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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십도 제6도 ｢心統性情圖｣의 

본․방 문제와 감정이해방식에 한 연구 *

1)

김 성 실 **

1. 들어가는 말

2. ｢心統性情圖｣의 본문제

3. 中圖와 智․禮의 방 문제

4. ｢心統性情圖｣ 감정이해방식과 의의

5. 나가는 말

록: 퇴계의 �聖學十圖�는 사칠논변을 거쳐 퇴계의 사상이 응축된 만년의 서로서 퇴계의 

진의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소 한 자료이다. 특히 �성학십도�의 ｢심통성정도｣는 理와 氣, 心․

性․情, 四端과 七情의 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핵심자료이다. 그러나 재 연구되고 있는 

�聖學十圖� ｢심통성정도｣의 본을 보면 그림에 다소 차이가 있는 본이 각각 연구되고 있다. 퇴

계 �聖學十圖� ｢심통성정도｣ 도는 수정한 본과 수정 의 본이 있는데, 오늘날 성학십도 

연구자들은 그 부분을 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듯하다.

｢심통성정도｣의 上圖는 林隱 程氏가, 中圖와 下圖는 퇴계가 그렸다. 퇴계는 도를 처음에는 

禮가 북쪽에, 智가 남쪽에 치하도록 그렸는데, 이후 智가 북쪽에, 禮가 남쪽에 치하도록 바꾸

었다. 이 내용은 � 溪集�에 실린 ｢心統性情中下二圖改作圖｣에 살펴볼 수 있다. 퇴계가 개정하고

자 했던 이유를 살펴본다면, 四七論辯의 발단이 되는 天命圖 수정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퇴계

는 天命圖說後敍에서 천명도 방 가 기존 河圖․洛書와 뒤바  이유를 主賓의 계로 설명하는

데 ｢심통성정도｣ 도 역시도 이와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퇴계가 본래 말하고자 하던 바가 가려져 있다면 그 의도를 살펴 수정한 본의를 악하는 것은 

* 이 연구는 2017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7S1A5B6055825).

** 구경북연구원 부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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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일이다. 聖君이 되기를 희망하며 임 께 올린 �聖學十圖�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두

가 聖人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퇴계의 본의는 아닌지 살펴볼 때이다.

핵심어 :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천명도(天命圖), 방 (方位), 퇴계( 溪), 감정[情]

1. 들어가는 말

조선유학사에서 표 인 학자를 들라고 한다면 일반 으로 溪 李滉(1501~ 

1570)과 栗谷 李珥(1536∼1584)를 떠올리게 된다. 그만큼 퇴계와 율곡의 사상은 

조선유학사에서 한국철학사에서 큰 업 을 남겼다. 이 때문에 퇴계와 율곡에 한 

연구는 꾸 히 이어져오고 있으며 이미 많은 양의 연구업 이 쌓여 있다. 퇴계와 

율곡과 같은 先儒들이 우리 조상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기 그지없지

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면 그들의 철학과 사상을 올바로 정립하고 실

천하는 것이다. 한 오늘날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사회 속에서 팽배해져가는 

물질만능주의, 과학지상주의, 개인이기주의 등등의 문제에 한 해법 역시도 퇴계

와 율곡 사상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철학은 ‘사유의 힘’이며 ‘진리’이자 ‘논리’이다. 퇴계학이 단순히 선 에 한 

崇의 의미로서 그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만 연구된다면 어쩌면 실과는 괴리된 그

래서 유학에 문외한인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학문이 되어버릴지 

모른다.1)1)그런 의미에서 퇴계학은 단순히 과거의 선 의 학문이 아닌 오늘날에도 

여 히 의미를 지닌 철학이자 논리학이어야 한다. 퇴계가 말하고자하는 지 이 

오늘날 사회의 문제와도 교차하고 있다.2)2)특히 高峯과의 四七論辯은 단순한 

1) 오늘날 유교망국론이니 사회의 병폐( 연, 지연 등)의 책임을 유교로 돌리는 등, 유교

에 한 선입견과 오해가 상당수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오늘날 제4차 산업 명시 에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기술(AI)은 사람과 인공의 차이를 

가르는 감정의 문제가 화두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들의 정신  문제로서의 감정에 

한 언  등은 감정의 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학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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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이 아닌 고도의 철학  사유이자 是非의 논리를 꿰뚫는 요한 논변이었다.

퇴계는 보통 理학자로 이해되는데, 퇴계사상은 고 과 사단칠정논변을 거쳐 만

년에 지은 �聖學十圖�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특히 �성학십도�는 어린 선조임

에게 聖君이 되기를 희망하며 올린 그림과 로써 퇴계 만년 사상의 핵심이 응

축되어 있다. �성학십도�에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져있고 이에 

한 번역과 해설에 한 연구물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3)3)그러나 부분

의 연구는 성학십도에 한 원문 번역과 해설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

날 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한 연구는 드문 것이 실이다. 퇴계의 사

상이 오늘날에도 여 히 유의미한 것이라면 응당 살아 숨 쉬는 학문이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퇴계가 성학십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를 정확히 악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토 로 기존 �성학십도� 연

구 황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성학십도�는 퇴계의 사칠논변 이후 만년의 사상

을 응축한 핵심문서이므로 퇴계가 이해하는 지 이 어디인지를 악하는데 가장 

요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성학십도�의 열 개의 그림 에서 圖의 ‘方位’문제, ‘性情과 理氣’의 

이해문제, ‘리발’과 ‘기발’의 문제를 담고 있는 제6도 ｢심통성정도｣를 심으로 기

존 연구에서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심

통성정도｣는 본에 따라 서로 다른 그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왜 그런 본이 상이

하게 생겼는지 그리고 무엇이 퇴계의 진의인지를 악하는데 을 맞추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오늘날 ｢심통성정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퇴계가 바라보는 그 지

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지를 악하고 아울러 퇴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날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학사에서 감정을 본격 으로 다룬 표  학자라고 볼 수 있다.

