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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퇴계 이황( 溪 李滉, 1501~1570)은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차(箚)｣에서 

성학(聖學)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개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할 때에 사유하는 마음에서 구하지 않으면 어둡

게 되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하여 그 미묘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일을 습득하지 않으면 태로워져 불안하게 

되므로 반드시 배움으로 그 진실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게 ‘사유와 배움’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1)

* 국민 학교 학원 문화교차학 동과정(감정과학 공)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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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가 제시하는 성학의 방법은 사유(思)와 배움(學)이 교차하는 ‘사여학(思

學)’이다. 그 다면 성학의 방법으로서 사유와 배움은 무엇에 한 사유와 배

움일까? 퇴계는 ｢차｣에서 �맹자�의 ｢고자(告子)｣ 상(上) 15장과 �서경�의 ｢홍범

(洪範)｣을 인용하며 사유(思)의 핵심을 밝힌다. 

일 이 제가 듣기로 맹자의 말 에 ‘마음이 장하는 것은 사유이니 사유하면 그 

즉시 얻고 사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자께서 무왕을 하여 홍

범을 펴실 때에도 역시 말 하기를 ‘사유는 밝은 것이고 사유의 밝음이 성학의 든든

한 토 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무릇 마음이란 가슴(심장) 안에 갖추어져 지극히 

텅 비어 있으면서도 지극히 허령한 것이고, 리는 ｢하도낙서｣에 드러나 있어서 지극

히 하고 지극히 알찹니다. 지극히 텅 비워있고 지극히 허령한 마음으로 지극히 

하고 지극히 알찬 리(理)를 구하는 것이니, 얻지 못한다는 것은 마땅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2)

마음으로 리(理)를 구한다고 했으므로 사여학(思 學)의 사유(思)는 리에 

한 분명한 인식이다. 사유하는 마음이 사유를 통해서 ‘어떤 것(理)’을 얻을 때, 

그 얻음(得)은 사실상 ‘그 어떤 것(理)’에 한 마음의 명백한 인식 이외 다른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의 얻음(得)은 실질 으로 사유의 결과이기 때문이

다. 마음이 리에 한 분명한 념을 형성할 때 마음은 자기 스스로 리를 얻었

다고 단할 수 있다. 이로부터 불사(不思)는 리에 한 불분명한 인식으로 정

의된다. 따라서 마음이 사유하여 리의 념을 얻으면 사(思)이지만, 리를 얻지 

못하면 불사(不思)이다. 

사여학(思 學)의 사유(思)에 이어서 퇴계는 �논어�를 인용하여 배움(學)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聖學十圖�, ｢箚｣ “蓋聖門之學, 不求諸心, 則昏而無得, 故必思以通其微. 不習其事, 則危而

不安, 故必學以踐其實. 思 學, 交相發而互相益也.”(인용된 원 은 한국고 종합DB를 따

름. 은 논자의 강조. 이하 동일.)

2) 의 책. “竊嘗聞之, 孟子之 曰,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箕子之爲武王陳洪

範也, 又曰 思曰睿, 睿作聖. 夫心具於方寸, 而至虛至靈, 理著於圖書, 而至顯至實, 以至虛至

靈之心, 求至顯至實之理, 宜無有不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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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께서 말 하시기를 ‘배우면서 사유하지 않으면 배웠다고 할 것이 없고, 사유

한다면서 배우지 않으면 태롭다.’고 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그 일을 습득하여 

그 진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3)

여기에서 건은 ‘그 일을 습득하여(習其事) 그 진실을 실천한다(眞踐履).’는 

것이 의미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모호함을 두 가지 방면으로 근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나는 사유와 배움의 교차이다. 앞에서 사유의 핵심은 리(理)의 얻음

에 있다고 확인했으므로 당연히 배움의 습득과 실천도 그 상이 리(理)가 아닐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성학십도�의 제5도 ｢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의 설(說)

이다. 여기에서 주자는 배움을 정의한다. 

내가 조심스럽게 옛 성 들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배움’을 하게 한 뜻을 살펴보면, 

… 진실로 리(理)의 당연(當然)함을 알아서 그 당연함의 필연(必然)으로 자신을 책

려했다.4)

이 정의에 근거하여 우리는 배움의 습득과 실천이 사유(思)가 인식한 리(理)

에 있다고 확정할 수 있다.5) 따라서 리를 실천하면 학(學)이지만, 리를 실천하

지 못하면 불학(不學)이다. 

이상, ‘사(思)/불사(不思)’와 ‘학(學)/불학(不學)’의 단기 이 리(理)에 있다

는 것이 밝 졌으므로, 퇴계의 성학(聖學) 방법으로서 사여학(思 學)은 리를 

인식함으로써 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성학의 방법이 오직 리(理)를 향

한 인식과 실천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요하다. 이 게 정의된 성학 방법에 근

3) 의 책. “孔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學也 , 習其事而眞踐履之 也.”

4) 의 책, ｢제5도 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의 설(說). “熹竊觀古昔聖賢所以敎人爲學之意 

… 句知理之當然 責其身以必然.”

5) 참고로 ‘그 일을 익힘(習其事)’은 ‘진실로 리의 당연함을 인식함(句知理之當然)’과 짝이 되

고, ‘그 진실을 실천함(眞踐履)’은 ‘리의 필연으로 자신을 책려함(責其身以必然)’과 짝이 

된다. 지(知)가 없는 습(習)은 마치 수학 공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만을 

무작정 연습하는 무모함이며, 필연(必然) 없는 실천(踐)은 우연 인 것이 되어 믿음을 상

실한다. 리의 필연을 알아야(知) 습(習)과 천(踐)을 할 수 있다. 한 이미 주자가 學에 

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한 이상 주자를 계승한 퇴계가 자신의 學을 주자와 어 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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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본 논문은 보다 구체 으로 �성학십도� 제6도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

인 ‘사단(四端)·칠정(七情)’을 탐구하고자 한다. 

제6도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에서 퇴계는 인간의 감정을 ‘리발이기수지(理

發而氣隨之)’의 사단지정(四端之情)과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의 칠자지정

(七 之情)으로 분류한다. 본 논문은 감정을 사단과 칠정으로 분류하는 퇴계의 

의도를 밝히기 해 성학(聖學)의 사여학(思 學)에 근거하여 과연 이 두 감정

이 사학(思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퇴계 스스로 성학의 방법을 사

학(思學)으로 명확히 요약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퇴계의 사단과 칠정을 이해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그 결과 우리는 퇴계의 사단․칠정을 새로운 시

각으로 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목표를 해 본 논문은 ‘기하학  질서(geometric order)’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했다. 왜냐하면 기하학의 논리 자체가 이치(理)를 알아서 이치(理)를 실천

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사유가 자신의 이성  필연성으로 명석 명하게 이해

하는 정의(定義)과 공리(公理)를 세우고, 오직 그것으로부터 필연 으로 도출되

는 자명한 정리(定理)들을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연역(실천)해 나아가는 것

이 기하학  질서이다. 이러한 기하학  질서의 필연성은 그 본질에 있어서 퇴

계의 ‘사여학(思 學)’과 일치한다.6) 이에 본 논고는 이 에 착안하여 ‘기하학

 질서’를 따라서 퇴계의 사단과 칠정이 과연 성학 방법인 사여학(思 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겠다.

