다. 「퇴계3서」, p. 140 旣曰渾淪言之, 安有主理主氣之分? 이

진상(李震相, 1818~1886)은 이 발언을 논거로 삼아 이황 사단칠정 혼륜의 구도가 곧 

‘리발(理發)’의 구도라고 명백하게 지적한다. 이진상의 논의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

다. 

134) 「퇴계2서」, p. 113 孟子之喜, 舜之怒, 孔子之哀與樂, 氣之順理而發, 無一毫有碍, 故

理之本體渾全. ; 「퇴계3서」, p. 145~146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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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雖發於氣, 

而理乘之爲主, 故其善同也. ; 『성학십도』 「심통성정도」, p. 138 七者之情, 氣發而理乘

之, 亦無有不善.

135) 「퇴계1서」, p. 49 外感則形氣, 而其發爲理之本體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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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낸 주신 가르침에서는 “형기에서 외부자극을 받으니 리의 본체가 아니다”라고 

제 말을 바꾸어 말했으니 이미 제 본래 뜻과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꾸

짖으시길, “만약 그렇다면 칠정은 성 밖의 것이다”라 하셨습니다.136) 그렇다면 

주희가 “칠정은 기의 發이다”라고 한 것 역시 칠정을 성 밖의 것으로 여긴 것입

니까?”137)

  이황은 칠정이 본래 선하다[七情本善]138)거나 칠정도 사단과 마찬가지로 

인의예지[리]에서 드러난다고139) 명확히 주장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

술한 것이다. 이황은 외물에 자극을 받았다면 기이기에 그 ‘발(發)’이라는 

것도 기라고 보고 있다.140) 그런데 이황이 생각하기로는 이를 표현하기 위

해 “외부자극을 받았다면 형기인데, 그 ‘발(發)’은 리의 본체이겠습니까?”

라고 표현한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발(發)’은 도리어 리이고 

기가 아니겠습니까?”라고 고쳤다고 밝힌다141)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칠

정은 본성[리의 본체, 理之本體]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이황은 칠정이 ‘리발(理發)’이라는 표현을 거부하지만, 그 동시에 

칠정을 ‘기발(氣發)’이라 규정하면서 본연지성[리의 본체, 理之本體]과 관

련시킨다. 이를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이황 입장에서 칠정이 

136) 「고봉2서」,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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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퇴계2서」, pp. 112~113 滉謂當初謬說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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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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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퇴계2서」(1서 개본), p. 98 七情本善.

139) 「퇴계2서」, p. 108 辯誨曰 “七情亦發於仁義禮智.” 滉謂此卽所謂就異而見同, 則二者

可渾淪言之者也.

140) 인용문의 문맥만 놓고 본다면 마치 기발과 리발의 차이는 외물에 자극을 받았는지 여

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황이 스스로 밝혔듯이 사단 역시 외물의 자극

을 계기로 드러난다. 「퇴계2서」, p. 108 且四端感物而動, 固不異於七情. 그러므로 이황

은 무슨 기준으로 사단과 칠정을 각각 리와 기로 분속시키는지에 대해 더 검토할 필요

가 있다. 

141) 「퇴계2서」(1서 개본), pp. 97~98 外感則形氣, 而其發顧爲理不爲氣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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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칠정이 본연지성[리]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부

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이황에게 ‘리발’이라는 표현은 정

의 기원이 본연지성[리]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황에게 ‘리발’ 혹은 ‘기발’은 정의 기원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황은 다음과 같이 리발・기발을 주리(主理)・주기(主氣)와 

관련시켜 해석한다. 

“하나는 리가 주(主)되기 때문에 리로서 말했고 하나는 기가 주되기 때문에 기

로서 말했을 뿐입니다. 사단에 기가 없지 않지만 ‘리의 발(發)’이라고만 말하고, 

칠정에 리가 없지 않지만 ‘기의 발(發)’이라고만 말하는 것도 그 뜻이 역시 이와 

같습니다.”142)

  “만약 칠정을 사단과 짝지어 각기 분별해서 말한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마

치 사단과 리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 발(發)하는 데 각각 맥락이 있고 그 이름이 

모두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된 것[所主]에 따라 리와 기로 분속시

킬 수 있을 뿐입니다.”143)

  “리발(理發)해서 기가 따른다는 것은 리를 주로 하여[主理] 말할 수 있을 뿐이

지 리가 기에서 벗어난다고 이르는 것이 아니니 사단은 이것입니다. 기발(氣發)

해서 리가 탄다는 것은 기를 주로 하여[主氣] 말할 수 있을 뿐이지 기가 리에서 

벗어난다고 이르는 것이 아니니 칠정은 이것입니다.”144)

  첫 번째 인용문에 따르면 사단은 리발이라고 말하고 칠정은 기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리가 주(主)되어서 리로 말하고, 기가 주(主)되어서 기로 말하

는 것과 의미가 같다고 한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이황은 리와 기에서 주

된 것[所主]에 따라 사단과 칠정은 각각 리와 기로 분속된다고 명확히 밝

142) 「퇴계2서」, p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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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퇴계2서」,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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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퇴계2서」,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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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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다. 그리고 세 번째 인용문에서 리발인 사단은 리를 주로 하여[主理] 말

할 수 있으며 기발인 칠정은 기를 주로 하여[主氣]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리발’이라는 표현은 주리(主理)의 의미를 지니고 ‘기발’이라

는 표현은 주기(主氣)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의 한 몸은 리와 기가 합쳐져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리와 기 두 가지는 

서로 발하여 운용됨이 있고[互有發用], 그 발하는 것은 또한 서로 필요로 합니

다. 서로 발한다면[互發] 각각 주(主)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145)

이황에 따르면 사람이 가진 리[본연지성]와 기[육체]는 서로 발용한다[互

有發用]고 한다. 그는 같은 문맥에서 이어서 사람의 리와 기가 서로 발한

다[互發]고 말한다. 이로 보건대 ‘호발(互發)’은 ‘호유발용(互有發用)’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리발’, ‘기발’이라고 말할 때, 이 ‘발’자는 ‘발용’, 즉 

‘드러나서 운용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46)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황은 리와 기가 서로 드러나서 운용됨

[互發]에서 리와 기가 각각 주된 바[所主]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

다. 이런 점에서 주리・지기, 혹은 리발・기발은 운용의 차원에서 전개된 

설명이라 볼 수 있다. 