3) 재 시 에 출 된 성학십도 단행본만 해도 7~8편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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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통성정도｣의 본 문제

�성학십도�는 어린 선조임 에게 성군이 되길 희망하면서 올린 짤막한 상소문4)
4)

으로 10개의 그림과 그림에 따른 도설, 그리고 퇴계의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제6도 ｢심통성정도｣는 원 의 학자 ‘정복심’이 그린 상도와 퇴계가 그린 도, 

하도 3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心統性情’이라는 말은 본래 �張子全書� 권

14 ｢性理拾遺｣에서 나온 말로 ‘性’과 ‘情’, 그리고 성정을 통 하는 마음의 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주자에 의해 ‘心은 性情을 통섭한다, 통회한다’ 등의 의미로 

마음과 본성과 감정의 계를 성리학  체제 속에서 설명하는 주요 개념어로 등장

하 다.

�성학십도�에서 ｢심통성정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고 과의 8년여 간 

왕래한 편지 , 사단칠정논변 이후에 정립된 퇴계의 사상을 나타내는 요 문서이

기 때문이다. 특히 ｢심통성정도｣ 中圖와 下圖는 사칠논변을 통해 정리된 퇴계의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기에 ｢심통성정도｣ 도의 본문제를 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성학십도� 본에 해서는 일반 으로 ‘1843년에 간행된 퇴계선생문집에 수록

된 것으로 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한국문집총간(제29권)에도 수록되어 리 

이용되는 본’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1958년

에 성균 학교 부설 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퇴계 서를 바탕으로5)많은 

4) 짧막한 의 상소문을 ‘箚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학십도�의 본래 명칭은 ‘進聖學十圖箚

幷圖’로 �퇴계문집�과 �퇴계 서�에 수록되어 있지만 일반 으로 ‘進·箚·幷圖’를 생략해 ‘�성

학십도�’라고 부른다.

5) 이황(이 호 옮김), 2001/2012(개정 ) �성학십도�, 홍익출 사 ; 이황(최 갑 옮김), 2005 

�성학십도�, 풀빛 ; 이황(홍원식 역해), 2014 �성학십도�, 계명 학교출 부 ; 한국사상연

구소, 2009 �역주와 해설 성학십도�, 문서원 ; 이황(고산 옮김), 2008 �자성록/언행록/

성학십도�, 동서문화사 ; 이황(이상진 등 옮김), 2011 �성학십도 동국십팔선정�, 자유문고 

; 최재목, 2004 �쉽게 읽는 퇴계의  성학십도�, 문서원 ; 이황(조남호 지음), 2006 �성

학십도�, 삼성출 사 ; 한국사상연구회, 2000 �도설로 보는 한국유학�, 문서원 ; 장태, 

2001 �성학십도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 학교출 부 ; 이황(조남국 역), 2000 �성학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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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 할 수 있는 �성학십도� 연구 작물들5) 가운데 ｢심

통성정도｣를 보면 도의 그림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고 번역원DB의 

｢심통성정도｣

     
<그림 2>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심통성정도｣

    

첫째, ｢심통성정도｣ 도를 보면 仁義禮智 방 가 뒤바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의 경우 禮가 북쪽에 智가 남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림 2>를 보면 智가 

북쪽에 禮가 남쪽에 배치되어 있다. 둘째, 도와 하도의 虛靈知覺, 仁義禮智信, 淸

濁粹駁의 자 역시 좌우가 뒤바 어 있다. 

이러한  다른 본이 나오게 된 배경이 궁 한데, 의아한 것은 이 부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채 많은 련 작들이 주로 <그림 1>의 본을 본으로 해

서 ｢심통성정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까지 술된 �성학십도� 단행본 

도�, 교육과학사 등. 심통성정도의 본은 부분 그림1을 싣고 있으며 이 호 교수의 단

행본만 그림2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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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그림 1>이고 한 책만이 <그림 2>의 ｢심통성정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러나 <그림 2>를 본으로 한 단행본 역시도 智와 禮의 방 가 바 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본과 재 본에서 <그림 2>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림을 한 로 번역해놓은 부분에서는 <그림 1>처럼 智와 禮의 

방 를 설명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동서남북 방 가 

북은 쪽에 동쪽은 오른쪽에 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의 경우 

四大門의 방 를 설정할 때 유교의 심성을 나타내는 仁義禮智信을 표방하 는데, 仁

은 仁之門, 義는 敦義門, 禮는 崇禮門, 智는 弘智門이라고 명명하 다. 우리가 일

반 으로 아는 동 문, 서 문, 남 문, 북 문의 본래 명칭인 셈이다. 그런데 왜   

�성학십도� ｢심통성정도｣ 도의 방 는 뒤바 어 있는 것을 본으로 한 것일까. 

