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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栗谷의 ‘人心道心’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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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성리학에서의 ‘인심도심’설의 연원
조선성리학의 훌륭한 점은 바로 조선 유학자들이 주자학을 흡수하여 상당한 철학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학을 계승할 때도 심화와 진전이 있었고, 주자학을 해석할 때
도 창조적으로 전화시켜 스스로의 철학적 이론을 세울 수 있었다. 그 중 주자의 ‘인심도심’설을 
조선성리학자들은 중시하였으니, 멀리 중국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원래 ‘인심도심’설
은 尙書 ｢大禹謨｣의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오직 정 히 하고 한결같이 하여 그 
中을 잡는다”는 말에서 연원하고 있으며, 주자의 심도 있는 해석을 거쳐 유가의 道統論이 정립
되었고, 그것으로 불교와 노장사상을 비판하였으니, 이후 주자의 ‘인심도심’설은 중요한 理學의 
명제가 되었다. 그러나 주자의 ‘인심도심’설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 깊이에 관하여 송명이학에서
는 격렬한 토론이 제기되지는 않았었다. 오히려 明代 주자학자 羅整菴(欽順, 1465-1547)은 “도심
은 性이고 인심은 情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학설을 제안하여 조선유가의 관심과 비판을 일으켰
다. 중요한 유학자로는 李退溪(滉, 1501-1571), 奇高峰(大升, 1527-1572), 金河西(1510-1560), 李
一齋(恒, 1499-1576), 盧蘇齋(守愼, 1515-1590), 李栗谷(珥, 1536-1584)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인심도심’설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각자 자신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 이로부터 보건대,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 논변 이전에 이미 주자의 ‘인심도심’설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 주목을 받았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成牛溪(渾, 1535-1598)와 이율곡이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을 연관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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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인심도심’설은 비로소 하나의 주요한 철학적 논쟁이 되었고, ‘사칠논
변’처럼 분석이 미세한 데까지 미침으로써 조선성리학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면, 일찍이 曹南冥(植, 1501-1572)의 ｢解關西問(｣에서 李晦齋(彦迪, 
1491-1553)와 그의 아들 李全仁이 과부에 관한 程伊川(頤, 1033-1107)의 논의를 언급할 적에 ‘인
심도심’을 토론하였다. 이회재는 “그(이천)가 말하기를, ‘이목구비의 욕구는 사욕(私欲)이라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이목구비의 발현은 비록 성인이라도 역시 똑같다. 똑같은 천리이지만 불선으로 
흐른 후에 비로소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심과 도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形氣와 義
理의 사이에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욕이라고 하지 않고 인심이라고 한다”1)라고1)말하였다. 여
기서 이천의 ‘인심·인욕’2)과2)주자의 “인심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 인욕”3)이라는3)것은 같지 않으므
로, 조선의 유학자 사이에서 질의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회재가 의거한 것은 주자의 주장이었
다. 이어서 盧蘇齋는 오히려 주자의 “인심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 인욕”이라는 설에 대해 질의하
면서 “이미 私를 인심에 소속시키고 正을 도심에 소속시켰으므로 선악이 나뉘어졌다. 인심은 바
로 인욕이다”4)라고4)하였으니, 소재는 이천의 견해에 근거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소재는 이로부터 
주자의 ‘인심도심’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따라서 정암의 ‘인심도심’설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전향하였다. 그러나 정암의 설은 소재의 동의 외에는 다른 유학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엄격한 비
판을 받았다. 예를 들면, 一齋는 엄격하게 비판하며 말하기를, “정암은 성현의 心, 性, 情, 意, 體
用, 幾微의 妙用에 이르지 못하여, 도심을 체로 삼고 인심을 용으로 삼았으니 가소롭다”고 하였
다.5)5)아울러 말하기를, “정암 같은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천하 후세를 모두 잘못 
인도할 수 있으니 어떻게 성인 문하의 죄인이 아니겠는가?”6)라고6)하였다. 퇴계도 단언하기를, 
“｢困知記｣의 인심도심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7)고7)하면서, 정암이 “대원칙을 통찰하지8)못했다”8)
고 지적하였다. 河西는, 인심도심을 논한다면 “나정암의 체용설은 쫓아내야 한다”9)고9)하였으니, 

1) 曹植：南冥集, 卷2, ｢解關西問(｣, 37a면 : 其(伊川)曰耳目口鼻之欲是私欲者, 亦非也.耳目口鼻之發, 雖
聖人亦同.同一天理也, 流於不善而後方可謂之欲也, 但有人心, 道心之別者, 有形氣, 義理之間已. 故不曰人欲
曰人心. (韓國文集叢刊 第31輯, 서울, 景仁文化社, 1996年, 499면)