  이황이 운용의 차원을 설명하는 이유는 개개인은 주어진 기질의 탓으로 

본연지성에서 드러나는 자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

용의 차원에서 수양을 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한 정은 본연지성으로부터 드러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바꾸어 말해 본연지성은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자극에 따라 선한 반응

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성발위정의 체용은 인간의 자연 상태이자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개개인의 기질은 때때로 이 자연 상태의 유지

145) 「퇴계2서」,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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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한어대사전』은 ‘발용(發用)’을 사용이나 운용으로 정의한다. 『한어대사전』 發用: 猶

使用；運用。《朱子語類》卷六七：“八卦之性情, 謂之性者, 其性如此；又謂之情者, 言其

發用處亦如此. 如乾之健本性如此, 用時亦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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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해하여 쉽게 몸의 욕구를 따르게 된다. 이때 마음이 주체가 되어 리

와 기를 운용해야만 정상적으로 내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외부자극을 받고 정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본연지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마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운용될 

수 있다. 즉 리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기의 방해가 

있는 경우 기가 리를 잘 따르게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마음이 리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곧 리가 마음에 의해 

운용되는 측면으로서 리가 주된 것[所主]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이 리를 운

용해서 산출하게 된 정은 본연지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단이며, 이런 점에

서 이황은 사단을 ‘리발’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한편 마음이 기가 리를 잘 

따르게 제어하는 것은 곧 기가 마음에 의해 운용되는 측면으로서 기가 주

된 것[所主]이 된다. 마음이 기의 방해를 제어해서 산출하게 된 정은 칠정

이며, 이런 점에서 이황은 칠정을 ‘기발’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처럼 주리・리발 혹은 주기・기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리와 기에 대한 

마음의 운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기’・‘기발’이라는 표현은 기의 

방해가 있어서 마음이 그것을 운용함과 관련된 표현이다. 즉 ‘주기’・‘기

발’은 감정이 산출하는 과정에 기의 개입이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주리’・‘리발’이라는 표현은 마음이 리를 운용함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

래서 ‘주리’・‘리발’은 감정이 산출하는 과정에 기의 개입이 없이 리가 그

대로 드러남을 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의 산출에 기의 개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악하게 됨을 의

미하지 않는다. 마음은 기가 리를 잘 따르게 한다면 본연지성이 그대로 발

현된다. 그래서 이황은 분별의 관점에서 칠정을 기로 분속시켜 말할 때도 

칠정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설명한 것이다.147) 그리고 성인의 칠정

에 대해서 ‘기발’로 규정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148)

  다만 기의 개입이 있으면서 마음이 기를 잘 운용하지 못하여 기가 리를 

따라 드러나지 않는 경우, 칠정은 방탕하게 되어 악해질 가능성이 크

147) 『성학십도』, 「심통성정도」 p. 138 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148) 「퇴계2서」, p. 113 孟子之喜, 舜之怒, 孔子之哀與樂, 氣之順理而發, 無一毫有碍, 故

理之本體渾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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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9) 마찬가지로 기의 개입이 없더라도 마음이 리를 잘 운용하지 못하여 

리를 실현하지 못하면, 사단 역시 선하지 않음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

다.150)

  따라서 마음에 관한 수양은 본연지성이 자극에 따라 선하게 반응하는 

자연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이 리와 기를 잘 운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분별해서 말함으

로써 마음이 역할을 잘 발휘하기 위한 수양의 두 측면을 뚜렷하게 제시한

다. 즉 본연지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미발함양(未發涵養)과 

기가 리를 잘 따라 제어될 수 있도록 하는 이발성찰(已發省察)이 이것이

다. 

  이황의 이러한 분별설은 수양론적 관점에서 ‘분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주희의 용법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희는 

정이가 말한 인의 본체를 혼륜한 하나의 큰 집으로 비유하고, 자신이 말한 

인의 방법을 그 집 안의 구조를 분별한 것이라 설명한다.151) 즉 혼륜과 짝

하는 분별이란 용어는 수양상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황이 주희의 혼륜 용법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짝하

는 분별에 대해서도 주희의 맥락을 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런 점에서 이황이 ‘리발’・‘기발’이라는 표현을 사단과 칠정의 기원으로 보

지 않는 이유가 설명된다. ‘리발’・‘기발’은 마음에 의한 리 혹은 기의 운

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이로써 미발함양과 이발성찰이라는 주희의 두 

수양론의 측면을 충실히 계승하기 위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황은 혼륜과 분별을 통해 리발일도설을 주장하는 동시에, 리발기발의 호

발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152)

149) 『성학십도』, 「심통성정도」 p. 138 若氣發不中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 

150) 『성학십도』, 「심통성정도」 p. 138 必理發未遂而揜於氣, 然後流爲不善.