재 �성학십도� 본 문제에 한 기존 연구는 흔치 않은데, 그  문석윤 교수

의 ｢성학십도 수정에 한 연구｣6)에서6)｢심통성정도｣ ․하도의 수정에 해 다

른 도의 수정과 함께 그 까닭을 밝 놓고 있으며, 한자경 교수의 ｢도표의 정 , 인

간의 시선｣7)에서7)｢심통성정도｣ 도의 지․ 의 방 문제를 언 하고 있는 정도

이다.8)8)그 이 에 한주 이진상이 본 퇴계의 ｢심통성정도｣ 본문제라든가 그 외의 

추가 인 연구가 있긴 하나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채로 �성학십도�에 있

어 ｢심통성정도｣의 본과 방 문제, 퇴계의 改作의 이유 등에 해서는 크게 비

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그것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상 으로 었기 때문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퇴계학이 어쩌면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생생함으로 발 하지 못하고 정형화된 틀에서 고착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

제를 고심해보아야 한다. 그 다면 왜 여러 본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

서 언 된 두 그림  퇴계의 진의가 담겨있는 그림은 무엇인지에 해 좀 더 살

펴보기로 하자.

6) 문석윤, 2011 ｢ 溪의『聖學十圖』修正에 한 연구｣, �퇴계학논집� 130.

7) 한자경, 2006 ｢도표의 정 (定位)와 인간의 시선｣, �철학� 88. 

8) 물론 문석윤의 경우 심통성정도의 하도 수정에 해 퇴계와 고 의 서신을 바탕으로 비

교  상세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심통성정도 

하도만을 분석했다기보다는 성학십도 체에서 수정된 부분에 해 함께 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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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와 智·禮의 방 문제

｢심통성정도｣ 도의 방 가 뒤바  것이 본문제의 핵심이므로 방 문제는 

결국 퇴계의 사칠논변의 시작 이 되었던 추만 정지운과 수정했던 天命圖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철학사의 표 인 논변으로 자리매김한 사단칠정논변의 시발 은 추만 정

지운의 천명도를 퇴계가 수정하고 그 수정한 천명도를 고 이 본 뒤 이의를 제기

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천명도는 본래 추만 정지운이 만든 그림으로, 일 이 두 

선생에게 질정을 했으나 만족스런 답을 얻지 못한 채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고민하

던 차에 퇴계를 만나 함께 수정하 는데 그것이 바로 천명신도이다.9)9) 

조선시  성리학  토  에 사상  이해를 도모하기 해 그린 도설학의 

통은 인간의 마음구조와 하늘과 땅, 인간의 계를 그렸다. 그런데 퇴계 이 의 도

설학  방  구조는 임 을 심으로 南面하는 형태의 방 를 통해 그려졌다. 퇴

계는 추만 정지운의 천명도를 수정하면서 남북 방  치를 바꾼다.

       

<그림 3> 추만 정지운의 천명도           <그림 4> 하서 김인후의 천명도

9) � 溪先生文集� 권41, ｢雜著｣ ｢天命圖說後敍｣(이하 문집류는 고 번역DB 원문  번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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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만 정지운이 그린 최 의 천명도를 보면 북쪽이 아래로 남쪽이 로 가는 방

구조인 ‘子下午上’의 구조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당시  河西 金麟

厚(1510~1560)의 천명도 역시도 ‘子下午上’의 구조로 그려져 있다. 이는 도설을 

내가 주인인 입장에서 그린 것이다. 그래서 남쪽이 로 가고 북쪽은 아래 즉, 나

의 치에서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남면’하는 행 가 되는 것이다. 

보통 임 이 백성을 향해 정치를 하는 것을 보통 ‘남면한다’고 한다. 

“스승님(공자)께서 말 하시기를 “옹은 임 이 되게 할 만하다”고 하셨다.”10)10)

“스승님께서 말 하시기를 “정치를 덕으로써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그 자리

에 있으면 뭇별들이 그것을 끼고 도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11)11)

남면은 남쪽을 향해 보는 것을 말하는데, 남면하는 자 즉 군주는 북쪽에 거처함

을 의미한다. 임 의 자리는 북극성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

터 멀리 있는 신하는 임 이 계신 북쪽을 향해 을 올리곤 한 것이다. 이것은 오

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지도의 방 구조와도 같다. 일반 으로 당연히 북쪽은 쪽

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통 인 방 구조에서는 북쪽이 쪽이 아니라 남쪽이 

쪽이었다. 이후 추만의 천명도를 퇴계의 조카가 우연히 얻게 되어 퇴계가 보게 되

고, 이후 퇴계가 천명도의 오류를 함께 수정, 완결함으로써 천명도 수정은 일단락

되게 된다. 퇴계가 추만의 천명도를 수정한 天命 圖와 天命新圖를 보면 천명도의 

방 가 추만과는 정반 로 뒤집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해 퇴계는 天命圖說後叙에서 客과의 화를 통해 남북의 방 가 바  

이유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0) �論語�, ｢雍也｣, “子曰 雍也 可使南面.”

11) �論語�, ｢爲政｣,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辰 居其所而衆星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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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퇴계의 천명구도               <그림 6> 퇴계의 천명신도

손님이 말하기를, “이 천명도가 태극도에 조술한 바가 있다고 그 가 말한 것은 그

럴 듯합니다. 그러나 태극도에서 왼쪽이 陽이 되고 오른쪽이 陰이 된 것은 河圖와 洛

書에서 午가 앞이고 子가 뒤이며, 왼쪽이 卯이고 오른쪽이 酉로 된 方位에 근본한 것

이니, 이는 참으로 만세토록 바 지 않을 정해진 분수입니다. 그런데 지  이 도식에선 

일체를 이와 반 로 바꾸어 놓았으니, 무 엉성하고 틀리게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하여, 내가 답하기를, ①“그 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 를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고 

다만 보는 사람과 도식 사이에 主客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도․낙서 

이하 모든 圖書의 치는 모두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주로 하 는데, 보는 사람도 