2. 기하학  정의와 공리

1) 10개의 정의와 그에 한 해명

(1) 성(性)이란 리(理)와 기(氣)가 합하여 생겨난 합리기(合理氣)의 몸 는 

합리기의 성(性)이다. 

6) 성동권, 2020 �공자 儒學의 철학  기 로서 기하학�, 부크크, 12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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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퇴계는 ‘사람의 한 몸은 리(理)와 기(氣)가 합(合)하여 생겨난 것입니

다.’7)라고 했다. 합리기(合理氣)는 사유하는 마음이 자기 ‘몸’에 해서 형성하는 

이해이다. 다음으로 퇴계는 합리기의 몸 가운데 몸의 리를 가리켜 본연지성(本

然之性)8)이라 하고 기를 가리켜 기질지성(氣質之性)9)이라 한다. 이로부터 본연

지성으로서 리와 기질지성으로서 기는 항상 함께 있는 합리기이며, 이 둘의 ‘함

께 있음’은 사람 몸에 한 한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2) 정(情)이란 합리기(合理氣)의 성(性)이 변용한 양태이다.

해명: 퇴계는 성정(性情)을 ‘체용(體用)’10)으로 설명하므로 성(性)은 체(體)

이고 정(情)은 성(性)의 변용(用)이다. 한편, 【정의 1에 의하면】 성(性)은 ‘합리

기’의 몸이므로 합리기의 몸은 체(體)이고 그 몸이 변용한 용(用)은 정(情)이다. 

따라서 체용에 의거하여 감정(用)은, 단 하나의 외 없이 필연 으로, 합리기의 

몸(體)이 변용한 것이다. 

(3) 리(理)란 합리기(合理氣)의 성(性)에서 오직 리(理)만을 분명히 말하는 

본연지성(本然之性), 는 원히 변하지 않는 몸 그 자체의 사실로서 성리(性

理)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이다. 

해명: 【정의 1의 해명에 의하면】 합리기에서 리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이고 

기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이다. 이 둘이 합하여 생겨난 것이 몸이므로 몸이 존재

 7) � 溪先生文集� 권16 書4, ｢答奇明彦｣ “蓋人之一身, 理 氣合而生.”

 8) � 溪先生文集� 권16 書3, ｢答奇明彦｣ “且以性之一字 之, 子思所 天命之性, 孟子所 性

善之性, 此二性字所指而 , 何在乎. 非就理氣賦 之中, 而指此理原頭本然處 之乎.” 

 9) � 溪先生文集� 권16 書3, ｢答奇明彦｣ “至於後世程張諸子之出, 然後不得已而有氣質之性

之論, 亦非求多而立異也, 所指而 , 在乎稟生之後, 則又不得純以本然之性混稱之也.”(여

기에서 ‘稟生之後’의 生은 태어난 ‘몸’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각주의 7의 ‘人之一身, 

理 氣合而生’의 生과 다를 수 없다. 理氣의 合으로 태어난 몸을 두고 부득이 氣質之性을 

논함으로써 本然之性의 理와 섞지 않았다면, 이때의 氣質之性은 당연히 合理氣 가운데 

氣를 가리켜 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0) � 溪先生文集� 권41 雜著, ｢心無體用辯｣ “性情爲體用.”



446·한국문화 94

하는 한 리기(理氣)는 ‘항상 함께(合)’ 있다. 이 사실을 합리기의 성(性)이라 한

다. 그러나 퇴계는 합리기의 성에서도 얼마든지 기(氣)가  섞이지 않은 성

(性)으로서 리(理)만을 분명히 가리켜 말할 수 있다고 한다.11) 다음으로 퇴계는 

리를 지극히 분명하고 지극히 실재하는 것이라고 한다.12) 리는 기와 섞이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속성이 명명백백(clear and distinct)한 것이고 필연

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리의 본성은 원불변의 선(善)이다.13) 

따라서 성리(性理) 는 합리기의 몸 안에서 몸 그 자체의 본연지성은 ‘ 원히 

변하지 않는’ 선 그 자체로서 순수지선(純粹至善)이다. 

(4) 기(氣)란 자기원인으로 실재하는 리(理) 안에 있으며 리(理)에 의해 사유

되기 때문에 필연 으로 리(理)만을 따라서 생겨나는 결과이며, 그것은 무한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해명: 퇴계는 ‘만약 말하기를 리와 기가 본래 하나라고 한다면, 태극(太極)이 

곧 양의(兩 )라고 해야 하는데, 그 게 되면 어  기를 낳아주는 능동 인 것

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14)라고 하여 기는 리가 낳아주어 존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로부터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리의 존

재에 한 것으로서 리를 낳는 원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리는 자신의 존재에 

하여 자신이 원인일 수밖에 없다. 리(理)는 ‘자기원인’이다. 다른 하나는 기에 

한 것으로서 리를 떠나서 기의 존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모든 기는 리 안에 존

재한다.15) 그 기 때문에 기는 필연 으로 리를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

11)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中圖의 說. “就氣稟中, 指出本然之性, 不雜乎氣稟而爲 .” 

12) �聖學十圖�, ｢箚｣ “理著於圖書, 而至顯至實.”

13)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說. “然則孟子子思, 所以只指理 , 非不備也. 以其幷氣

而 , 則無以見性之本善故爾. 此中圖之意也.” 

14) � 溪先生文集� 권41 雜著, ｢非理氣爲一物辯證｣ “陰陽是太極所生. 若曰 理氣本一物, 則太

極卽是兩 . 安有能生 乎.”

15) 의 책. “其不能外道而有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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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겨난다.16) 이것은 마치 삼각형의 본성(理) 안에 무한한 삼각형(氣)이 무한

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5) 리기(理氣) 불상리(不相離)는 리와 기가 서로 합하여 있어 떨어질 수 없

는 리기의 혼륜(渾淪)을 뜻한다. 

해명: 주자는 ‘사물에서 보자면 리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혼륜(渾淪)’17)이

라고 했다. 따라서 합리기(合理氣)로 존재하는 우리 몸에서 리기는  서로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 없는 혼륜이다. 

(6) 리기(理氣) 불상잡(不相雜)은 리와 기는 서로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으로 하나일 수 없는 리기 이물(二物)을 뜻한다. 

해명: 합리기로 존재하는 몸의 리기는 【정의 5에 의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상리(不相離)’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리와 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것이다.’18)라고 말한다. 리와 기, 이 둘은 원히 서로 섞이지 않는 서

로 다른 두 개의 물(物), 즉 이물(二物)19)이다. 합리기로 존재하는 우리 몸에서 

리기는 분개(分開)이다. 

(7) 심(心)이란 사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하는 이 마음은 자기 안에 자기 

16) � 溪先生文集� 권41 雜著, ｢心無體用辯｣ “沖漠無眹 , 在乾坤則爲無極太極之體, 而萬象

已具.”(萬物을 化生하는 無極太極, 즉 理는 자기 안에 萬物의 象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萬物 하나하나는 理 안에 있으며 理에 의해 생각되어지고 오직 理의 생각 속에 

본래 존재하는 象만을 따라서 생겨난다.)

17) � 溪先生文集� 권41 雜著, ｢非理氣爲一物辯證｣ “朱子答劉叔文書曰, 理 氣決是二物. 但

在物上看, 則二物渾淪, 不可分開各在一處.”