151) 『朱子語類』 33:83 程子之說如大屋一般, 某之說如在大屋之下, 分別廳堂房室一般, 初

無異也. …… 程說似渾淪一箇屋子, 某說如屋下分間架爾. 仁之方, 不是仁之體, 還是什

麽物事! …… 祖道(68세). 이 대목에 관하여 보고 III장 1절에서 이미 고찰한 바 있다.

152) 『定本退溪全書』 권7, 「答李宏仲問目」, pp. 564~565 질문: 或以 “四端” 爲情, 或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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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혼륜설과 분별설은 심성론과 수양론의 정합적인 이론체계를 이

루게 된다. 따라서 이황은 사단칠정의 혼륜과 분별은 서로 충돌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혼륜과 분별의 관계에 대해 단순히 분별

을 합해서 혼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혼륜을 떨어뜨려서 분별을 만드

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153)  

  정리한다면, 이황이 주장하는 사단칠정 혼륜설과 분별설의 맥락과 역할

은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혼륜설은 사단과 칠정이 본체인 본연지성이 

작용인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체용의 구도를 나타내는 이론이라

면, 분별설은 이러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수양방법을 제시

하기 위한 이론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별설은 혼륜설을 전제로 성립하

며, 이황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심통성정도」에서 혼륜의 중도와 분별의 

하도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단칠정 혼륜설은 이황 

사단칠정론의 핵심 주장을 반영하는 중요한 이론적 전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七情” 爲情. 情者, 性之發也. 旣以七爲情, 則所謂四者, 果何謂耶? 人之情, 有二致歟? 

대답: 情之發, 或主於氣, 或主於理. 氣之發, 七情是也. 理之發, 四端是也. 安有二致而然

耶? 

153) 「퇴계2서」, p. 119 分開說處, 作分開看而不害有渾淪, 渾淪說處, 作渾淪看而不害有分

開, 不以私意左牽右掣, 合分開而作渾淪, 離渾淪而作分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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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혼륜설의 계승

1. 이상정, 정종로의 리발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황은 사단칠정 혼륜설을 세움으로써 실상 세

상 모든 정은 단일한 본연지성[리]에 기원을 둔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이

황은 세상 모든 정을 순선한 사단으로 해석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이황은 혼륜해서 보는 관점에서 사단이 칠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

명하지만, 실상 혼륜의 관점에서는 칠정은 사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점을 예리하게 파악한 퇴계학파 학자 중의 한 사람이 이상

정(李象靖, 1711~1781)이다. 

  퇴계학파가 오래 세월 동안 주로 분별의 과점에서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해석해 온 가운데 이상정은 사단칠정의 혼륜을 함께 중시함으로써 이황의 

사단칠정론의 본래 모습을 복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154) 이제부터 그

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저의 설에서 ‘혼동’ 두 글자는 단지 (칠정은) 사단과 마찬가지로 성이 발한 것

[性發]이라는 뜻일 따름입니다. …… 사단과 칠정이 동일하게 본성에서 나온다고 

본다면 결국은 혼륜의 뜻입니다.”155)

  “중도에서는 이미 본연지성을 뽑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이라는 것도 그

중에서 선한 부분을 가지고 말하였던 것이니, 이를테면 맹자가 말한 ‘사단의 정’

154) 이상하(2006), 전게논문, p. 270 참고. 또한 이상정에 이르기까지 이황의 혼륜설을 

주목한 학자가 없지 않았다. 신익황은 이황의 「심통성정도」를 근거로 삼아 이황의 만년

정론이 혼륜설이라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스승인 이현일이 그의 이러한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 설을 포기하였다. (안영상, 전게논문, pp. 46~47, 

p. 78 참고.)  

155) 『大山集』 권10, 「答李天牖別紙」, pp. 212~213 鄙說混同二字。只謂與四端同是性發

云爾。 …… 以四七同出於本性。則畢竟是渾淪意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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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사가 말한 ‘중절의 정’이 그것입니다. 자사가 논한 천명의 성과 맹자가 

말한 성선(性善)의 성이 동일하게 본연의 성이라고 한다면, 근본이 같은 것은 말

엽도 필시 다르지 않을 것이고, 이름은 다르지만 이치는 실로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절의 정이 어찌 사단의 밖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156)

  

  이상정은 혼륜의 의미는 사단칠정의 기원이 모두 본연지성이라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통성정도」 중도에 근거하여 중절한 칠정[中節之

情]과 사단[四端之情]은 이름만 다를 뿐 실상 선한 정으로서 똑같다고 주

장한다. 그는 중절한 칠정은 사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

처럼 이상정은 중도를 통해 혼륜설을 주목하고 사단과 칠정을 본연지성이 

드러난[性發] 동일한 정으로 규정한다. 

  이상정의 입장은 그의 문인인 정종로(鄭宗魯, 1738~1816)에게 이어진

다.

  “인의예지의 단(端)을 맹자는 비록 단지 네 가지로만 말하였으나, 이 네 가지

가 포함하는 것은 매우 넓습니다. 그것은 성명(性命)으로부터 드러난 것으로 또

한 당연히 기쁨・성냄・슬픔・즐거움이 있으며 순수하여 전혀 형기가 뒤섞인 것

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리에서 드러난 것[發於理]이 분명한 사실일 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황 선생의 『심통성정도』와 나의 선조[정경세]157)

의 설이 저것과 같습니다.”158)

  정종로에 따르면 사단은 단지 측은 등 네 가지 정뿐만 아니라 더 넓게 

포함한다고 말한다. 이는 곧 사단에 칠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라 생각

156) 『大山集』 권10, 「答李天牖別紙」 中圖。旣拈出本然之性。故其爲情者。亦以其善者而

言。如孟子四端之情。子思中節之情是已。子思論天命之性。與孟子性善之性。同一本然

之性。則本同者末必不異。名殊而理實爲一。卽此中節之情。豈在於四端之外乎。

157) ‘선조’는 정경세(鄭經世, 1563~1633)를 가리킨다. 정종로는 정경세의 6세손이다. 정경

세는 맹자와 문왕의 기뻐함과 노여워함에 모두 그 리가 있어서 리가 드러난 것이기 때

문에 칠정은 리가 드러난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홍원식, 『한주 이진상의 생애와 사

상』, 예문서원, 2008, pp. 53~55 참고.)  