북쪽에서 보는 것을 주로 보니, 이는 도식과 보는 사람 사이에 주객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좌우․동서남북이 모두 바 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천명도는 

도식이 주인으로 북쪽에 있고 보는 사람은 손님이 되어 남쪽에 있어서 손님 쪽에서 주

인을 향해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 후좌우가 보는 사람의 向背에 따라 서

로 바  것뿐이지 天地의 동서남북의 본래 치에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곡 이 다른 것 같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하 다. 손님이 말

하기를, “하도․낙서와 先天․後天 등은 모두 아래에서 시작했는데, 이 도식만 에서 

시작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하여, 답하기를, “이것도 태극도를 따라 그 게 만든 

것입니다. 태극도가 굳이 에서 시작한 것에 해 그 연유를 말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후좌우를 나 어 놓고서, 이어 뒤에 있는 子를 아래로 하고 앞에 있

는 午를 로 한 것은 하도․낙서 이하가 모두 그 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陽氣

가 처음 아래에서 생겨서 차차 자라나 에서 극에 달하니, 북방은 양기가 처음 생기

는 곳입니다.  하도․낙서는 모두 음․양의 소멸과 성장을 주로 하되 양을 시하

으니, 북쪽으로부터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태극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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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이와 다릅니다. ②理와 氣를 근원하여 조화의 기틀을 드러내어 上天이 만물에 

품부해 주는 도리를 표시해 놓은 까닭에 에서 시작하여 아래에 이른 것입니다. 그

게 한 이유는 하늘의 치가 실로 에 있어 본성을 내려 주는 천명을 아래서부터 

로 올라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  이 도식은 한결같이 濂溪의 옛것에 의지

하여 만든 것이니, 어  이에 해서만 유독 그 뜻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12)12)

천명도에서 언 한 내용에서 ①을 보면, 퇴계는 천명도의 방 가 기존의 도설과 

다르게 배치된 까닭을 主賓의 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천명도가 도식

의 주인과 보는 사람 간에 主客의 구분이 없다면, 퇴계의 천명도는 보는 ‘나’는 주

인이 아닌 손님이 되어 주인을 향해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

하고 있다. 즉 천지만물 간에 ‘나’는 주인이 틀림없지만, ‘손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

고 매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13)13)이는 퇴계가 君臣의 자리가 단순히 임 과 신

하라는 계  계를 넘어 보편  인간이라는 존재를 놓고 볼 때에는 우리가 임

의 자리에  신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자 하 다.14)14)이는 자

기 심  사고를 탈피하여 타자에 한 이해와 배려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었다. 

12) � 溪先生文集� 권41, ｢雜著｣ ｢天命圖說後敍｣, “客曰, 子 此於太極圖, 有所祖述 似矣. 

然太極圖, 左爲陽右爲陰, 本於河圖洛書前午後子左卯右酉之方位, 固萬世不易之定分. 今圖, 

一切反是而易置之, 不亦疎謬之甚耶. 滉曰, 不然. 此非方位之易置也. 第因觀 之於圖, 有賓

主之異耳. 何 , 河洛以下, 凡圖書之位, 皆自北爲主, 而觀 亦由北從主而觀之, 是圖 人無

賓主之分. 故前後左右東西南北, 皆不易也. 今此則圖爲主在北, 觀 爲賓在南, 由賓而向主, 

自南而觀北. 故其前後左右, 由觀 之向背而互易耳. 非天地東西南北之本位有變也. 此其曲折

之似殊, 而意義則無不同也. 曰, 河洛先後天等, 皆由下而始, 而此則由上而始, 何耶. 曰, 是亦

倣太極圖而然也., 而太極圖所以必由上始 , 請 其故, 自北面南, 而分前後左右, 仍以後子爲

下, 前午爲上 , 河洛以下皆然也. 其所以然 , 陽氣始生於下, 而漸長以極於上, 北方, 陽氣

之始生也. 彼圖書率以陰陽消長爲主, 而以陽爲重, 則由北而始於下, 固當然也. 至於太極圖, 

則異於是, 原理氣而發化機, 示上天命物之道. 故始於上而究於下, 其所以然 , 天之位固在於

上, 而降衷之命, 不可 由下而上故也. 今之爲圖, 一依濂溪之 , 安得於此而獨違其旨乎.”

13) 공자는 ‘出門如賓’이라 하여 ‘문밖을 나서면 손님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論語�, ｢顔淵｣, “仲弓問仁 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怨.”)

14) 군신의 계를 계  입장에서 군신으로 본다면 오륜의 군신유의라든가 학의 신민 등

의 이해는 오늘날과는 맞지 않다. 그 다면 군신은 주빈의 계 속에서 주체성과 타자성 

혹은 나와 의 계성의 지평 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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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을 보면 上天이 만물에 품부해주는 도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에서 아

래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리의 근원이 하늘에서 만물로, 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역시 쪽과 아래쪽의 치를 바꾸었지

만 그 의미는 본래 같다. 마찬가지로 ｢심통성정도｣ 도의 ‘지’와 ‘ ’의 방  치

에 한 퇴계의 본의 역시 ‘하늘’, ‘ 쪽’, ‘북쪽’을 나타내는 곳에 ‘지’를, ‘만물’, ‘아

래’, ‘남쪽’을 나타내는 곳에 ‘ ’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論語�에서 ‘ 에서 서고

[立於禮]’15)라는15)구 , ‘ 를 모르면 설 자리가 없다[不知禮, 無以立也]’16)는16)구

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라는 자리는 서야 하는 자리이다. 즉 내가 바로 

서야 하는 자리인 셈이다. 임 이 남면하는 자리에서의 ‘ ’의 자리는 본래 ‘지’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퇴계는 ‘ ’가 우리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앞

서 언 한 ‘主賓’의 의미와도 연결된다. 君臣의 계에서 그것은 君과 臣의 계에 

따른 고착화된 자리라는 의미보다는 ‘君’이라는 것이 특정 임 을 말하는 것이 아닌 

‘나’라는 주체 인 자리라는 생각으로 내가 거기에서 서서 다시 ‘지’의 자리를 바라

보는 것, 그 기 때문에 ‘지’와 ‘ ’의 치가 북쪽이 ‘지’, 남쪽이 ‘ ’가 되는 것이다.