2) 河南程氏外書, 卷2, (程顥、程頤：二程集, 北京, 中華書局, 1981年, 364면)
3) 黎靖德 編：朱子語類(臺北：文津出版社, 1986年), 第7冊, 卷118, 2864 : 人心不全是人欲.
4) 盧守愼：蘇齋集, 內集下篇, ｢人心道心때｣, 1a, (韓國文集叢刊 第35輯, 375면) : 人心不全是人欲之說, 

認 爲旣以私屬人心, 以正屬道心, 善惡分矣, 人心便是人欲.
5) 李恒：一齋先生集, ｢與盧君書｣, 17b, (韓國文集叢刊 第28輯, 432면) : 整菴不達聖賢心性情意體用幾微

之妙用, 而以道心爲體, 以人心爲用, 可笑.
6) 같은 책, ｢(許參議書｣, 12b, (韓國文集叢刊 第28輯, 429면) : 若整菴者, 不特自欺而已, 能使天下後世, 

皆爲誤入, 豈非聖門之罪人也？
7) 李滉：退溪集Ⅱ, 卷26, ｢(鄭子中｣(丙寅), 18a, (韓國文集叢刊 第30輯, 113면) : ｢困知記｣ 人心道心

說, 分明謬誤.
8) 退溪集Ⅰ, 卷15, ｢(許太輝｣(乙丑), 2a, (韓國文集叢刊 第29輯, 384면) : 於大原處見未透.
9) 金麟厚：河西全集, 附錄 卷1, 宋時烈：｢神道碑銘｣, 25a, (韓國文集叢刊 第33輯, 276면) : 則黜羅氏(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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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말한 인심도심은 모두 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10)라고10)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사칠논변’
에서 퇴계와 입장이 대립되었던 고봉조차도 정암의 ‘인심도심’설을 “순자의 성악설에11)가깝다”11)고 
비판하였다. 정암에 대한 질책의 소리 가운데 율곡의 비판은 비교적 온건하다. 그는 퇴계의 ‘理
氣互發’설과 비교해 보면 정암은 인심도심을 체용으로 보았으므로 “비록 그 명칭의 의미는 잘못
되었지만 오히려 큰 근본에서는 심하게 잘못되지는 아니하였다”12)라고12)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정암의 ‘인심도심’설에 대하여 소재가 전면적으로 긍정한 것 외에는 퇴
계 등의 사람들은 모두 주자의 ‘인심도심’설을 논거로 삼아 정암을 엄중하게 배척하였으며, 율곡
은 비판적 계승의 태도를 취하였다. 그 가운데의 쟁점은 바로 ‘도심’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
다. 정암의 설을 반대한 유학자들의 말을 살펴보면, 주자가 제한한 인심과 도심은 모두 已發의 
마음이며, 이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었고 율곡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퇴계 등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도심은 “성명(性命)의 바름에 근원하는” 已發이다. 현대적인 서술로 말하자면, 도심이
란 바로 性과 理를 지각할 수 있고 도덕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실천주체이다. 그러나 정암과 소
재가 보았을 때 “도심은 性”이라는 것은 ‘도심’은 ‘未發’의 ‘大本’(體)임을 의미하며, 또한 도덕실천
의 기준으로서의 도덕법칙[性理]이다. 율곡의 ‘인심도심’설은 바로 이러한 사상적 범위 안에서 잉
태되어 나왔으며, 아울러 ‘사칠논변’ 중에서 ‘인심도심’설을 심화한 논변이 장력과 이론적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2. 이율곡 ‘인심도심’설의 문제의식
앞서 서술한 조선중기의 ‘인심도심’설의 사상적 배경을 명료하게 한다면, 우리가 이율곡의 ‘인

심도심’설이 겨냥한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율곡의 ｢연보｣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자면, 율곡은 37세에(명나라 穆宗 6년, 조선 선조 5년, 1572) 리기와 사단칠정 그리고 
인심도심에 대해 우계와 논하면서 9차례에 걸친 서신 왕복으로 퇴계와 고봉의 ‘사칠논변’을 다시 
제기하였다. 이것은 조선 성리학 역사상 두 번째의 ‘사칠논변’에 관한 중요한 논쟁이다. ｢연보｣
에서 지적하기를, “이 논변에서 율곡은 ‘명백하게 드러내었으며 간혹 선현들이 드러내지 못한 것

整菴)體用之說.
10) 같은 책, 附錄 卷3, ｢年譜｣, 38a／316면 : 聖人所謂人心道心, 蓋皆指動處而言.
11) 奇大升：高峰集 第1輯(서울：民族文化推進會, 1989年), 卷3, ｢(龜巖書｣, 82a／134면 : 近於荀子性惡