158) 『立齋集』 권17, 「答柳敬甫別紙」 仁義禮智之端。孟子雖只以四者言之。此四者所包甚

濶。其自性命而發者。亦當有喜有怒有哀有樂。而粹然無形氣之雜。則是爲發於理也。似

不啻分明。故老先生圖及吾先祖說。有如彼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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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159) 그래서 그는 칠정은 사단과 마찬가지로 본성에 그 기원을 

둔 정으로서 리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정종로는 심지어 사단과 칠정을 모

두 리가 드러나서 기가 따르는 것[理發而氣隨之]으로 규정하여 사단과 칠

정의 혼륜설을 극단적으로 강조한다.160) 이는 칠정은 본연지성이 드러나는 

것[性發]이라는 이상정의 주장을 밀고 나간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종로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역시 「심통성정도」 중도이다. 정종로가 

중도에 대한 이황의 해설을 그대로 가져와서 위의 인용문의 바로 뒤에 붙

인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161) 그는 자기 학설이 「심통성정도」와 

같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심통성정도」를 보게 된 연후에 더욱 자신의 의

견이 망령되지 않았음을 믿게 되었다고 밝힌다.16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정과 그의 제자 정종로는 이황의 「심통

성정도」 중도를 논거로 사용하여 사단칠정 혼륜설을 중시한다. 정종로는 

이상정의 설을 밀고 나가 사단칠정이 본연지성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리

발’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정에서 정종로로 내려온 연원을 잇는 학자는 이

진상(李震相, 1818~1886)이다.163) 이진상은 퇴계학파의 설을 최종적으로 

종합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164) 이제부터 그의 대표 학설인 리발일도설을 

159) “또 중도의 칠정이 본연지성에서 드러난다면 본연지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비

록 다만 사단만을 썼지만 칠정 역시 말하지 않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立齋

集』 권17, 「答柳敬甫別紙」 且中圖之七情。旣發於本然之性。則本然之性之發。此雖只書

夫四端。而七情亦包涵在不言中矣。)

160) 『立齋集』 권17, 「答柳敬甫別紙」 故退陶以爲四端理發而氣隨之。四端旣是理發而氣隨

之者。則此七情之亦爲理發而氣隨之者。從可推知矣。

161) 『立齋集』 권17, 「答柳敬甫別紙」 其所以指示者。尤爲較然。試擧其略。如曰中圖就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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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立齋集』 권17, 「答柳敬甫別紙」 曁後得此圖及先祖說。然後益信愚見之不妄矣。 

163) 이진상의 학맥 연원과 그의 퇴계학 계승은 홍원식, 앞의 책, pp. 40~64 참고. 이진상

은 이상정의 학설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하는 이진상의 

저술 속에서 주희와 이황 외에 가장 많이 논거로 인용된 것이 이상정의 설이라고 하면

서, 이진상의 학맥은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을 뛰어넘어 이상정으로 바로 이어져도 

무방할 것이라 설명한다. (이상하(2006), 전게논문, pp. 270~271 참고.) 안영상 역시 이

진상은 이상정의 혼륜설을 계승하였다고 본다. (안영상, 전게논문, pp. 46~47 참고.)

164) 안영상, 선게논문, p. 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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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이진상의 리발일도설

  이진상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본연지성에서부터 드러난다. 본연

지성은 곧 리이다[性即理]. 그래서 세상 모든 정이 리가 드러난 것[理發]이

라 본다.165) 이러한 주장의 근거 역시 이황의 「심통성정도」 중도이다.

  “중도에서 추려내서 설명한 곳을 과연 오로지 리발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

까? 추려내어 보았을 때 곧 큰 근본이 보입니다. 그리고 큰 근본은 곧 리이니 기

가 빼앗고 점거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근본을 미루어 설명했을 때 

과연 모두 리발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까?”166)

  “이상정은 중도를 가지고 추려내서 설명하니 중절한 칠정은 진실로 리의 한 

쪽으로 속합니다. 사단과 칠정을 통합한다는 관점에서 혼륜이라고 이르며 단지 

리를 가리킨다는 관점에서는 추려낸 것이라 이르기 때문입니다.”167)

165) 『寒洲集』 권5, 「上柳定齋先生」 竊意四端七情。俱自性發。則性卽理也。其爲理乘氣而

發者。無以異也。 ; 이진상은 “정은 비록 만 가지이지만 그 실상은 모두 리발이다.”라

고 말한다. (『理學綜要』 권10, 46 情雖萬般。其實則皆理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이도 “정은 비록 만 가지이지만 어찌 리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한 적

이 있다는 점이다. (『栗谷全書』 권9, 『答成浩原壬申』 情雖萬般。夫孰非發於理乎。) 그

런데 비록 구절 자체가 유사해 보이지만 이진상의 뜻은 이이와 다르다. 이진상의 취지

는 정이 비록 만 가지이지만 모두 본연지성의 한 기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두 선하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정의 선함은 본연지성에 의해 확보된다. 한편 이이는 “정은 