18) 의 책: “今按, 朱子平日論理氣許多說話, 皆未嘗有二 爲一物之云, 至於此書, 則直 之

理氣決是二物.”

19)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下圖의 說. “其下圖 , 以理 氣合而 之. … 程子朱子所

雖在氣中, 氣自氣性自性, 不相夾雜之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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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존재 원리인 리기(理氣)에 한 인식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성정(性情)에 한 참다운 인식을 형성한다.  

해명: 퇴계는 마음을 사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20) 이 사유하는 마음을 겸리

기(兼理氣)와 통성정(統性情)의 주어라고 한다.21) 그런데 이때의 리기(理氣)와 

성정(性情)은 엄 히 말해서 【정의 1과 2에 의해】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품고 

있는 ‘몸’이다. 성(性)은 리기의 합(合)으로 존재하는 몸(體)이며, 정(情)은 그러

한 몸의 변용(用)이다. 몸 없는 마음은 없으므로 마음은 ‘리기(理氣)·성정(性情)’

의 몸 이외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이로부터 겸리기(兼理氣)의 마음은 

‘몸의 존재 원리인 리기에 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며, 통성정(統性情)

의 마음은 ‘몸으로서 성(性)과 그것의 변용으로 존재하는 정(情)에 한 참다운 

인식을 형성하는 마음’이다. 

(8) 사유(思)는 리기(理氣)의 불상리(不相離)와 불상잡(不相雜) 안에서 리

(理) 그 자체만을 명백하게 인식한다.

해명: 마음은 【정의 7에 의해】 리기와 성정에 한 참다운 인식을 자기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 그런데 퇴계는 ‘지극히 텅 비고 지극히 허령한 마음으로 

지극히 뚜렷하고 지극히 실재하는 리(理)를 인식한다.’22)고 했다. 이로부터 마음

이 하는 사유의 요 은 【정의 1에 의해】 합리기로 존재하는 몸(性)에 나아가 몸

의 기(氣)와  섞이지 않는 ‘몸의 리’, 즉 성리(性理) 그 자체에 한 분명한 

인식이다. 따라서 성학(聖學)의 사유(思)는 리 자체의 분명한 인식이다. 

(9) 배움(學)은 사유가 명명백백하게 인식한 리(理) 안에서 기(氣)를 이해한다. 

해명: 【정의 4에 의하면】 리는 기를 낳는 유일한 실체 는 자기원인이고, 기

20) �聖學十圖�, ｢箚｣ “孟子之 曰, 心之官則思.”

21)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說. “要之, 兼理氣統性情 , 心也.”

22) �聖學十圖�, ｢箚｣ “孟子之 曰,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 夫心具於方寸, 

而至虛至靈, 理著於圖書, 而至顯至實, 以至虛至靈之心, 求至顯至實之理, 宜無有不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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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로부터 필연 으로 낳아진 결과이다. 이로부터 리의 ‘실천’은 사실상 리가 

자기 본성을 따라서 기를 낳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기를 낳아주는 리

를 떠나서 그 어디에서도 리의 실천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23) 한편, 【정의 8

에 의하면】 사유(思)는 리 자체를 명백하게 인식한다. 퇴계는 이에 근거하여 배

움(學)을 ‘리의 당연함을 알아서 리를 실천하는 것’24)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성학(聖學)의 배움(學)이 추구하는 리의 ‘실천’은 단 하나의 리가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기를 낳는다는 ‘리기 인과’의 필연성

을 ‘인식’하는 것 이외 다른 것일 수가 없다. 즉, 성학의 실천을 ‘리의 실천’으로 

이해하는 한 그 배움이 하는 리의 ‘실천’은 모든 기는 리의 본성을 따라서 생겨

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학의 배움은 리의 분명한 

인식으로 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10) 지경(持敬)은 사유가 자명하게 확인한 리(理)에 근거하여 그 앎으로부터 

기(氣)를 이해해 나아가는 배움, 는 사유가 확인한 리(理) 안에서 모든 기

(氣)에 한 배움을 리(理)의 필연성 안에 두는 사학(思學)이다.

해명: 지경(持敬)은 사유(思)와 배움(學)을 자기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

다.25) 여기에서 사유와 배움의 핵심은 【정의 8과 9에 근거하여】 리(理)의 인식

과 실천에 있다. 따라서 사유와 배움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지경은 리를 향

한 참다운 인식에 근거하여 리로부터 기가 생겨난다는 리기 인과의 필연성으로 

기를 배우는 실천이다. 그 배움으로 지경은 【정의 5와 6에 의해】 리기(理氣)의 

불상리(不相離)와 불상잡(不相雜)을 굳건히 지킨다. 

23) 이 은 의 책 ｢제1도 太極圖｣의 설(說)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과 ｢제7도 

仁說圖｣의 설(說) “天之生物之心.”에 근거하면 분명하다. 太極(理)은 자신의 동정(動靜)

으로 음양의 기(氣)를 낳는다(生). 천(天)은 물(物)을 낳는다(生). 따라서 생(生)하는 

것이 리(理)의 실천이지, 이것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리의 실천을 찾을 수 없다.

24) 의 책. “學也 , 習其事而 眞踐履之 也. … 必學以踐其實.”(‘習其事’와 ‘眞踐履’에 한 

본 논문의 번역 근거는 각주 3~5번 참고.)

25) �聖學十圖�, ｢箚｣ “持敬 , 又所以兼思學, 貫動靜, 合內外, 一顯微之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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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리와 그에 한 해명

공리

성발 정(性發爲情): 성(性)이 발하여 정(情)이 된다. 

해명: 성발 정(性發爲情)은 성정체용(性情體用)에 근거하여 정(情)의 근원으

로서 성(性)을 확인하는 성정의 필연성이다.26) 그 기 때문에 성(性)이 발하여 

정(情)이 될 때, 성(性)의 합리기(合理氣) 이외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3. 기하학  질서에 의한 思學의 四端之情과 不思不學의 

七 之情 증명

1) 정의

1. 성(性)이란 리(理)와 기(氣)가 합하여 생겨난 합리기(合理氣)의 몸 는 

합리기의 성(性)이다. 

2. 정(情)이란 합리기(合理氣)의 성(性)이 변용한 양태이다.

3. 리(理)란 합리기(合理氣)의 성(性)에서 오직 리(理)만을 분명히 말하는 본

연지성(本然之性), 는 원히 변하지 않는 몸 그 자체의 사실로서 성리(性理)

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이다. 

4. 기(氣)란 자기원인으로 실재하는 리(理) 안에 있으며 리(理)에 의해 사유

되기 때문에 필연 으로 리(理)만을 따라서 생겨나는 결과이며, 그것은 무한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5. 리기(理氣) 불상리(不相離)는 리와 기가 서로 합하여 있어 떨어질 수 없는 

리기의 혼륜(渾淪)을 뜻한다. 

6. 리기(理氣) 불상잡(不相雜)은 리와 기는 서로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으로 하나일 수 없는 리기 이물(二物)을 뜻한다. 

26) � 溪先生文集� 권41 雜著, ｢心無體用辯｣ “苟以 心無體用, 則不知於此何從而有此用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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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心)이란 사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하는 이 마음은 자기 안에 자기 

몸의 존재 원리인 리기(理氣)에 한 인식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성정(性情)에 한 참다운 인식을 형성한다.  