之說.
12) 李珥：栗谷全書Ⅰ, 卷10, ｢(成浩原｣壬申 , 9면 : 雖失其名義, 而却於大本上, 未至甚錯也.(韓國文集

叢刊 第44輯, 202면) 이후로 栗谷全書를 인용한 것은 韓國文集叢刊의 총면수를 직접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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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낸 것도 있고 또 ｢理氣詠｣과 ｢心性情圖｣도 있다’”13)고13)하였다. 10년 후 율곡은 47세 때
에(명나라 神宗 萬曆 10년, 조선 선조 15년, 1582）｢人心道心說｣14)을14)지어 올려 더욱 명확하게 
요점을 잡아 논술하였으나, 2년 후 율곡은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인심도심설｣은 율곡의 만년
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후 10년간의 견해를 자세히 해석해 보면, 현저한 차이도 없으
며 그 문제의식도 서로 동일하다. 그러면 율곡의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율곡은 ｢인심도심설｣에
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의 학자들이 선악이 기의 청탁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 그러므로 리발을 선
이라 하고 기발을 악이라고 하여 리기를 서로 분리되는 오류가 있게 되었으니, 이는 명확하지 못한 
이론이다.15)15)

이러한 논의에 앞서, 율곡은 “心, 性, 情”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 마음과 본성을 나누어 두 개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정과 의를 나
누어 두 갈래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 나는 그것을 매우 딱하게 여긴다. …… 성은 바로 심의 
리이고 정은 바로 심의 동이니, 정이 동한 뒤에 정을 인연하여 계교하는 것이 의가 된다. 그런데 
만약 심과 성을 나누어 둘로 하면 도와 기가 서로 떠날 수도 있을 것이며, 정과 의를 나누어 둘로 
하면 인심이 두 개의 근본이 있는 것이 된다.16)16)

율곡은 분명히 “심과 성은 두 用”(심과 성은 둘로 나뉜다)이라는 것과 “情과 意는 두 갈래”(정
과 의는 둘로 나뉜다)라고 지적한 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전자는 
理氣를 서로 분리시키고 후자는 심(사람의 마음)의 발용에 두 근본이 있게 하였다. 이 두 가지
의 문제는 퇴계와 우계의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에 대한 율곡의 이해이다. 퇴계와 고봉의 ‘사칠
논변’에서, 퇴계는 ‘성’에 ‘本然之性(理)’과 ‘氣質之性(氣)’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으므
로, ‘정’은 마땅히 ‘사단[理]’과 ‘칠정[氣]’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퇴계는 주장하기
를, “사단은 리가 발하는데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는데 리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17)라고17)하였다. 이것이 바로 ‘理氣互發’설이다. 우계는 주자의 ‘인심도심’설을 원용하여 퇴
13) 栗谷全書Ⅱ, 卷33, 附錄 一 ｢年譜｣, 35b, (韓國文集叢刊 第45輯, 293면) : 在此論辯中, 栗谷 明白發

越, 閒有發先賢所未發者, 又有｢理氣詠｣, ｢心性情圖｣.
14) 같은 책, 卷34, 附錄 二 ｢年譜｣, 23a／318면.
15) 栗谷全書Ⅰ, 卷14, ｢人心道心圖說｣, 6a／285면 : 今之學者, 不知善惡由於氣之淸濁, …… 故乃以理發者

爲善, 氣發者爲惡, 使理氣有相離之失, 此是未瑩之論也.
16) 같은 책, 卷14, ｢雜記｣, 33a‐b／299면 : 而今之學者, …… 分心性爲有二用, 分情意爲有二歧, 余甚苦之. 

…… 性是心之理也, 情是心之動也, 情動而後緣情計較者爲意. 若心性分二, 則道器可相離也. 情意分二, 則
人心有二本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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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설을 증명하였다. 우계는 주자의 ｢中庸章句序｣에서 말한, 도심은 “성명의 바름에 근원하고”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온다”는 것에 근거하여 도심과 인심을 理發과 氣發에 나누어 소
속시켰다. 이와 같이 ‘사단칠정’과 ‘도심인심’은 의미상 평행으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 ‘사단’과 
‘도심’은 모두 理發[理發而氣隨之]이고, ‘칠정’과 ‘인심’은 모두 氣發[氣發而理乘之]이다. 만약 “성이 
발하여 정이된다[性發爲情]”와 “심이 발하여 의가 된다[心發爲意]”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단과 칠
정의 연원은 각자 다르고[理發과 氣發], 도심과 인심 역시 그렇다. 율곡은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
고 반드시 리와 기는 서로 분리되며, 정에는 두 가지 정이 있으며, 심에는 두 가지 심이 있다는 
점을 도출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퇴계와 우계의 논점은 주자의 의미에 합치하고는 있지 
않으며,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두 근본을 분열한다는 데에 빠져 버렸다.