비록 만 가지이지만 어찌 리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한 뒤에 바로 “오

직 기가 가리면서 작용하기도 하고, 가리지 않으면서 리에게 명령을 듣기도 하므로 선

과 악의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이는 

모든 정을 ‘리에서 드러난다’고 규정하지만, 결국 정의 선악은 기의 은폐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이 입장에서 모든 정의 선함은 사람 안에서 확보되지 

않는다. 『栗谷全書』 권9, 『答成浩原壬申』 惟其氣或揜而用事。或不揜而聽命於理。故有

善惡之異。

166) 『寒洲集』 권8, 「答尹士善別紙」 而中圖剔撥說處。果不可謂專是理發耶。剔撥看時。便

見大本。而大本卽理。非氣之所可竊據。則推本說時。果不可謂俱是理發乎。

167) 『寒洲集』 권8, 「答尹士善別紙」 大山以中圖爲剔撥說。而中節之情。實屬於理一邊。蓋

自其合四七而謂之渾淪。自其只指理而謂之剔撥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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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진상은 중도에 대해 리와 기 가운

데 리를 추려내서[剔撥] 설명하는 구도이자, 사단과 칠정이 모두 리가 드

러난다는 리발의 구도로 해석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이진상은 중

도는 리기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척발(剔撥)의 구도이지만 심성론의 관점에

서 본다면 혼륜의 구도라고 설명한다. 즉 이진상에게 중도는 사단칠정 혼

륜설의 구도이자 리발의 구도이다. 이처럼 이진상은 중도를 매개로 사단칠

정 혼륜설과 리발을 연결시킨다. 더구나 이진상은 중도를 아주 중요시한

다.

  중도는 성과 정의 본래 실상을 밝히는 것이니 원래 총뇌(總腦)가 있다.168)

  이진상은 중도가 성과 정의 본래 실상을 밝혀주는 구도라고 설명한다. 

그의 이러한 이해는 그가 중도, 즉 혼륜설 또는 리발설을 기준으로 사단과 

칠정의 전체를 확립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69) 그래

서 이진상은 이이처럼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드러난다는 의미로 ‘혼륜

설’을 주장하는 학자, 또한 이황의 분별설만을 주목하는 학자에 대해 중도

의 뜻을 살피지 않는다고 비판한다.170) 이처럼 이진상이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사단과 칠정이 모두 리발임을 의미하는 혼륜설이야말

로 이황 사단칠정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심적 관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이진상은 모든 정이 본연지성에서 나옴을 전제로 하여 중도

를 사단칠정 혼륜설로 파악한다. 이것은 혼륜설을 중도에 적용한 이황의 

입장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언급했듯이 이황에게 모든 

정은 논리적으로 리발인데도 그는 혼륜의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말할 

때 명확하게 ‘리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혼

168) 『寒洲集』 권19, 「答郭鳴遠疑問 贄疑錄○庚午」 中圖是明性情之本實, 自有總腦. 

169) 금장태, 앞의 책, p.144 참고.

170) 『理學綜要』 권10, 45 後人之樂渾淪者, 不察中圖之意, 而徒疑下圖之分. 主分開者, 專

言互發之機, 而不察歸重之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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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해서 말하는 것에 주리(主理)와 주기(主氣)의 구분이 없다고 설명하는 

데에 그친다.171) 이는 이황이 주희의 혼륜과 분별의 용법을 따라서 리발기

발이란 표현을 수양론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진상은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하는 것에 주리와 주기의 구분이 

없다는 이황의 설명을 사단칠정이 모두 리를 주로 하고 리에 속한다는 식

으로 이해한다.172) 즉 이진상은 ‘리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혼륜설에서 

사단과 칠정의 기원을 나타내면서, 분별설에서는 사단이 리로 분속함을 가

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이진상에게 분별설의 ‘리발’, ‘기발’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다음 발

언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극을 받는 바가 같지 않을 뿐이다.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

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나오거나> 종묘를 지나는데 <공경하는 마음이 나

온 것은> 리에서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의해 옷과 음식을 생

각하는 것은 기에서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리에서 자극을 받은 것은 리로부터 

나아간 것이니, 사단과 도심을 ‘리가 드러남’이라 말합니다. 기에서 자극을 받은 

것은 기로부터 나아간 것이니, 칠정과 인심을 ‘기가 드러남’이라 말합니다. 이와 

같다면 나누고 합하는 것이 단지 한 곳에 있으니, 치우쳐 주장함을 용납할 수 없

음이 분명합니다.”173)

171) 「퇴계3서」, p. 140 旣曰渾淪言之, 安有主理主氣之分?

172) 『寒洲集』 권8, 「答尹士善別紙」 退陶曰子思渾淪言之。安有主理主氣之分。大山曰此時

何嘗分此是理彼是氣。又曰是所謂渾淪言之者。又安有屬理屬氣之分。尊喩蓋本於此。而

恐失其本意。夫此言渾淪。以其合四七故也。對說四七時。有主理主氣之分。有屬理屬氣

之別。而合說四七。並指作本性所發。則皆主乎理皆屬乎理。不得以分之也。兩先生本

意。只是如此。故旣曰無主理主氣之分。而中圖說則直以中節之情。四端之情。爲不雜氣

而只指理。旣曰無屬理屬氣之分。而上文便謂中節者。固天命之性本然之體。則天命之性

本然之體。果不可謂之理耶.