퇴계는 ‘지’와 ‘ ’의 방 에 한 부분을 金就礪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다 명확

히 설명하고 있다. 

“하도, 낙서, 태극도는 모두 사람의 좌우를 가지고 도의 좌우를 삼았는데, 사람이 북

쪽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도를 보기 때문에 도의 왼쪽이 양이 되고 오른쪽이 음이 되는 

것은 이치와 형세로 보아 당연합니다. 그러니 구도의 향배를 여기에다 의거하여 정한 

것은 참으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게 하면 사람과 도에 손님과 주인의 구

분이 없게 됩니다. 도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으로 만들어 보면 그 성과 정이 오르내리

는 즈음에 와 지의 향배하는 형세가 조  온당하지 못함이 있으니, 도를 가지고 다

른 사람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인으로 삼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보는 자는 손님을 삼아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마주보게 하

면, 손님의 오른쪽은 바로 주인의 왼쪽이니 이는 동이 되고 인이 됩니다. 손님의 왼쪽

은 바로 주인의 오른쪽이니, 이는 서가 되고 의가 됩니다. 그 는 북이 되고 지가 되

며, 그 아래는 남이 되고 가 됩니다. 허령지각 네 자도 여기에 비교하여 좌우로 바

15) �論語�,｢泰伯｣8 : 子曰, 於詩, 立於禮, 成於樂.

16) �論語�,｢堯曰｣3 :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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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고, 서하도 네 자  인지와 청박을 좌우로 바꾸는 것도 이것을 모방해야 합니

다. 체로 그것은 실제로 방 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도와 보는 자가 주인과 손님이 

분간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게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고쳐지는 범 는 권 안 방

의 향배에 국한될 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고치거나 변동시키지 말도록 하시오.”17)17)

<그림 7> 心統性情中下二圖改作圖

퇴계는 최 에는 ‘지’와 ‘ ’의 방 를 ‘지’가 남으로 ‘ ’를 북으로 한 그림을 그

렸었다. 이후 다시 수정했을 때는 그 치를 바꾸었고, 그 까닭을 주빈의 계로 

설명하 다. 그러나 고 은 ｢심통성정도｣의 개작에 해 마땅찮게 생각하 고 이

에 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 퇴계의 뜻과는 상반된 자신의 의견을 말하 다.

金別坐가 해 으로 인하여 선생께서 개작하신 心統性情圖의 中․下 두 圖의 說

을 보니, 의 마음이 의혹되어 말할 바를 몰랐습니다. 즉시 서신을 올려 가르침을 받

고 싶었으나, 인사가 바쁘고  인편이 없어 서신을 올리지 못하다가 지  감히 의 

17) � 溪先生文集� 권30, ｢書｣ ｢ 金而精｣, “心統性情中下二圖改作說, 河圖，洛書，太極圖, 

皆以人左右爲圖左右, 人自北向南而看圖. 故圖左爲陽右爲陰, 理勢宜然, 圖向背, 依此而定, 

固無不可, 但如此則人 圖不分賓主, 圖作己心看, 其於性情上下之際, 禮智向背之勢, 有

未穩, 不若以圖擬作一人心, 此人爲主, 在北向南, 觀 爲賓, 在南向北而 看, 賓之右卽主之

左, 是爲東爲仁, 賓之左卽主之右, 是爲西爲義, 其上爲北爲智, 其下爲南爲禮, 虛靈知覺四字, 

亦視此而左右互易, 占書下圖四字及仁智淸駁左右之易, 倣此, 蓋其實非方位之易, 由圖 觀

分主賓, 而有此異耳. 然所改止於圈內之方位向背而已, 其他竝無改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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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소견을 략 陳達하니 살피시기 바랍니다.

체로 河圖․洛書의 치는 부터 해내려 오는 것이니 지  纂述하여 추구해 

밝히고자 한다면 진실로 부터 해 오는 치를 변경하여 異說을 늘어놓아 그것을 

어지럽 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이 개작한 도설은 좌우를 반 로 바꾸어 남과 나를 구

분하 고 그 義理에 한 發明은 부족하면서 辭說에만 심력을 쏟아 사람들로 하여  

臆測과 헤아려 생각하는 폐단을 자라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의리에 해서는 

도리어 어두워 후학들의 가 될 듯합니다.”

사람이 북에서 남쪽을 향해 앉아 이 도를 앞에 펴 놓을 경우 사람의 좌우가 바로 

도의 좌우이니, 비록 도를 자기의 마음으로 假定해 보더라도 도리에 해로움이 없습니

다. 이것이 바로 朱子가 이른 바 “마음을 스스로 잡으면 잃었던 것이 보존된다.[心而自

操則亡 存也]”는 것이고, 釋氏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보존하여 마치 두 물건이 서로 

지키고 놓지 않는 것처럼 한다.[以心存心如兩物之相持而不相 也]”는 것과는 같지 않

습니다. 더구나 仁․義․禮․智는 나의 고유한 것이니, 나로써 나를 보는데 무슨 불가

함이 있겠습니까.