분명 주자의 ‘인심도심’설에 대한 율곡의 생각은 그 문제의식이 이미 정주학 내부(인심이 온전
하지 않은 것이 인욕이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자학에 대한 조선 유가의 이해를 겨냥한 것
이었다. 더욱 확실히 말하자면, 율곡은 주자의 리기, 사단칠정, 인심도심에 대한 퇴계와 우계의 
견해와 해석에 관하여 반드시 전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조선 중기의 성
리학자들이 주자학을 도입한 이후 이미 이차적인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
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율곡은 이전에 있었던 퇴계와 고봉의 논변에 매우 주목하였다. 그는 회
상하며 말하기를, “내가 강릉에 있을 때, 기명언이 퇴계와 함께 사단칠정을 논한 편지를 보았다. 
퇴계는 사단은 리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고 하였고, 명언은 사단칠정은 원래 두 개의 
정이 아니고 칠정 중의 리에서 발한 것이 사단이라고 하여, 왕복한 편지가 만여 글자나 되지만 
마침내 서로 맞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명언의 논리가 바로 나의 의견과18)일치한다”18)라고 하였
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하자면, 율곡은 고봉의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퇴
계의 “理氣互發”설에 반대하였다. 우계가 ‘인심도심’설을 퇴계의 ‘사단칠정 리기호발’설이라고 하
면서 변호하는 데 대하여, 율곡은 ‘사단칠정’과 ‘도심인심’을 평행하게 대응하는 두 가지의 논제로 
보았다. 비록 이와는 같지만, 어떻게 주자의 이기론으로 ‘사단칠정’과 ‘도심인심’을 사고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양쪽 각자의 입론의 출발점이다. 논문의 분량이 한정되었기에, 본고에서는 율곡의 
｢인심도심설｣을 분석하되, 직접적으로 율곡과 우계의 논쟁19)에19)관한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17) 退溪集Ⅱ, 卷36, ｢(李宏仲問目｣, 2a／310면 : 四端, 理發而氣隨之；七情, 氣發而理乘之.
18) 栗谷全書Ⅰ, 卷14, ｢論心性情｣, 32b／298면 : 余在江陵, 覽奇明彦與退溪論四端七情書. 退溪則以爲四端

發於理, 七情發於氣；明彦則以爲四端七情元非二情, 七情中之發於理者爲四端耳. 往復萬餘言, 終不相合. 
余曰：明彦之論, 正合我意.

19) 이러한 측면의 연구 성과는 매우 두드러지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참조할 만하다. 裴宗鎬, ｢栗谷의 四端
七情論과 人心道心說｣ (韓國儒學의 哲學的 展開, 서울, 延世大學出版部, 1985年, 48-96면；宋錫求, 
栗谷의 哲學思想 硏究(서울：螢雪出版社, 1987年)；李基鏞, 栗谷李珥의 人心道心論 硏究(서울：延
世大學哲學系博士論文, 1995年). 

    또 조선성리학사에서의 ‘인심도심’ 논쟁과 관련한 것으로는 다음을 참조할 만하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강좌 한국철학(講座韓國哲學)(서울: 예문서원, 2003年), 373-387면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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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율곡의 나정암에 대한 비판적 지지20)에20)관하여도 맞물리지 않으면서, 율곡이 어떻게 주자 
이기론으로 ‘인심도심’을 해석하였는지의 문제와 아울러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주자사상에 대한 
율곡의 계승과 변화를 드러낼 것이다.

3. 이율곡 ‘인심도심’설의 함의
상술한 바와 같이, 율곡의 ‘인심도심’설의 문제의식은 퇴계와 우계를 겨냥하여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설사 논점은 서로 어긋났지만 논변의 쌍방이 모두 주자의 ｢중용장구서｣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주자가 말한 “마음의 허령한 지각은 하나일 뿐이지만 인심과 도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혹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오기도 하고 혹은 성명의 바름에 근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각하는 것이 다르므로 혹은 위태롭고 불안하며, 혹은 미묘하여 알기 어렵다(心之虛靈知覺, 一
而已矣, 而以爲有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而所以爲知覺者不同, 
是以或危殆而不安, 或微妙而難見耳.)”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주자가 말한 이 구절의 중심은, 
마음은 ‘지각’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데, 인심과 도심이 모두 이발(已發)의 마음으로, 그 둘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오는 것”과 “성명의 바름에 근원하는 것”으로 구분된다는 데에 있다. 문
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우계(퇴계를 포함하여)는 율곡처럼 인심과 도심이 모두 이발의 마음
이라는 논점을 모두 받아들이지만,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오는 것”과 “성명의 바름에 근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쌍방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발의 마음은 단
지 氣發인가? 혹은 도심과 인심의 구별 때문에 理發과 氣發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는 데까지 
소급되고 있다.