173) 『寒洲集』 권5, 「上柳定齋先生」 而但其所感不同。見孺井過宗廟。感於理者也。値飢寒

思衣食。感於氣者也。感於理者。從理上去。而四端道心。謂之理之發也。感於氣者。從

氣上去。而七情人心。謂之氣之發也。如是則分合只在一處。而不容偏主明矣。 ; 『寒洲

集』 권19, 「答郭鳴遠疑問 贄疑錄○庚午」 對說之。則義理事感而性發。在義理上者。四

端是也。形氣事感而性發。在形氣邊者。七情是也。蓋孟子論四端。以爲非納交非要譽。

而獨指善一邊。且仁義禮智。性之理也。端其發也。其爲理發無疑。禮運論七情。以飮食

男女之欲。死亡貧苦之惡明之。則此皆形氣之私也。其爲氣發無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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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상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의 분별은 외부자극에 따라 자극 받는 것

[所感]이 달라짐을 나타낸다.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질 사건을 목격하는 

경우, 혹은 종묘에 지나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자극 받는 것은 본연

지성[리]이다. 그래서 반응은 자극 받는 것인 본연지성[리]에 따라 드러나

는데, 그 반응은 곧 ‘리발’이라고 일컫는 사단이 된다. 

  한편 배고픔과 추위는 일차적으로 사람의 육체[기]를 자극한다. 자극 받

는 것은 육체[기]이기에 반응도 육체[기]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그 반응으

로서의 칠정은 ‘기발’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이진상 입장에서도 칠정의 기원은 본연지성[리]일 뿐이다. 그래

서 이진상은 기발인 칠정에 대해 그 기원으로 본다면 결국 역시 리발이라

고 말한다. 

  “칠정이 기발이 된 것 역시 단지 리가 형기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칠정

이 리에 근원한 것을 보고서 혼륜하여 리발이라 말해도 되고, 기가 도리어 무겁

게 되며 기에서 자극을 받은 것을 보고서 기의 측면에 따라 기발에 분속하여도 

됩니다.”174)

    

  이진상 입장에서 외부자극과 그 외부자극으로 인해 자극 받는 것에 따

라, 그 반응인 정의 리기 분속이 결정된다. 그 동시에 기원의 관점으로 본

다면 기로 분속된 칠정도 리발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칠정의 경우 리발로 

규정하는지 기발로 규정하는지는, 기원[原]의 관점에서 보는지 자극[感]의 

관점에서 보는지의 문제이다. 

  정리한다면 이진상 입장에서 사단칠정의 혼륜설은 기원[原]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분별설은 자극[感]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진상은 ‘리발’이라는 하나의 표현을 두 개의 의미로 쓴다. 하나는 정의 

기원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자극받는 것을 설명하는 분속의 의미이다. 이

와 같이 이진상은 리발이라는 하나의 표현에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여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을 리발로 해석한다. 이는 칠정을 기발이라고 표현

174) 『寒洲集』 권8, 「與尹士善別紙」 其爲氣發。亦只是理因形氣發。見其原於理。而渾謂之

理發亦得。見其氣反重。而感於氣而從氣。分屬之氣發亦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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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상 기원의 관점에서 모든 정은 리[본연지성]에서 드러나기 때문

에 ‘리발’이 될 가능성을 가진다는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보다 분명하게 제

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진상의 리발일도설은 이황의 혼

륜설을 중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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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이황은 「퇴계1서」부터 일관되게 사단과 칠정이 같은 기원을 둔 같은 

감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황은 「퇴계1서」에서 칠정에 대해 ‘선과 

악이 정해지지 않는다[善惡未定]’라고 규정했다가 「퇴계2서」에서 ‘본래 선

하다[本善]’로 바꾸었다. 이는 마치 칠정의 선악 규정에 관한 이황의 견해

가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황이 스스로 밝혔듯이 그는 「퇴계1

서」의 진술에 관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퇴계1서」의 ‘선악

미정’은 이황의 생각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칠정과 관련

된 이황의 진술은 ‘본래 선하다[本善]’와 상응하는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칠정에 대해 이황은 「퇴계1서」부터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칠

정은 사단과 마찬가지로 본연지성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감정이

다. 그래서 그 선은 사단의 선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선은 본연지성의 선

과 같은 수준의 선이다. 이 때문에 칠정이 드러나고 나서 사회적 절도에 

맞추어 볼 때 역시 자연히 부합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황은 「퇴계1서」에서 칠정에 대해 ‘본래 당연한 

법칙이 있다[本有當然之則]’라거나, ‘마음속에서 움직여서 나온다[動於中]’

라고 설명한 것이다. 즉 이황은 ‘본유당연지칙(本有當然之則)’에 대한 주희

의 해석을 수용해서 칠정에 ‘본래 본연지성으로서의 리가 있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동어중(動於中)’에 대한 정이의 용법을 그대로 따라 칠정은 

‘마음속의 본연지성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칠정의 리는 사람

의 내부에 있는 본연지성을 말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지고 인위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황은 분명히 「퇴계1서」부터 칠정도 본연지성에서 드러난 선

한 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사단칠정논변 과정에서 이황이 일관되게 

사단과 칠정을 모두 성발위정의 체용 구도로 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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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하면 이황이 말하는 사단과 칠정의 같음은 곧 ‘같은 기원에서 드

러난 감정’으로서의 같음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사단과 

칠정의 이러한 동일성을 주목하면서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한다는 관

점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2. 이황에게 사단칠정을 혼륜해서 말한다는 것이란, ‘본체와 작용의 전체’

라는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혼륜’의 관점에 관한 

이러한 해석은 ‘혼륜’에 대한 주희의 용법에서 유래한다. 주희는 ‘본체와 

작용의 전체’의 맥락에서 ‘혼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때 ‘혼륜’이라

는 표현은 본체가 그대로 작용으로 드러난다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 

  이황은 주희의 용법을 따라 ‘혼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하는 경우로 『중용』, 「호학론」, 「악기」를 제시한다. 이 

문헌들은 사단을 칠정에 포함시키는 문헌들인데, 이황은 그것들을 체용의 

구도로 해석한다. 즉 이황은 사단이 포함된 칠정을 인의예지의 본체에서 

작용으로 드러난 정으로 본다. 그래서 『중용』 등 문헌들은 칠정만을 언급

하고 사단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이황 입장에서 사단, 

칠정, 사정[희로애락]의 모든 정이 본연지성에 그 기원을 둠을 의미한다. 