지  도를 북쪽에 펴 놓고 사람들로 하여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도를 보게 한

다면  도와 나 사이에 도리어 간격이 생겨 執柯伐柯하면서 바라보는 수고가 있는 듯

합니다. 그 치의 이 圖에 비교하여 더욱 번거로우므로 구도를 그 로 두는 것

이 아무 탈이 없고 이치에 순조로운 것만 못할 듯합니다. 의 이와 같은 생각이 가한

지 불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양찰하시어 개작을 지하시기를 천만번 기원

합니다. 제가 편 無端한 설이 외람됩니다만, 받아들이시어 다시 몇 자를 붙여 발명하여 

뒷날의 폐단이 없게 하신다면 깊이 안이 되겠습니다.18)18)

고 은 퇴계가 수정한 ｢심통성정도｣ 도가 본래 하도․낙서의 부터 해내

려오는 치를 거스른 異說이라고 보았고, 圖와 나 사이에 도리어 간격이 생긴다

고 보았다. 따라서 지와 의 방 를 수정한 퇴계의 圖說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

18) �高峯集�, �兩先生往復書� 권3, ｢論 溪先生改心統性情圖書｣, “大凡圖書之位, 傳之自昔, 

今欲纂述推明, 固不宜更爲異說, 以汨於其間. 況此改作圖說, 反易左右, 以分人己, 其於義理, 

似欠發明, 而費盡辭說, 徒使人長其臆度料想之弊乎. 抑恐其反晦於義理, 而爲後學之累也. 人

自北向南而坐, 披卷於前, 則人之左右, 卽圖之左右也. 雖以圖作己心看, 亦無害於道理. 正朱

子所 '心而自操, 則亡 存'也, 非如釋氏以心存心, 如兩物之相持而不相 也. 況仁義禮智, 

我固有之, 以己觀己, 有何不可乎. 今乃披圖於北, 使人自南向北而觀之, 則彼己之間, 反成隔閡, 

執柯伐柯, 恐有睨視之勞. 其位置 . 視 圖. 尤覺多事. 恐不如仰 之爲安且 也.鄙意如是. 

未知可否. 切望垂諒特寢改作. 千萬析幸. 信無端之說. 猥蒙祭納. 要著數字發明之, 可無後弊也, 

深慰深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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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거듭 반 의 뜻을 표한다. 그런 연유로 퇴계의 ｢심통성정도｣를 고친 도가 아닌 

본래 개정 이 의 도가 실렸던 것이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 도를 定本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19)19) 

그 다면 오늘날 퇴계의 ｢심통성정도｣의 이해방식에 퇴계 본의가 아닌 고 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 되어 있지는 않을까. 고 은 직  퇴계에게 ‘개작을 지하기

를 천만 번 기원’할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 고, 퇴계는 이를 받아들여 싣지 않았

다. 따라서 ‘퇴계가 이해하는 본의’와 ‘고 이 생각하는 퇴계의 입장’ 이 두 가지가 

오늘날 퇴계 연구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신 하게 검토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4. ｢심통성정도｣ 감정이해방식과 의의

오늘날 퇴계의 ｢심통성정도｣ 하도의 해석을 둘러싸고 도의 사단과 칠정의 감

정을 七包四의 방식으로 주기론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理가 活理가 되지 못하

고 氣에 부속되어버린 ‘리’로 이해하는 방식에 해 우리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퇴계는 ‘리’에 능동성을 부여하고 ‘리’의 發을 말하고 있는데, 氣發의 입장에서 리

의 능동성을 부정하는 입장의 연구들에 해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 퇴계의 ｢심통성정도｣ 상도, 도, 하도의 이해방식을 ｢태극도｣의 이해방식을 

통해 풀어본다면 퇴계의 진의를 이해할 수 있다. ｢태극도｣가 宋代 주자학, 즉 性理

學에서 가장 요한 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우주론, 생성론의 입장과 더불어 우

19) 문석윤은 “퇴계의 수정의견이 반 되지 못했으나 1572년 이 에 海州監營에서 각된 것

으로 추정되는 海州本에는 溪의 의견이 모두 반 되어 수정되었다”고 보았다. (문석윤, 

2011 ｢ 溪의 �聖學十圖� 修正에 한 연구｣, �퇴계학논집� 130, 42면) 그러나 이러한 퇴

계 의견의 반 여부가 담긴 성학십도의 본에 따른 연구는 미진하기만 하다. 사실 부

분의 연구자들이 심통성정도 도의 방 가 뒤바  문제 등에는 크게 주목하지는 않는다. 

심통성정도가 퇴계와 고 의 사칠논변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에서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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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물과 인간의 계가 완 한 존재임을 밝히기 때문이다. 인간을 비롯한 우주자

연만물의 구조가 서구철학에서 말하는 월  ‘이데아’와 그것을 分有받은 존재, 

혹은 모방한 세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극’이 각각의 ‘태극’으로 있는 

‘理一分殊’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때의 ‘태극’은 월  태극과 분유한 개별  태

극으로 차등을 둔 것이 아닌 ‘總體一太極’이면서 ‘各具一太極’인 것이다. 그래서 퇴

계는 천명도설에서 태극도와 천명도의 다른 에 해 지 하는 질문에 ｢태극도｣

와 ｢천명도｣의 용처의 다름을 설명하면서 실재로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 

즉, ｢태극도｣에 보이는 다섯가지 동그라미가 천명도에서의 하나의 동그라미와 같

은 가치를 지닌다는 이다. 퇴계는 ｢태극도｣에서 無極而太極의 원, 陰陽五行의 

원, 乾坤男女의 원, 萬物化生의 원 등이 하나의 완 함을 설명하듯이 천명도의 원 

역시도 태극도의 우주생성  계를 다 설명한다고 말하고 있다. 퇴계가 본 동그

라미의 가치는 차등의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닌 동일한 가치를 사태에 따라 달리 표