원래 주자의 ‘인심도심’설은 ‘리발’과 ‘기발’의 논쟁에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퇴계와 고
봉의 사칠논변 이후, 퇴계는 이미 “인심과 도심은 칠정과 사단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견해와 “인
심은 칠정이고 도심은 사단”이라는 학설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퇴계가 ‘名實’의 측면에서 이 두 
개념의 함의와 범주가 다르고21)21)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는 있지만, 퇴계는 여전

보는 한국철학(論爭所見韓國哲學)(서울: 예문서원, 2006年), 181-204면. 중문 저작으로 참고할 만한 것
으로는 楊祖漢, ｢李栗谷、成牛溪「四端七情與人心道心」的論辯｣, 從當代儒學觀點看韓國儒學的重要論
爭(臺北：臺大出版中心, 2005年), 217-328면 : 李明輝, ｢李栗谷與成牛溪關於四端七情之辯論｣, 四端七
情─關於道德情感的比較哲學探討(臺北：臺大出版中心, 2005年), 261-316면 등이 있다.

20) 趙南浩, 羅欽順의 철학과 조선학자들의 논변(羅欽順哲學與朝鮮學者的論辯) 서울：서울대 철학과 박사
학위논문, 1999年, 64-75면 참고.

21) 退溪集Ⅱ, 卷37, ｢(李平叔 ｣, 27a-28a면╱343면. 퇴계는 ‘인심도심’과 ‘사단칠정’ 간에는 또한 다른 
점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퇴계의 이러한 관점은 진일보한 토론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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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잘 살펴 볼” 수 있다면 그 둘은 서로 통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퇴계는 주자의 ｢중
용장구서｣와 원대의 유학자인 許東陽(謙, 1270-1337)의 말을 근거로 하여,22)22)“인심은 칠정이고 
도심은 사단”이라는 견해를 증명하였다.23)23)이로부터 ｢중용장구서｣에서 말한 도심은 “성명의 바름
에 근원하고”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온다”는 것은 퇴계의 해석에서 “도심은 리에서 나
오고”(리발) “인심은 기에서 나온다”(기발)는 것이 되었다. 그 둘은 함께 하나의 마음에 있지만 
혹은 리가 발한 것이거나 혹은 기가 발한 것으로서 둘은 “서로 바탕이 되고 서로 발한다”. 이러
한 의미구조는 사실 “사단은 리에서 나오고” “칠정은 기에서 나온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하자면 ‘사단칠정’과 ‘도심인심’은 평행하게 대응하는 두 가지의 논제이다. 실제로 尹
絲淳이 말한 것처럼, 퇴계는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을 동등하게 보았으니, 이는 리기를 둘로 나누
는 기준에서 말한 것이다.24)24)우계는 율곡과 논쟁할 때 대체적으로 퇴계가 상술한 맥락을 견지하
였다.

그러나 율곡은 ‘사단칠정’과 ‘도심인심’이 평행하게 대응하는 관계임을 반대하였다. 간단히 말
하자면, 율곡의 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 명칭과 개념으로 말하자면,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고 
사단은 칠정 중의 선한 정이므로 사단과 칠정은 포함관계이다. 그리고 인심과 도심은 “상대적으
로 세워진 명칭”이다. 도심(리에서 지각)인 것은 인심(욕에서 지각)이 아니며, 반대로 해도 역시 
그러하므로 인심과 도심은 대립관계이다.25)25)둘째, 리기관계에서 말하자면, 사단은 리만 전적으로 
말한 것이고 칠정은 리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다. 도심은 리를 주로 하고 인심은 기를 주로 한
다. 이와 같이, 사단은 진실로 도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칠정은 인심과 동등하지 않다.26)26)셋

들면, 성혼이 중시한 것은 여전히 퇴계의 “칠정은 인심이고 사단은 도심”이라는 견해였다. 
22) 허동양은 “인심은 기에서 발하니 이목구비와 사지의 욕구 같은 것이 그것이다.…… 도심은 리에서 발하

니 측은, 수오, 사손, 시비의 사단 같은 것이 그것이다(人心發於氣, 如耳目口鼻四肢之欲是也. …… 道心
發於理, 如惻隱、羞惡、辭遜、是非之端是也)”라고 하였다. 許謙, 讀四書叢說, 卷2, 2b면에서 인용 
(文淵閣四庫全書(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6年), 經部, 第196冊, 559면에 수록되어 있다)

23) 退溪集Ⅱ, 卷37 ｢(李平叔｣, 頁27a 頁343。: 人心爲七情, 道心爲四端, 以｢中庸序｣朱子說及許東陽說之
類觀之, 二者之爲七情四端, 固無不可.