8. 사유(思)는 리기(理氣)의 불상리(不相離)와 불상잡(不相雜) 안에서 리(理) 

그 자체만을 명백하게 인식한다.

9. 배움(學)은 사유가 명명백백하게 인식한 리(理) 안에서 기(氣)를 이해한다. 

10. 지경(持敬)은 사유가 자명하게 확인한 리(理)에 근거하여 그 앎으로부터 

기(氣)를 이해해 나아가는 배움, 는 사유가 확인한 리(理) 안에서 모든 기

(氣)에 한 배움을 리(理)의 필연성 안에 두는 사학(思學)이다.

2) 공리

성발 정(性發爲情): 성(性)이 발하여 정(情)이 된다.

3) 정리

정리 1. 성(性)은 합리기(合理氣)이므로 정(情)도 합리기(合理氣)이다. 

증명   성(性)은 【정의 1에 의하여】 리기(理氣)의 합(合)으로 존재한다. 정

(情)은 【정의 2에 의하여】 합리기의 성(性)이 변용한 양태이다. 그런데 【공리에 

의하면】 정(情)은 성(性)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성(性)이 합리기의 성으로 존

재하는 한 성(性)의 변용으로서 정(情)도 당연히 합리기의 정(情)으로 존재한다. 

보충   의 증명으로부터 리(理)는 성(性)에만 있기 때문에 용(用)으로서 

정(情)은 리(理) 없이 오직 기(氣)만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성에 

리가 존재하므로 리는 정에도 존재한다. 리는 성정에 일 한다. 

정리 2. 합리기(合理氣)로 존재하는 성(性)과 정(情)에서 리기(理氣)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상리(不相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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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합리기의 성(性)이므로 【정리 1에 의하여】 정(情)도 합리기이다. 그런

데 【정의 5에 따르면】 리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상리(不相離)’이다. 

그러므로 리기는 합리기의 성(性)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상리(不相離)이며 

합리기의 정(情)도 한 그러하다.  

보충 1   성(性)에서 리기는  떨어질 수 없는 불상리(不相離)가 분명하

므로, 성리(性理)는 합리기의 성(性)에게 앞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 지나 경지 

는 수 이 아니다. 성리(性理)는 【정의 1에 의하여】 항상 성기(性氣)와 함께

(合) 존재한다. 성(性)은 자기 안에 본래부터 온 하게 성리(性理)를 품고 있다. 

이것이 무엇보다 증명되어야 했다.

보충 2   정(情)에서 리기는  떨어질 수 없는 불상리(不相離)가 분명하

므로, 정리(情理)는 합리기의 정(情)에게 앞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 지나 경지 

는 수 이 아니다. 정리(情理)는 【정의 1에 의하여】 항상 정기(情氣)와 함께

(合) 존재한다. 정(情)은 자기 안에 본래부터 온 하게 정리(情理)를 품고 있다. 

이것이 무엇보다 증명되어야 했다.

정리 3. 합리기(合理氣)로 존재하는 성(性)과 정(情)에서 리기(理氣)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불상잡(不相雜)이다.

증명   합리기의 성(性)이기 때문에 【정리 1에 의해서】 정(情)도 합리기이고, 

이때의 리기는 【정리 2에 의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상리(不相離)이다. 그

러나 【정의 6에 의해서】 불상리(不相離)의 리기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불상잡(不

相雜)이다. 그러므로 합리기의 성(性)에서 리기가 불상리(不相離)라고 해도 이 

사실은 성(性)에서 리기가 불상잡(不相雜)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 같은 논리로 합리기의 정(情)에서 리기가 불상리(不相離)라고 해도 이 

사실은 정(情)에서 리기가 불상잡(不相雜)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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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1   성(性)에서 리기(理氣)는 불상잡(不相雜)이므로 우리는 리기(理氣) 

불상리(不相離) 안에 있는 합리기의 성(性)에 나아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리와 

기를 각각 나 어(分) 말( )할 수 있다. 

보충 2   정(情)에서 리기(理氣)는 불상잡(不相雜)이므로 우리는 리기(理氣) 

불상리(不相離) 안에 있는 합리기의 정(情)에 나아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리와 

기를 각각 나 어(分) 말( )할 수 있다. 

보충 1과 2에 한 주석   따라서 성(性)을 리(理)와 기(氣)로 나 어 말할 

수 있듯이 정(情)에서도 리(理)와 기(氣)로 나 어(分) 말( )할 수 있다는 퇴

계의 주장27)은 기하학 으로 그 진실이 증명된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성

(性)을 성리(性理)/성기(性氣)로 분언(分 )하고 정(情)을 정리(情理)/정기(情

氣)로 분언(分 )하여 논의를 개하겠다.28) 이러한 분언(分 )의 요성은 이

어지는 정리 4와 정리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 4. 합리기(合理氣)의 성(性)에서 리기(理氣)는 불상리(不相離)이면서 동

시에 불상잡(不相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性)에서 성리(性理) 그 자체의 순

수지선(純粹至善)을 분명히 인식한다. 

증명   합리기의 성(性)에서 리기는 【정리 2와 3에 의해】 불상리(不相離)이

면서 불상잡(不相雜)이다. 리기가 불상리(不相離)이기 때문에 【정리 2의 보충 1

에 의하여】 성(性)은 본래부터 자기 안에 리(理)를 품고 있으며, 이 사실 안에

서 리기는 불상잡(不相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 3의 보충 1에 의하여】 자유

롭게 성(性)에서 리기를 나 어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性)에서 리기를 나

어 말할 수 있는 한 당연히 성리(性理)만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성리(性理)

27) � 溪先生文集� 권16 書3, ｢答奇明彦｣ “然則其於性也, 旣可以理氣分 之, 至於情, 獨不可

以理氣分 之乎.”

28) 성동권, 2019 ｢聖學十圖 心統性情圖의 中圖 장르분석｣ �퇴계학논집� 25,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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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의 3에 의해서】 성(性)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자기 본성의 필

연성으로서 순수지선(純粹至善)이다. 이러한 성리(性理)의 본질은 【정의 8에 의

해서】 사유가 분명히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합리기의 성(性)에 나아가 성

(性)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리(性理)의 순수지선을 사유 안에서 

명백하게 인식한다.

보충 1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 이다. 사유의 핵심은 합리기의 

성(性)에서 오직 성리(性理)의 사실, 즉 성(性)이 본래부터 순수지선(純粹至善)

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다. 

보충 2   합리기의 성(性)은 【정의 1에 의해】 우리 몸(性)의 존재원리이므로 

성리(性理)의 순수지선은 사실상 우리 몸(性) 그 자체의 진실이 필연 으로 순

수지선이라는 확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정리 2의 보충 1에 의해서】 원으

로부터 원에 이르는 원한 사실이다. 

정리 5. 합리기(合理氣)의 정(情)에서 리기(理氣)는 불상리(不相離)이면서 동

시에 불상잡(不相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情)에서 정리(情理) 그 자체의 순

수지선(純粹至善)을 분명히 인식한다. 