세상 모든 정은 본연지성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선함은 본연지성과 똑

같으며 별도로 외부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게 된다. 이것은 

성선설의 극단적인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이황에게 사단칠정을 혼륜해서 말하는 경우 사단이 칠정에 포함

되는 이유는 사단과 칠정이 모두 체용의 구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하는 것은 사단과 칠정을 체용의 관계로 바

라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황은 ‘혼륜’이라는 단어를 그 기본적인 

의미인 ‘전체’로 사용한다. 즉 ‘전체[渾淪]’는 ‘본체와 작용의 전체’라는 의

미를 포함한다. 나아가 사단과 칠정을 혼륜해서 말하는 이황의 논의는 그

들이 같은 기원을 가진 동일한 감정 작용이라는 점에서 전개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은 체용의 맥락을 배제하

고 단지 리기불상리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기대승의 혼륜설과 분명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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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3.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은 그의 만년 정설인 『성학십도』 「심통성정도」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통성정도」에서 이황은 정복심(程復心)의 진술

을 그대로 인용하여 본연지성의 작용으로서 칠정이 곧 사단임을 주장한다.

  이황은 자신이 직접 만든 중도(中圖)에서 사단칠정 혼륜설의 요점들을 

명확히 드러낸다. 즉 사단과 칠정의 기원이 모두 본연지성이라는 점, 본연

지성에서 드러난 칠정은 자연히 사회적 절도에 알맞은 정으로서 사단과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것이다. 

중도는 곧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이 적용된 결과이다.

  이황은 「심통성정도」 중도에서 세상 모든 정의 기원을 단일하게 본연지

성, 즉 리로 설정한다. 그러므로 중도는 사실상 리발일도(理發一途)의 구

도임을 볼 수 있다. 중도는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이 반영된 결과인 까닭

에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은 리발일도설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황

은 「퇴계1서」부터 만년까지 일관되게 사단칠정 혼륜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리발일도설이야말로 이황 사단칠정론의 핵심적인 이론적 전

제라고 할 수 있다. 

4.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은 분별설의 전제이다. 이황은 그의 분별설에서 

사단과 칠정을 각각 리, 기로 분속시킨다. 그는 사단에 대해 ‘리발’로 일컬

으면서 리가 주로 한다[主理]고 설명하고, 칠정에 대해 ‘기발’로 일컬으면

서 기가 주로 한다[主氣]고 설명한다. 

  그런데 ‘리발’・‘기발’이라는 표현은 사단과 칠정의 기원을 의미하지 않

는다. 개개인의 기질 때문에 자극에 의해 선한 반응이 나오는 자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마음은 주체가 되어 리와 기를 운용해야 한다. 마음은 

리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경우 리가 마음에 의해 운용되므로 리가 주

된 것[所主]이 된다. 한편 기의 방해가 있고 마음은 기가 리를 잘 따르게 

제어하는 경우 기가 마음에 의해 운용되므로 기가 주된 것[所主]이 된다. 

따라서 ‘주리’・‘리발’ 혹은 ‘주기’・‘기발’이라는 표현은 리와 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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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운용에 달려 있다. 이처럼 사단과 칠정의 분별은 기의 개입 또는 

방해 유무에 따라 나누어진다.

  다만 기의 개입이 있다고 해서 정이 반드시 악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

로 기의 개입이 없더라도 정이 악해질 수도 있다. 즉 자연 상태가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결국 마음이 리와 기를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

에서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분별해서 말함으로써 마음의 역할을 수양의 

두 측면, 즉 미발함양(未發涵養)과 이발성찰(已發省察)로 구분해서 제시하

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혼륜설과 분별설의 맥락과 역할은 각각 다르다. 혼륜설은 사단과 칠정이 

본연지성의 작용으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성발위정 체용의 구도를 

나타낸다. 한편 분별설은 이러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양의 두 측

면을 나타낸다. 따라서 분별설은 혼륜설을 전제로 성립한다. 이런 점을 놓

고 보아도 사단칠정 혼륜설은 이황 사단칠정론의 핵심 주장을 반영하는 

중요한 이론적 전제임을 알 수 있다.

   

5.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설은 이후 이상정, 정종로를 걸쳐 이진상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상정은 「심통성정도」 중도를 근거로 삼아 혼륜설을 주목하

고 사단과 칠정을 본연지성이 드러난[性發] 동일한 정으로 규정한다. 그는 

이를 통해 중절한 칠정이 사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상정의 입장은 그의 문인인 정종로에게로 이어진다. 정종로는 이상정

의 주장을 밀고 나가 사단과 칠정을 모두 리가 드러나서 기가 따르는 것

[理發而氣隨之]으로 규정하여 사단칠정의 혼륜설을 극단적으로 강조한다.

  이진상은 이상정에서 정종로로 내려온 연원을 계승한다. 이진상에 따르

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본연지성에서부터 드러나는데, 본연지성은 곧 리이

므로 세상 모든 정은 ‘리발’이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 역시 「심통성

정도」 중도에 근거한다. 