24) 尹絲淳, 退溪哲學의 硏究(서울：高麗大學校出版部, 1983年), 126면.
25) 율곡(栗谷)이 말하기를, “사단은 단지 칠정의 별명일 뿐이고, 칠정을 말하자면 사단이 그 안에 있는 것

이니, 인심과 도심이 상대적으로 이름지어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 대개 인심과 도심은 상대
적으로 이름 지은 것이니, 이미 도심이라고 하면 인심이 아니고, 이미 인심이라고 하면 도심이 아니니, 
그러므로 양변으로 규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四端只是善情之別名, 言七情則四端在其中矣, 非若人心道
心之相對立名也. …… 蓋人心道心, 相對立名. 旣曰道心, 則非人心. 旣曰人心, 則非道心.故可作兩邊說下
矣.)”라고 하였다. 栗谷全書Ⅰ, 卷10, ｢(成浩原｣(壬申), 7a／201면 인용. 

26) 栗谷이 말하기를, “또 사단을 주리라고 하는 것은 옳지만, 칠정을 주기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칠정은 리와 기를 포함하여 말한 것이므로 주기가 아닙니다. 인심과 도심에는 주리나 주기라고 하는 말
을 붙일 수 있지만, 사단과 칠정에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 그 이유는 사단은 칠정 가운데 있고 칠정
은 리와 기를 겸하기 때문입니다.(且四端謂之主理, 可也.七情謂之主氣, 則不可也.七情包理氣而言, 非主
氣也. 人心、道心, 可作主理、主氣之說, 四端七情則不可如此說.以四端在七情中, 而七情兼理氣故也.)”라
고 하였다. 栗谷全書Ⅰ, 卷10, ｢(成浩原｣(壬申), 7b‐8a／201‐202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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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사단칠정은 오직 “성이 발하여 정이 된다”는 것에 대한 말이나 도심인심은 ‘정’과 상관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심이 발하여 意가 된다”는 점을 말하므로 정과 의를 함께 포용하는 것
이다.27)27)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율곡은 ‘사단칠정’과 ‘도심인심’의 평행한 대응관계를 배제하고 ‘인
심도심’을 주자 이기론의 맥락에 두고 그 함의를 해석하였다.

1) 源一流二 : 人心主氣, 道心主理

율곡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인심도심설과 리기설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그 둘이 일관성을 지
니고 있으니, “리기설과 인심도심설은 모두 일관된다. 만약 인심도심에 대해 통찰하지 못한다면 
리기에 대해서도 통찰할 수 없다.”28)28)바꾸어 말하자면, ‘인심도심’설의 함의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주자의 리기론에 대한 상응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의 “사단은 리가 발하는데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는데 리가 그것을 타는 것(四端, 理發而氣隨之；七情, 氣
發而理乘之)”이라는 理氣互發說에 대하여 율곡은 전자는 반대하고 후자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퇴
계의 “리가 발하는데 기가 따른다는(理發氣隨)” 학설은 “미세하게 리기를 선후로 보는 문제를 지
니고 있어서” 리기가 離合한다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29)29)

그러므로 율곡은 퇴계가 ‘性理’를 잘못 이해하여 ‘大本’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30)30)이 대
본은 바로 “리기가 서로 떨어지 않는 妙”이다. 주자 리기론에 대한 율곡의 이해에 근거해 보자
면, ‘理發氣隨’와 ‘氣發理乘’의 두 길은 없고, 단지 ‘氣發理乘一途’만이 있을 뿐이다.31)31)그 논거는 
“리는 無形하고 기는 有形하므로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理通氣局). 리는 무위하고 기는 유
위하므로 기가 발하는데 리가 탄다”는 것이다.32)32)그러므로 율곡의 리기론은 理通氣局이고 氣發理
27) 栗谷이 말하기를, “대개 인심과 도심은 정과 의를 겸하여 말하는 것이고, 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

다. 칠정은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에 이 일곱 가지가 있다는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고, 사단은 칠정 
가운데서 그 선한 일변을 가려서 말한 것입니다. …… 또 정은 발하여 나온 그대로이고, 헤아리고 비교
해 보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니, 이는 본래 인심과 도심을 상대적으로 말한 것과도 같지 않습니
다.(蓋人心道心, 兼情意而言也, 不但指情也.七情則統言人心之動有此七者, 四端則就七情中擇其善一邊而言
也. …… 且情是發出恁地, 不及計較, 則又不如人心道心之相爲終始矣.)”라고 하였다. 栗谷全書Ⅰ, 卷9, 
｢(成浩原｣(壬申), 35a／194면 인용.

28) 栗谷全書Ⅰ, 卷10, ｢(成浩原｣, 11a／203면 : 理氣之說與之人心道心之說, 皆是一貫. 若人心道心未透, 
則是於理氣未透也.

29) 栗谷全書Ⅰ, 卷10, ｢(成浩原｣(壬申), 8a／202면 : 微有理氣先後之病.
30) 율곡이 말하기를, “정암의 오류는 명목상에 있지만 퇴계의 오류는 성리에 있으니 퇴계의 오류가 비교적 

중대하다(整菴之失, 在於名目上. 退溪之失, 在於性理上.退溪之失較重矣)”라고 하였다. 栗谷全書Ⅰ, 卷
10, ｢(成浩原｣, 13b／204면.