증명   정(情)은 【정의 2에 의해서】 합리기의 성(性)이 변용한 양태이지만, 

【공리와 정리 1에 의해서】 합리기의 성(性) 그 로 합리기의 정(情)이다. 합리

기의 정(情)에서 리기는 【정리 2와 3에 의해】 불상리(不相離)이면서 불상잡(不

相雜)이다. 리기가 불상리(不相離)이기 때문에 【정리 2의 보충 2에 의하여】 정

(情)은 본래부터 자기 안에 리(理)를 품고 있으며, 이 사실 안에서 리기는 불상

잡(不相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 3의 보충 2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情)에

서 리기를 나 어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情)에서 리기를 나 어 말할 수 

있는 한 당연히 정리(情理)만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정리(情理)는 【정리 4와 

공리에 의해】 자기 성(性)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인 성리(性理)만을 따라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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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을 규정한다. 이로부터 정리(情理)는 정(情) 그 자체의 순수지선이다. 정

리(情理)의 리(理)는 그 본질이 성리(性理)의 리(理)이므로 사유(思)는 정리(情

理)의 사실을 【정의 8에 의해서】 분명히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합리기의 정

(情)에 나아가 정(情)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정리(情理)의 순수지

선을 사유 안에서 명백하게 인식한다.  

보충 1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 이다. 사유의 핵심은 합리기의 

정(情)에서 오직 정리(情理)의 사실, 즉 정(情)이 본래부터 순수지선(純粹至善)

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다. 

보충 2   합리기의 정(情)은 【정리 1에 의해】 우리 정(情)의 존재원리이므로 

정리(情理)의 순수지선은 사실상 우리 정(情) 그 자체의 진실이 필연 으로 순

수지선이라는 확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정리 2의 보충 2에 의해서】 원으

로부터 원에 이르는 원한 사실이다. 

정리 6. 마음은 사유(思)와 배움(學)을 통해서 합리기(合理氣)로 존재하는 성

(性)과 정(情)에 한 참다운 이해를 형성한다.

증명   합리기(合理氣)로 존재하는 리기는 【정의 5와 6에 따르면】 불상리(不

相離)이면서 동시에 불상잡(不相雜)이다. 그런데 【정의 4의 해명에 의하면】 리

(理)는 자기 존재에 한 개념을 자기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함이 없이 오직 자기 

안에서만 형성하는 자기원인이며 그와 동시에 모든 기(氣)를 낳는 단 하나의 필

연성이다. 그 기 때문에 합리기의 기에게 리는 【정의 4에 의하여】 자기 존재의 

필연성이다. 즉, 합리기의 기는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리 안에 존재

하며 오직 리만을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합리기에

서 ‘리기 인과’의 필연성은 【정리 1의 보충에 의해】 성정(性情)을 떠날 수 없다. 

그러므로 합리기의 성(性) 안에서 성리(性理)로부터 성기(性氣)라는 인과의 필

연성은 【공리에 의해】 합리기의 정(情) 안에서 정리(情理)로부터 정기(情氣)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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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과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증명되어야 할 이다. 

한편, 마음의 사유는 합리기의 성(性)과 정(情)에 나아가 【정의 8, 그리고 정

리 4와 5를 따라서】 기(氣)와는  섞이지 않은 성리(性理)와 정리(情理)를 

명백하게 인식한다. 이에 근거하여 마음은 필연 으로 【정의 9에 의해】 모든 기

(氣)에 한 배움을 리(理)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마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성(性)과 정(情)에 한 참다운 이해를 형성한다. 합리기의 성(性)에 

나아가 마음의 사유는 성리(性理)를 명백히 인식하기 때문에 마음은 성기(性氣)

가 성리(性理) 안에서 성리(性理)만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삼아 필연 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우며, 마찬가지로 합리기의 정(情)에 나아가 마음의 사유

는 정리(情理)를 명백히 인식하기 때문에 마음은 정기(情氣)가 정리(情理) 안에

서 정리(情理)만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삼아 필연 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것이 두 번째로 증명되어야 할 이다. 

그러므로 이상 두 가지 증명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 이다. 마

음은 【정의 7에 의하여】 합리기(合理氣)로 존재하는 성정(性情)이 자기 안에 본

래부터 품고 있는 리(理) 그 자체만을 최고의 완 성으로 인식하며, 그 인식에 

근거하여 모든 기(氣)를 리(理) 안에서 배운다.

보충 1   【정리 4의 보충 2에서】 성리(性理)는 성(性)의 사실로서 순수지선

(純粹至善)이고 이것은 사유가 자기 안에서 명백하게 이해하는 성(性) 그 자체

의 사실이다. 이로부터 배움은 【정리 6의 증명에 의해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

한 성기(性氣)가 자기 본성으로 존재하는 순수지선의 성리(性理)를 따라서 필연

으로 순수지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

(性)에서 리기의 합(合)은 【정리 2의 보충 1에 의해】 성리(性理)의 순수지선 안

에서 성기(性氣) 역시 필연 으로 순수지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리기 인

과의 원한 필연성이다. 이 필연성으로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몸, 즉 합리

기의 성(性)은 리(理) 안에서 있는 그 로 순수지선이라는 사실은 필연 이다.29)

29) 이 사실을 �성학십도�의 ｢제1도 태극도｣는 도(圖)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萬物一太極

也”(‘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몸은 그 자체로 순수지선의 태극이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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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이로부터 성리(性理)만을 가리켜 말한 맹자(孟子)와 자사(子思)의 말

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퇴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30) 성(性)은 합

리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상리(不相離)와 불상잡(不相雜)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합리기의 성(性)이라도 성리(性理)만을 명석 명하게 인식하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합리기의 성(性)에서 성리(性理)의 사실로서 순수

지선(純粹至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리기의 성(性)에서 리기를 나

는 가운데 리(理)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그때 비로소 성기(性氣)

의 사실 역시 필연 으로 순수지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

문이다. 이 인식이 【정의 9의 해명에 근거하여】 리(理)를 실천하는 배움(學)이다.

보충 2   【정리 5의 보충 2에서】 정리(情理)는 정(情)의 사실로서 순수지선

(純粹至善)이고 이것은 사유가 자명하게 이해하는 정(情) 그 자체의 사실이다. 

이로부터 배움은 【정리 6의 증명에 의해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정기(情氣)

가 자기 본성인 순수지선의 정리(情理)를 따라서 필연 으로 순수지선으로 존재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情)에서 리기의 합(合)은 

【정리 2의 보충 2에 의해】 정리(情理)의 순수지선 안에서 정기(情氣) 역시 필연

으로 순수지선일 수밖에 없는 ‘리기 인과’의 원한 필연성이다. 이 필연성으

로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情)은 그 자체로 순수지선이다.

주석   이로부터 퇴계의 ‘선악(善惡)의 기미(幾微)에 나아가 오직 선(善)만을 

말한다.’31)가 뜻하는 바를 알 수 있다.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존재하는 정기

(情氣)는 그 자신의 무한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좋음(善)과 싫음(惡) 같은 상

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정기(情氣)의 사실은 자기 본성으로 존재하는 순수지선

(純粹至善)의 정리(情理)만을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드러난다. 따라

서 우리의 사유가 정(情)에 고유한 ‘리기 인과’의 필연성을 명석 명하게 인식하

30)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說. “故程夫子之 曰, 論性不論氣不備, 論氣不論性不明, 

二之則不是. 然則孟子, 子思所以只指理 , 非不備也. 以其幷氣而 , 則無以見性之本善

故爾.”