하기 해 그린 그림이지 그 의미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림 8> �성학십도� 제1도 

｢태극도｣

         
 <그림 9> �성학십도� 제6도 

｢심통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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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통성정도｣ 상도의 동그라미와 도, 하도의 동그리미는 ｢태극도｣에서 동그라

미가 각각의 태극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완 함을 나타내고 

있다. 上圖를 보면, 본래 우리의 마음 상태는 ‘心統性情’한 상태인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인의 지신의 오성이 감정으로 드러나 측은, 수오, 사양, 시비지심으로 나

타나는 것 역시 ‘심통성정’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 도를 보면, 性이 발한 情이 

사단과 칠정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지만 오직 선함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도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氣稟 가운데 나아가서 기품이 섞이지 않은 本然의 性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子思

의 이른바 ‘천명의 성[天命之性]’과 맹자의 이른바 ‘성선의 성[性善之性]’과 程子의 이

른바 ‘즉리의 성[卽理之性]’과 張子의 이른바 ‘천지의 성[天地之性]’이 곧 이것입니다. 

그 성을 말함이 이와 같은 까닭에 그것이 발 하여 정이 된 것도 모두 그 선한 것을 

가리켜 말하 으니, 자사의 이른바 ‘ 의 정[中節之情]’과, 맹자의 이른바 ‘사단의 정

[四端之情]’과 정자의 이른바 ‘어  선하지 않은 것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정과, 

주자의 이른바 ‘性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이 본래 선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정과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21)20)

퇴계의 中圖에 한 설명을 보면 ‘天命의 성’, ‘性善의 성’, ‘卽理의 성’, ‘天地의 

성’과 같이 본연의 성 그 로 발 된 ‘情’ 역시도 그 로 선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다면 아래쪽 사단과 칠정의 그림에서 ‘就善惡幾, 善一邊’은 ‘선악의 기미를 취

해서 선 한편을 말한다’의 뜻이 아니라, ‘선악의 기미를 취하여도 선 한편으로 말

해질 뿐이다’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악의 기미로 두 개를 나 어서 그 

 선을 택한다는 말이 과연 ‘선택’의 문제인가 하는 합리  의심이 들기 때문이

다. 陽明이 말하는 取善去惡처럼 선을 선택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이 과연 퇴계의 

이해방식이겠는가에 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태극도설에서 ‘善惡’은 ‘五性感動而善

20) � 溪先生文集� 권7, ｢箚｣ ｢進聖學十圖箚｣, “其中圖 , 就氣稟中指出本然之性不雜乎氣稟

而爲 , 子思所 天命之性, 孟子所 性善之性, 程子所 卽理之性, 張子所 天地之性, 是也. 

其 性旣如此. 故其發而爲情, 亦皆指其善 而 , 如子思所 中節之情, 孟子所 四端之情, 

程子所 何得以不善名之之情, 朱子所 從性中流出, 元無不善之情,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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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分’으로 존재론  선과 악이 아닌 ‘好惡’의 문제이자 음양, 남녀와 같이 待 의 

계 속에서 립이 아닌 상생의 계로 이해되고 있다.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가 감정의 기본 속성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두 가지로 말했듯이 

선악의 문제는 好惡의 문제이지 존재론  의미부여와는 다른 문제이다. ｢태극도｣

와 마찬가지로 ｢심통성정도｣의 세 가지 동그라미가 같은 가치를 지닌 마음의 상태

를 나타낸 것이라면 그 마음에서 발한 정 역시도 마찬가지이며 퇴계는 ‘情 역시도 

선하다’라고 언 한 것이다. 

下圖를 보면 사단과 칠정이 나 어져있고, 理發而氣隨之에서는 사단, 氣發而理

乘之에서는 칠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 역시 앞선 이해방식과 마찬가지로 

사단과 칠정이라는 두 가지 ‘情’이 있어서 사단은 ‘좋은 정’, 칠정은 ‘나쁜 정’으로 

이분법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의 정은 ‘다 좋을 뿐’이지만 그 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을 ‘氣發而理乘之의 七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善惡의 선택이 아

닌 ‘택할 것은 선밖에 없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2)21)성선에서 發한 ‘情’ 역

시도 선할 뿐이라면 ‘악하다’는 개념은 실재로 악한 것이 ‘있다’는 개념이 아닌, 선

할 뿐인데 그 지 않다고 하는 ‘착각’일 뿐이며 그것을 지칭하여 分開해놓은 것이 

하도의 본의인 것이다. 

이와 같이 도와 하도를 이해한다면 ｢천명도｣, ｢태극도｣, ｢심통성정도｣가 하나

의 ‘동그라미’로, 하나의 ‘태극’으로, ‘완 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립되어 있고, ‘총체일태극’과 ‘각구일태극’이 립되어 있고, 

‘사단’과 ‘칠정’이 립되어 있어 ‘리’와 ‘기’가 각각 발하는 ‘호발’이라면 그것은 이

원론  사유이며 성선이라는 개념 역시도 선악을 제한 이원론  사유일 뿐이게 

될 것이다.