31) 율곡이 말하기를, “만약 기발리승일도가 아니라 리 역시 별도로 작용을 가진다고 한다면 리를 無爲라고 
말할 수 없다(若非氣發理乘一途, 而理亦別有作用, 則不可謂理無爲)”라고 하였다. 栗谷全書Ⅰ, 卷10, ｢
(成浩原｣, 27a／211면.

32) 栗谷全書Ⅰ, 卷10, ｢(成浩原｣, 26a／211면 : 理無形而氣有形, 故理通氣局；理無爲而氣有爲, 故氣發而
理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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乘이다. 이를 근거하여 알 수 있듯이, 율곡이 퇴계의 ‘理發氣隨’설을 반대한 이유는 바로 “리가 
활동하지 않는다(리는 무위하고 기는 유위하다: 理爲無而氣有爲)”는 것과 “리기는 떨어지지 않는
다(理氣不離)”는 두 가지의 핵심적 관점에 기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곡의 ‘인심도심’설은 
또한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관점에 합치시켜 논의를 세워야 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인심은 “형기
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고” 도심은 “성명의 바름에 근원한다”는 것에 대한 율곡의 이해와 해석을 
진일보하여 토론할 수 있게 되었다.

주자의 ‘或生’과 ‘或原’에 대한 율곡의 이해는 그의 리기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율곡
은 다음과 같이 논술하였다.

주자는 “마음의 허령지각은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 소위 “혹은 근원하며”, “혹은 생겨
나온다”는 말은 이미 발한 것을 보고 이론을 세운 것이다. 그 발한 것이 理義가 된다는 것은 그 까
닭을 추구해 볼 때 어디로부터 이런 理義의 마음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성명이 마음 속에 있는 데
서 연유했기 때문에 이런 도심이 있고, 그 발하는 것이 식색을 위한 것은 그 까닭을 추구해 볼 때 
어디로부터 이런 식색의 생각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혈기가 형체를 이룬 데서 연유했기 때문에 이
런 인심이 있다는 것이며, 리기호발설과 같이 혹은 리가 발하고, 혹은 기가 발하여 그 큰 근본을 
하나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대저 발하는 것은 氣이고, 발하는 까닭은 理이니,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리가 아니면 소발이 없다. “발하는 것은”에서 “소발”까지 23자는 성인이 다시 나와도 이 말
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선후도 없고 이합도 없으니 호발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인심과 도심은 
혹 형기로, 혹 도의로 나뉘어 그 근원은 비록 하나이나 그 말류는 이미 갈라졌으니, 이것을 양변으
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33)33)

｢人心道心圖說｣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심은 비록 기에서 떠나지 못하지만 그것이 발할 때는 도의를 위한 것이므로 성명에 속하게 하
고, 인심은 비록 또한 리에 근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발할 때에는 신체를 위한 것이므로 형기에 
속하게 했을 뿐이다. 마음 가운데에는 당초부터 두 마음이 없고 다만 발하는 곳에 도의를 위하고 
주체를 위하는 두 가지 단서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을 발하는 것은 기이지만 성명이 
아니면 도심은 발생하지 않고 인심을 근원하는 것은 리이지만 형기가 아니면 인심은 발생하지 않으
니, 이것이 바로 혹은 근원한다거나 혹은 생겨난다는 것, 공사의 차이가 있는 까닭이다.34)34)