31)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圖. “就善惡幾, 善一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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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에서 정기(情氣)의 진면목은 있는 그 로 원히 변치 않는 순수지선이라

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인식이 【정의 9의 해명에 근거하여】 리(理)를 실천하

는 배움(學)이다.

정리 7. 리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의 사단지정(四端之情)은 사학(思學)이다. 

증명   정(情)은 【정리 1에 의해】 합리기(合理氣)의 정(情)으로 존재한다. 이

로부터 사단지정(四端之情)을 정의하는 ‘리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에서 리기

(理氣)는 성(性)의 리기가 아니라 정(情)의 리기이다. 그 기 때문에 리발(理

發)의 리(理)는 정리(情理)이고 기수(氣隨)의 기(氣)는 정기(情氣)이다. 이 이 

첫 번째로 증명되어야 했다. 다음으로 【정리 6에 의하면】 마음은 사유와 배움으

로 정(情)에 한 참다운 인식을 형성한다. 그 핵심은 합리기의 정(情)에 나아

가 【정리 6의 보충 2에 의하여】 사유가 자명하게 이해하는 정리(情理) 안에서 

정기(情氣)는 오직 자기 본성의 필연성인 정리(情理)만을 따라서 생겨나 존재한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리발(理發)은 합리기의 정(情)에서 정

리(情理) 그 자체의 사실에 한 명확한 인식이며, 기수(氣隨)는 【정의 4에 의

하여】 정리(情理)로부터 정기(情氣)가 ‘필연 으로 따른다(隨).’라는 정(情)에서

의 ‘리기 인과’의 필연성을 분명히 한다. 이 이 두 번째로 증명되어야 했다. 따

라서 사단지정의 ‘리발이기수지’는 【정리 6의 증명에 의해】 합리기로 존재하는 

정(情)의 진실을 사학(思學) 안에서 다시 능동 으로 확인한다. 

 다른 증명   합리기의 성(性)은 【정리1에 의해】 합리기의 정(情)이다. 그

런데 【정리 4의 증명에 의하면】 합리기의 성(性)에서 우리는 기(氣)와는 섞이지 

않은 성리(性理)만을 말하며 이해한다. 이 성리(性理)의 사실은 【공리에 의해】 

정리(情理)에 직결하므로 엄 히 말해서 이 경우의 성발 정(性發爲情)은 ‘성리

(性理)’-발 (發爲)-‘정리(情理)’이다. 즉, 리발리(理-發-理)이다. 이처럼 합리기

의 성(性)과 정(情)에서 리(理)만을 분명히 말하고 이해하는 리발(理發)은 【정

리 4의 보충 1과 정리 5의 보충 1에 의해】 사유(思)의 핵심이다. 다음으로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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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은 【정의 9에 의해】 정리(情理) 안에서 정기(情氣)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정의 4에 의하여】 모든 정기(情氣)는 필연 으로 정리(情理) 안에 존재

하며 정리(情理)에 의해 생각되기 때문에, 정기(情氣)는 로 정리(情理)와 

떨어져 존재한 이 없으며 동시에 단 한순간도 정리(情理)와 어 나게 존재한 

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리기의 정(情)에서 

리발(理發)이 사유(思)라면, 기(氣)는 필연 으로 리(理)를 따른다는 리발이기

수지(理發而氣隨之)는 리(理)의 실천을 분명히 인식(실천)하는 배움(學)이다. 

이로써 사단지정은 정(情)에 한 사학(思學)임을 알 수 있다. 

주석   이제 우리는 사단지정을 ‘자순선무악(自純善無惡)’으로 정의32)한 퇴계

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무한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무한하게 새로운 정기(情

氣)는 필연 으로 자기를 낳아  유일한 원인인 정리(情理)를 따라서 생겨난다. 

이때의 정리(情理)는 정기(情氣)와 떨어져 존재하는 목 지가 아니라 【정리 5의 

보충 2에 의해】 정기(情氣)가 자기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본성의 필

연성이며 원불변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이다. 마음의 사유가 정(情)에서 이 사

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理發], 배움은 정리(情理)의 사실로부터[自] 정기(情氣)

의 순선무악을 확인한다[理發而氣隨之]. 왜냐하면 순수지선은 필연 으로 순수

지선만을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단지정의 ‘자순선무악’은 칠자지정(七 之

情)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감정이 순선무악으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합리

기의 정(情)은 ‘리발이기수지’의 구조 안에 있으므로 본래부터[自] 순선무악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정(情)의 진실을 사학(思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사단지

정이다. 정(情)에 한 감각이나 경험 는 상의 종합으로 정(情)을 사단(四

端)과 칠정(七情)으로 나 는 것이 아니다. 

정리 8.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의 칠자지정(七 之情)은 불사불학(不思

不學)이다.

32)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說. “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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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정(情)은 【정리 1에 의해】 합리기의 정(情)으로 존재한다. 이로부터 

칠자지정(七 之情)을 정의하는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에서 리기(理氣)는 

성(性)의 리기가 아니라 정(情)의 리기이다. 그 기 때문에 기발(氣發)의 기

(氣)는 정기(情氣)이고 리승(理乘)의 리(理)는 정리(情理)이다. 이 이 첫 번째

로 증명되어야 했다. 이를 근거로 기발(氣發)을 보면, 이것은 【정의 4에 의하여】 

뜻밖에 ‘리기 인과’의 필연성을 부정한다. 정리(情理)는 정기(情氣)를 낳아주는 

유일한 원인이고, 정기(情氣)는 정리(情理)로부터 낳아진 결과이다. 그 기 때문

에 정(情)의 리기를 인과의 필연성에서 보자면, 발(發)의 주어는 【정리 7의 보

충 2에 의해】 오직 정리(情理)이다. 정기(情氣)는 발(發)의 주어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이 이유에서 ‘기발(氣發)’은 리기(理氣)의 분언(分 )을 실패한 것이고, 

그 결과 합리기의 정(情)에서 리(理) 그 자체의 진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정리 5의 보충 1에 의하여】 정리(情理)라는 정(情) 그 자체의 진

실에 어두운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기발(氣發)은 【정의 8에 의하여】 사유가 아

니다. 즉 불사(不思)이다. 이미 불사(不思)라면, 리의 인식에 실패한 것이므로 

리를 실천하는 배움(學) 한 불사(不思) 안에서 필연 으로 불학(不學)이다. 

따라서 합리기의 정(情)을 ‘기발이리승지’로 설명하는 것은 【정리 6의 증명에 의

해서】 불사불학(不思不學)이다. 

 다른 증명   이 정리는 다음과 같은 증명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

다. 【정리 7의  다른 증명에 의하면】 합리기(合理氣)의 성정(性情)에서 사유

(思)는 오직 리발(理發)이며 배움(學)은 오직 리발기수(理發氣隨)이다. 퇴계가 

제시한 성학(聖學)의 연구 방법으로서 사여학(思 學) 안에는 오직 리발과 리발

기수만이 존재할 뿐 기발과 기발리승은 없다. 따라서 합리기로 존재하는 정(情)

에서 기발(氣發)은 불사(不思)이고, 정(情)에서 리기(理氣)의 필연성을 기발이

리승지(氣發而理乘之)로 설명하는 것은 【정의 9에 의하여】 불학(不學)이다.