21) 오직 선 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필연을 의미하며 선과 악이 동등한 두 사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선일 뿐이나 그 지 않다고 착각하는 사태를 지칭하는 개념어로서 

악을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 이 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好惡’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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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는 말

퇴계의 �성학십도�는 사칠논변 이후 퇴계의 사상이 응축된 만년의 서로서 퇴

계의 진의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소 한 자료이다. 그러나 재 퇴계의 �성학십

도�와 련된 일련의 연구가 퇴계는 ‘호발설’, ‘이기이원론’ 등 기존연구의 큰 틀 

안에서 연구되고 있어 퇴계의 진의를 살펴보는 새로운 시각을 원천 으로 차단하

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모두 그러한 방향을 지칭한다고 해서 이를 학계의 

통이라 보고 이에 한 비  고찰이나 새로운 시각마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

이다. 

�성학십도�와 련된 수많은 번역서와 연구논문에서 퇴계의 ｢심통성정도｣ 도

의 본이 퇴계가 본래 고치고자 했던 그림 이 의 본으로 게재해 놓은 과 그

것이 퇴계가 왜 수정하려고 했는지에 한 심과 부연설명 없는 은 �성학십도�

의 연구가 기존의 통  해석 틀 에서 여 히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증이다. 퇴계가 이해하는 理가 능동성을 가지는 ‘活理’라는 측면에서 ‘理發而氣隨

之’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와 동등한 가치로 ‘氣發而理乘之’를 주장했을 지에 해

서도 역시 합리 인 의심을 가질 만하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  사유 속에서 좋

은 감정과 나쁜 감정으로 별시켜 바라보는 것은 고 의 입장이자 主氣論  입장

에서 퇴계의 四七을 바라보는 일 뿐이다. 퇴계는 천명도설에서 설명한 ｢태극

도｣의 이해방식처럼 ‘無極而太極’의 원에서 ‘萬物化生’의 원까지 여러 개의 원이지

만 하나의 완 한 太極으로 보고 ｢심통성정도｣의 상도, 도, 하도의 원 역시도 그

게 이해한다면 그 원에서 발 된 우리의 감정[情] 역시도 나쁜 것이 아닌 선할 

뿐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한 이해바탕 에서 사단과 칠정을 이해하고 퇴계가 ｢심

통성정도｣의 방 를 ‘主賓’의 계로서 바라보려 했던 을 상기해본다면 매사를 

주인이지만 손님의 입장에서 항상 되살펴보라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퇴계에게 있어 ｢심통성정도｣를 이해하는 방식은 결국 하늘로부터 품부받은 선

한 본성과 그것의 발 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선함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 ’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이해하자는 메시지인 것이다. 한 ‘禮’의 자리,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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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賓]’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지만 ‘주인[主]’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오늘날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2019. 5. 12),   심사일(2019. 5. 23),   게재확정일(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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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dition·Direction and Understanding of Emotion 

of the Toegye( 溪)’s ｢Diagram for the Saying, ‘The Mind 

Combines and Governs the Nature and the Feelings’｣

Kim Sung-Sil

It is a very important material to see the true meaning of Toegye as a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condensed with the idea of Toegye through Seven-Four debate. 

Especially, the ｢Diagram for the Saying, ‘The Mind Combines and Governs the Nature 

and the Feelings’｣ of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is a key resource for a clea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i and Ki, Mind(心)·Nature(性)·Emotion(情), Four 

Beginnings-Seven Emotions. 

However, in the present version of the ｢Diagram for the Saying, ‘The Mind Combines 

and Governs the Nature and the Feelings’｣ of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edition, 

a slightly different version of each version is being studied. Toegye ‘Diagram B’ of      

｢Diagram for the Saying, ‘The Mind Combines and Governs the Nature and the Feelings’｣  

of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has revised editions and edited editions, and today 

researchers seem to think that part of them is nothing short of extraordinary. ‘Diagram A’ 

of ｢Diagram for the Saying, ‘The Mind Combines and Governs the Nature and the 

Feelings’｣ was written by Eun Eun-jae in ‘Diagram B and C’ of ｢Diagram for the Saying, 

‘The Mind Combines and Governs the Nature and the Feelings’｣and by Toegye. In the 

case of  ‘Diagram B’, at the beginning, propriety(禮) painted to the north and wisdom(智) 

to the south. However, afterwards Toegye changed wisdom (智) to the north and propriety

(禮) to the south, which can be seen at “Modified ‘Diagram B and C’ of ｢Diagram for 

the Saying, ‘The Mind Combines and Governs the Nature and the Feelings’｣(心統性情中

下二圖改作圖)” in �Toegye Work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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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look at the reasons why Toegye wanted to revise it, you can guess from the   

｢Diagram of Heavenly Mandate(天命圖)｣ edit, which is the beginning of ｢Four-Seven 

debate｣. Toegye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lanation of Diagram of Heavenly 

Mandate｣ and ｢Diagram of Heavenly Mandate｣ in relation to existing Hetu(河圖)-Luoshu

(洛書) and “Owners and Guest(主賓)” in relation to ‘Diagram B’ of ｢Diagram for the 

Saying, ‘The Mind Combines and Governs the Nature and the Feelings’｣.

If T'oegye was originally meant to say something,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intention and figure out the revised version. It is time to look at whether the ｢Diagram 

for the Saying, ‘The Mind Combines and Governs the Nature and the Feelings’｣, which 

we have hoped to become a holy celestial sage, is perhaps the pattern of Toegye, that we 

all hope to be saints today.

Key words : Diagram for the Saying, ‘The Mind Combines and Governs the Nature and 

the Feelings’(心統性情圖), Diagram of Heavenly Mandate(天命圖), A point 

of compass(方位), Toegye( 溪), Feeling(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