  이진상은 중도는 곧 사단칠정 혼륜설의 구도이자 리발의 구도라고 주장

한다. 그는 중도가 성과 정의 본래 실상을 밝혀주는 중요한 구도라 설명한

다. 이진상의 이러한 중도 이해는 혼륜설이야말로 이황 사단칠정론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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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적 전제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진상에게 사단과 칠정의 분별은 외부자극에 따라 자극 받는 것[所感]

에 의해 결정된다. 자극 받는 것이 리이면 그 반응[사단]은 ‘리발’이라 말

하고 자극 받는 것이 기이면 그 반응[칠정]은 ‘기발’이라 말한다고 설명한

다. 그런데 비록 칠정은 ‘기발’로 규정할 수 있으나 그 기원으로 본다면 

칠정 역시 ‘리발’로 규정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진상 입장에서 칠정을 

리발로 규정하는지 기발로 규정하는지는, 기원[原]의 관점에서 보는지 자

극[感]의 관점에서 보는지의 문제이다. 

  이진상은 ‘리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단과 칠정의 기원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극 받는 것이 리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진상은 ‘리발’

이라는 하나의 표현에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여 이황의 사단칠정 혼륜

설을 리발로 해석한다. 이런 점에서 이진상의 리발일도설은 이황의 혼륜설

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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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Four Beginnings and 

the Seven Emotions, YI Hwang repeatedly mentions his viewpoint 

on discussing the two as a ‘whole (渾淪, or honlun in Korean)’. 

However, most researchers have long focused on YI’s distinction 

between the Four and the Seven. They have paid little attention, 

if hardly any, to YI’s argument on ‘honlun’. They tend to 

interpret it only by the concept that ‘li and ki cannot be 

separated’ and therefore mistakenly believe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YI Hwang and KI Tae-seung’s idea of 

‘honlun’. 

Differing from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analyzes the 

meaning of ‘honlun’ in YI Hwang’s Four-Seven theory. It also 

shows that the ‘honlun’ assertion is the key to understanding 

YI’s Four-Seven theory coherently.

Early in the Four-Seven Debate (1559~1566), YI Hwang 

started to suggest that both the Four and the Seven emerge from 

the same origin and thus do not differ from each other. Through 

explaining both the Four and the Seven by applying the relation 

between substance and function, YI proposed the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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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lun’, which represents a viewpoint that the Four and the 

Seven are identical. YI consistently suggested this viewpoint even 

after the debate was over.

This paper argues that ZHU Xi and YI Hwang used the 

word ‘honlun’ to refer to ‘substance and function as a whole’. YI 

suggested that when talking about the Four and the Seven from 

the viewpoint of ‘honlun’, the Four which is included inside the 

Seven, emerges as phenomena (i.e. functions) originated from 

Four virtues (i.e. substance). He proved this by using the 

Doctrine of the Mean, YEN Hui’s Love of Learning and the 

Record of Music as examples. 

In this way, seeing the Four and the Seven from the 

viewpoint of ‘honlun’ actually implies seeing them from the 

viewpoint of ‘substance and function as a whole’, which implies 

that original nature (i.e. li, substance) emerges naturally as 

functions. This is thought to be the result of YI’s following ZHU’s 

usage of the word ‘honlun’. 

In contrast, KI merely used the concept that ‘li and ki 

cannot be separated’ to explain his idea of ‘honlun’. He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ubstance – function’ structure,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YI’s idea of ‘honlun’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KI’s.

YI Hwang’s theories established in his latter years show 

that actually his idea of ‘honlun’ can be concluded as the theory 

of ‘li’s emergence as one route(理發一途)’, which is a theory that 

all emotions emerge from the only one way of li. Since YI 

proposed his idea of ‘honlun’ consistently from the early years of 

the Four-Seven Debate until his latter years,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YI’s idea of seeing the Four and the Seven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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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ewpoint of ‘substance and function as a whole (honlun)’ 

provides some hints that allow us to interpret his Four-Seven 

theory by the theory of ‘li’s emergence as one route’.

Interestingly, YI Hwang also proposed the viewpoint of 

distinguishing the Four and the Seven. His purpose was to reveal 

the two aspects of cultivation on the foundation of the idea of 

‘honlun’. The idea ‘honlun’ signifies the state in which the Four 

and the Seven emerge naturally from original nature under the 

‘substance – function’ structure. In order to keep this natural 

state, two methods of cultivation are necessary. One is mind 

(心)’s control over li so as to make it emerge in as it should be. 

Another one is mind’s control over ki so as to prevent it from 

disturbing li’s emergence. YI suggested this by his idea of 

distinction, which is an idea that distinguishes the Four into li

(being referred to as li-bal (理發) or chu-li (主理)) and the Seven 

into ki (being referred to as ki-bal (氣發) or chu-ki (主氣)). In 

conclusion, the idea of ‘honlun’ serves as a crucial theoretical 

prerequisite for YI Hwang’s Four-Seven theory. 

This fact later catched YI Sang-jeong, JEONG Jong-ro and 

YI Jin-sang’s attention in the late Chosun-period. YI Hwang’s 

idea of ‘honlun’ was restored and re-discovered by them. A 

system of philosophy which emphasized the theory of ‘li’s 

emergence as one route’ was then formed inside the Toegye 

School.   

Keywords : Toegye YI Hwang, Whole (honlun), Distinction, Four 

Beginnings, Seven Emotions, Li’s emergence as one route 

(li-bal-il-do)

Student Number : 2014-2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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