주석   이제 우리는 칠자지정(七 之情)을 ‘역무유불선(亦無有不善)’으로 정

의33)한 퇴계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칠자지정의 ‘기발이리승지’는 불사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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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思不學)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리(情理)로부터 정기(情氣)’라는 정(情)이 자

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리기 인과의 필연성에 한 ‘인식의 오류’일 뿐이

다. 여기에서 보면, 퇴계의 ‘역무유불선(亦無有不善)’은 사단지정과  다른 형태

로서 칠자지정이 존재함을 정하고 그 정(情)도 선하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없

다. 왜냐하면 정(情)의 진실은 【정리 7의 주석에 의해】 오직 리발기수의 ‘사단지

정’이기 때문이다. 정(情)에 한 불사불학(不思不學)에도 불구하고 칠자지정의 

진실은 그것이 정(情)이라는 사실로부터 필연 으로 사단지정의 순선무악이다. 

그러므로 ‘역무유불선(亦無有不善)’은 비록 합리기 안에서 ‘리발기수’로 존재하는 

정(情)이 ‘기발리승’으로 잘못 이해되어도 그 역시 감정인 한에서 감정은 그 자

체로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따라서 ‘칠자지정’은 단지 감정 인식의 오

류를 지칭할 뿐이다.

보충   퇴계의 성학(聖學) 방법은 사여학(思 學)이다. 이에 근거하여 사단지

정(四端之情)의 리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는 성학의 방법 안에 있는 반면 칠자

지정(七 之情)의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는 성학의 방법 밖에 있다. 따라서 

성학의 방법에서 보자면, 퇴계의 성학은 사단지정의 ‘리발이기수지’로 요약된다.  

정리 9. 정(情)의 진실은 순수지선(純粹至善)이므로 불선(不善) 는 악(惡)

으로 존재하는 정(情)이 있다는 주장은 정(情)에 한 타당하지 않은 인식이다.

증명   정기(情氣)는 【정의 4에 의하여】 무한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무한하게 

새롭지만, 그 모든 정(情)은 【정리 7의 주석에 의해서】 원히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인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정리(情理) 안에 있다. 이러한 정(情)의 

필연성이 ‘리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이다. 그러므로 정(情)을 불선(不善) 

는 악(惡)으로 규정하는 오류의 가능성 는 정(情)에 근거한 행동이 뜻밖에 불

선(不善)이나 악(惡)으로 흐르는 오류의 가능성은 오직 정리(情理)의 명명백백

한 인식을 결여하는 불사불학(不思不學)의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에 있다. 

33)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說. “七 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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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기(合理氣)의 정(情)에 나아가 정리(情理) 그 자체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

는 사단지정은 으로 그 어떤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지 않는다. 필연 으

로 순선무악이다. 따라서 감정의 진실이 순수지선의 정리(情理) 안에 있다는 사

실을 불사불학(不思不學)하는 칠자지정만이 감정의 겉모습으로 감정의 불선 

는 악을 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순수지선의 감정을 오해하여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주석   이제 우리는 불선(不善)과 악(惡)에 한 퇴계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

반드시 리발이 분명하지 않아 ‘기에 가려진’ 이후 기로 흘러 불선이 됩니다. … 만

약 기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아니라서 자신의 ‘리를 멸’하는 것이 되어 올바르

지 않은 것이고 결국 악이 됩니다.34) 

‘엄어기’(掩於氣)는 합리기의 정(情)을 정기(情氣)만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오

류이다. ‘멸기리’(滅其理)는 합리기의 정(情)에 엄연히 존재하는 정리(情理)를 

부정하는 인식의 오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오류는 【정리 8의 증명에 의

해】 정리(情理)의 발(發)이 불사불학(不思不學)로 인해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았

을 때 발생한다. 즉, 【정리 9의 증명에 의해】 자순선무악(自純善無惡)의 정(情)

이 불선(不善)이나 악(惡)으로 오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情)의 진실은 원

히 리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의 자순선무악(自純善無惡)일 뿐이며, 불선(不

善)과 악(惡)은 정(情)의 사실이 아니라 정(情)에 한 인식의 오류 는 그 오

류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행 일 뿐이다.  

정리 10. 지경(持敬)은 리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로 존재하는 합리기(合理

氣)의 정(情)에 한 참다운 이해를 형성하는 사단지정(四端之情)의 사학(思學)

이다.  

34) �聖學十圖�, ｢第六 心統性情圖｣ 說. “必理發未遂, 而掩於氣, 然後流爲不善. … 若氣發不中, 

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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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합리기의 정(情)에서 리기는 【정리 7의 증명에 의해】 리발이기수지

(理發而氣隨之)의 필연성 안에 있다. 사단지정(四端之情)은 이 사실을 사유(思)

와 배움(學)으로 다시 확인하며 정(情)에 한 타당한 인식을 형성한다. 이처럼 

사유(思)가 확인한 정리(情理)의 필연성 안에서 정기(情氣)를 이해해 나아가는 

배움(學), 즉 이러한 사학(思學)은 【정의 10에 의하여】 ‘지경(持敬)’이다. 따라서 

정(情)을 ‘리발이기수지’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사단지정의 사여학(思 學)은 

【정의 10에 의하여】 지경(持敬)이다. 즉 합리기의 감정에 나아가 정리(情理)의 

사실을 사유하며 감정의 순수지선을 배우는 사학(思學)이 지경(持敬)이다. 

보충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 이다. 지경(持敬)은 사단지정이고, 

그 기 때문에 사단지정은 정(情)에 한 사학(思學)이다. 그러므로 지경(持敬)

은 정(情)의 원불변한 진실이 순수지선(純粹至善)일 수밖에 없다는 단 하나의 

사실 아래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드러나는 모든 정(情)이 필연 으로 

순수지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유[思]하며 배우는[學] 것이다.  

4. 부록

본 논고는 퇴계가 �성학십도�의 ｢차(箚)｣에서 성학(聖學)의 방법을 ‘사여학

(思 學)’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단지정(四端之情)과 칠자지

정(七 之情)이 과연 이 방법과 일치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를 해 본 논문

은 퇴계의 에 근거하여 10개의 정의(定義)와 1개의 공리(公理)를 세우고, 기

하학  질서의 필연성을 따라서 10개의 정리(定理)를 연역했다. 그 결과 ‘리발이

기수지(理發而氣隨之)’의 사단지정은 성학(聖學)의 사여학(思 學)으로 증명되

지만, 뜻밖에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의 칠자지정은 불사불학(不思不學)으

로 증명된다. 

이러한 기하학  결론에 근거하여 본 논고는 퇴계의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을 ‘감정 인식론’으로 이해한다. 퇴계의 사단·칠정은 도덕 으로 선한 감정(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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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덕 으로 정해지지 않은 감정(칠정)으로 설명될 수 없다. 는 이상 인 

감정(사단)과 실 인 감정(칠정)의 구분은 더더욱 아니다. 본 논고의 증명에 

의하면, 모든 감정은 리발기수(理發氣隨)로 요약되는 리기(理氣) 인과의 필연성 

안에서 합리기(合理氣)로 존재한다. 사단지정은 성학의 사여학(思 學)으로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할 뿐이다. 칠자지정은 단지 이 사실에 한 불사불학(不思不

學)일 뿐이다. 

본 논고의 증명은 퇴계의 사단칠정을 ‘감정 인식론’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이 주제를 도덕  가치의 우 35) 는 선악 구도36)로 설명하는 기존 연구와는 

근본 으로 다르다. 감정은 합리기(合理氣)로 존재하며, 여기에서 리기는 인과의 

필연성 안에 있다. 즉,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정기(情氣)는 원히 변하지 않

는 감정 그 자체의 사실로서 정리(情理)를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본래부터 가

지고 있고 오직 이 본성만을 따라서 존재한다.37) 그러므로 감정의 진실(眞實)은 

원성 그 자체로 리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이며, 이 

진실로부터 감정의 실(現實)-당 (當爲)-인식(認識) 모두가 ‘리발이기수지’의 

순수지선 안에 있다.38) 이러한 감정의 진실이 경(敬)이며, 이 진실을 향한 배움

이 지경(持敬)이다.39) 

이 결론은 지성사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정(情)의 진실을 합리기(合理氣)로 

밝힌 가운데 리기의 질서를 리발기수(理發氣隨)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퇴계의 

사단지정(四端之情)은 주자(朱子, 1130~1200)의 성리학(性理學)이 진일보한 결

과이다. 성리(性理)의 진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한에서 정리(情理)의 진

실은 기하학  질서의 필연성에 따라서 이성  사유가 확인하는 진리의 필연성

35) 고려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2009 �역주와 해설 성학십도�, 문서원, 245면.

36) 이 호, 2012 �성학십도�, 홍익출 사, 147면.

37) 성동권, 2019 앞의 논문, 209면.

38) 따라서 四端과 七情을 각각 도덕을 유발하는 기 와 실 인 감정으로 분류하는 것은 

본 논문의 기하학  정리에 근거하여 再 의 소지가 있다. 홍원식 외, 2019 �사단칠정론

으로 본 조선 성리학의 개�, 문서원, 40-41면. 

39) 성동권, 2016 ｢기하학  질서에 따라 증명된 퇴계 선생의 敬｣ �퇴계학논집� 19, 415면

(‘정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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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성리(性理)를 배우는 주자의 성리학은 필연 으로 정리(情理)를 배우는 

퇴계의 정리학(情理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 에서 우리는 퇴계

의 성학(聖學)이 얼마나 창조 인지 확인할 수 있다. 퇴계는 주자라는 거인의 

어깨 에 서서 주자의 성리학이 명쾌하게 드러내지 못한 감정의 진실을 환하게 

드러내 주었다. 우리는 퇴계의 정리학(情理學)에 근거하여 감정에 한 참다운 

인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끝으로 퇴계의 사단지정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  우리에게 얼

마나 유용한지 간단히 정리한다. 21세기 4차 산업 명에서 생명 연장은 더 이

상 헛된 꿈이 아니다. 그러나 생명 연장으로 야기되는 ‘거 한 권태감’ 등과 같

은 인간 감정의 문제40)는  다른 과제이다. 퇴계의 사단지정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인류가 설령 무한한 시간의 지속을 산다고 해도 

그 인류가 자신의 몸(性)으로 존재하는 한에서 몸(性)의 변용으로서 감정(情)은 

매순간 무한하게 새롭다. 이때 인류가 자기 생명의 무한한 지속 안에서 매순간 

새롭게 느끼는 자기의 감정에 나아가 사여학(思 學)을 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인류는 거 한 권태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새롭게 자기 감

정의 순수지선을 배우는 거 한 새로움으로 자신의 행복과 활력을 리게 된다. 

주제어 : 퇴계, 성학십도, 성학방법, 사여학(思 學), 불사불학(不思不學), 기

하학  질서, 사단, 칠정, 리발이기수지, 기발이리승지, 정리(情理), 

정기(情氣), 성리학(性理學), 정리학(情理學)

투고일(2021. 4. 30),  심사시작일(2021. 5. 6),  심사완료일(2021. 5. 21)

40)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9929; http://www.irobotnews.com/news/ 

articleView.html?idxno=7061; 이종 , 2015 ｢포스트휴먼을 향한 인간의 미래?｣ �Future 

Horizon�, 9면; 김 식, 2018 �4차 산업 명시  교육의 미래�, 학지사,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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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ur Feelings as Thinking and Learning’ and 

‘The Seven Feelings as Not Thinking and Learning’, 

Demonstrated in Geometric Order

Seong, Dongkwon *

41)

On the basis of Toegye’s presentation address in the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this paper discovered that the method of sage learning is ‘thinking(思)’ and ‘learning

(學).’ Thinking is the clear and distinct understand on the necessity of nature itself, i.e 

Li(理). Learning is the execution of the necessity of nature itself conceived by thinking. 

Since Toegye had summarized the method for the sage learning this paper analyzed 

whether the four feelings and the seven feelings, representing Toegye’s sage learning, 

matched this method. To this end, this paper established 10 definitions and 1 axiom 

based on Toegye’s writings, and deduced 10 theorems deduced from them as the 

necessity of geometric order. 

As a result, it is proved that the four feelings defined as ‘Lival-i-Kisuji(理發而氣隨

之)’ is coherent with the method of sage learning. ‘Lival(理發)’ is the clear thinking 

and learning of Li. However,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four feelings, the seven 

feelings defined as ‘Kival-i-Lisengji(氣發而理乘之)’ proved to be contrary to the method 

of sage learning. ‘Kival(氣發)’ is not the clear thinking and learning of Li. Therefore it 

is certain that the four feelings in Toegye’s sage learning is thinking and learning but 

the seven feelings is not thinking and learning.

Based on these geometric conclusions, this paper understands the theory for the four 

feelings and the seven feelings epitomized by Toegye’s sage learning as the feelings 

epistemology. That is why the four feelings and the seven feelings epitomized by 

Toegye’s sage learning cannot be explained by feelings(四端) that are morally good and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ross-Cultural Studies(Science of Feelings Major),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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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ings(七情) that are not morally determined. Furthermore,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ideal(四端) and realistic(七情) feelings.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all feelings exist in the necessity of Li-Ki

(理-氣) causality. In this necessity of Li-Ki(理-氣) causality, all feelings(情氣) exist with 

their own Li(情理) as the necessity of their own nature, and exist only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that nature. This way of understanding on feelings based on thinking and 

learning was encapsulated into ‘Lival-i-Kisuji(理發而氣隨之)’ by Toegye. In so far as 

we think and learn all feelings with this method all feelings are perfect and good in 

itself. Therefore it is the four feelings that thinks and learns all feelings by the method 

for the sage learning, but it is the seven feelings that does not think and learn all 

feelings in that manner.

As thinking and learning about feelings, the core of the four feelings is, above all, 

clearly and distinctly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feelings in the Li-Ki (理-氣) causality. 

All feelings(情氣) inherently have the necessity of one's own nature(情理), which exists 

only according to this nature. Based on the Li(理)-Ki(氣) necessity of feelings, this 

article defines Toegye’s four feelings(四端) as the science of feelings, i.e 情理學. 

Therefore, the truth of feelings, from eternity to eternity, is originally the four feelings 

explained by ‘Lival-i-Kisuji(理發而氣隨之).’

Key Words :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the four feelings(四端), the seven 

feelings(七情), geometric order, Lival-i-Kisuji(理發而氣隨之), Kival-i- 

Lisengji(氣發而理乘之), thinking(思), learning(學), the necessity of 

feelings’ own nature(情理), feelings(情氣), the science of feelings(情理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