33) 栗谷全書Ⅰ, 卷10, ｢(成浩原｣(壬申), 4b-5a／200면 : 朱子曰： “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 …… 其所
謂 ‘或原’·‘或生’者, 見其旣發而立論矣. 其發也爲理義, 則推究其故, 何從而有此理義之心乎？ 此由於性命
在心, 故有此道心也. 其發也爲食色, 則推究其故, 何從而有此食色之念乎, 此由於血氣成形, 故有此人心也
云爾. 非若互發之說 或理發或氣發而大本不一也. 大抵發之者, 氣也. 所以發者, 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
則無所發. 發之以下二十三字, 聖人復起, 不易斯言. 無先後、無離合, 不可謂互發也. 但人心、道心, 則或
爲形氣, 或爲道義, 其原雖一, 而其流旣岐, 固不可不分兩邊說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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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의 이해에 의하면, 이미 마음의 ‘허령지각’의 작용을 말하였다면 그 지각된 대상이 다름에 
따라 나누어 말한 인심과 도심은 명확히 모두 “이미 발한 것(旣發: 已發之後)”으로 논의를 세운 
것이다. 다시 율곡의 “리는 무위하고 기는 유위하다(理無爲而氣有爲)”는 것과 “氣發理乘一途”설에 
근거하자면, 인심과 도심의 발현은 모두 기의 작용에 속하며 “모두 기발이다.” ‘리’는 발현하는 
근거이므로 기발에 따라 표현되며 리는 본래 활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율곡이 견지한 논거
로서,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은 리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리가 아니면 발하
는 것(所發)이 없다(發之者, 氣也.所以發者, 理也.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 이러한 맥락에 
의한다면, ‘혹생’, ‘혹원’에 대한 율곡의 이해는 “그 까닭을 추론하는”(말단으로 말미암아 근본에 
나아가는) 역추론식 설명으로, “근본으로부터 말단에 나아가는” 발생론적 설명(리발이 도심이 되
고 기발이 인심이 된다)이 아니다. 분석하여 말하자면, 도심이 비록 기발(기에서 떨어지지 않음)
이 되더라도 理義로 표현하여 말하면 도심은 성리를 근거로 하여 발용된다고 역추론할 수 있다. 
마음은 성명의 리를 갖추고 있으므로 理義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만약 마음이 性理에 의하
여 발하지 않는다면 역시 도심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심을 발하는 것은 기이고, 성명이 
아니면 도심은 생겨나지 않는다(發道心者, 氣也, 而非性命則道心不生)”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측
면에서 말하자면, 도심은 마음이 성리를 지각하여 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바로 “기가 리에 
따라 발하는 것(氣順理而發)”이다. “혹은 성명의 바름에 근원한다”는 ‘근원함’은 ‘공허한 말’이고, 
정태적으로 도심의 발현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며, 도심이 ‘리’ 자체에서 말미암아 발용함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심도 기발이므로, 비록 소이연의 리(所以然之理)가 있
어서 기발의 근거가 되더라도, 식색으로 표현된다는 관념으로부터 말하자면 또한 인심이 발용할 
때 리가 기를 덮어서 형기에 의존하여 자연적 욕망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인심의 
발용 또한 성리를 근거로 함에도 불구하고, 인심의 발용을 주도하는 것은 형기의 구속이다. 만
약 형기의 교감이 없다면 역시 인심을 말할 수 없다. 이에 근거하여 “혹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난다”는 ‘생(生)’은 ‘실질적인 말’이다. 정태적으로 인심의 ‘근원’을 설명한 것을 제외하면, 여
전히 인심이 곧 ‘기’ 자체의 발용임을 의미한다. 율곡의 이러한 역추론식 증명에서, 인심도심은 
단지 한 마음의 지각의 두 종류의 표현일 뿐이다. 이것이 ‘둘로 흐른다(流二)’는 것이다. 그러나 
근원을 거슬러 논하자면, 인심과 도심은 모두 기발리승의 마음이며 리기는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고 그 발용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원은 없다. 이것이 ‘하나에 근원한다(源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율곡은 수차례 “인심도심에 두 근원이 없고(人心道心無二原)”35)35)“인심도심은 비록 이름은 
둘이지만 그 근원은 오직 한 마음이다(人心道心雖二名, 而其原則只是一心)”라고36)강조하였다.36)
34) 栗谷全書Ⅰ, 卷14, ｢人心道心圖說｣, 4b／284면 : 道心雖不離乎氣, 而其發也爲道義, 故屬之性命. 人心

雖亦本乎理, 而其發也爲口體, 故屬之形氣.方寸之中, 初無二心；只於發處, 有此二端. 故發道心者, 氣也, 
而非性命則 道心不生. 原人心者, 理也, 而非形氣則 人心不生. 此所以或原或生, 公私之異者也.

35) 栗谷全書Ⅰ, 卷10, ｢(成浩原｣, 11a／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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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의 ‘혹생’, ‘혹원’에 대한 역추론식 증명으로부터, 인심과 도심이 마땅히 “하나에 근원하여 
둘로 흐른다(源一流二)”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진일보한 논증이 바로 “인심은 
기를 주로 하고(人心主氣)” “도심은 리를 주로 한다(道心主理)는 것이다. 율곡은 이 의미를 명백
히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심과 도심이 모두 기발이지만 기가 본연의 리에 순한 것이 있으면, 기도 역시 본연의 기이므
로 리가 그 본연의 기를 타고서 도심이 되는 것이고, 기가 본연의 리에서 변한 것이 있으면 역시 
본연의 기에서도 변하므로 리도 역시 그 변한 바의 기를 타고서 인심이 되어 혹은 지나치기도 하고 
혹은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혹은 겨우 발하는 처음에 이미 도심이 그것을 재제하여 과불급이 없게 
하기도 하고 혹은 과불급이 있은 뒤에 도심이 역시 재제하여 중으로 지향하게 하기도 한다. 기가 
본연지리에 순하는 것은 본래 기발이지만 기가 리에게 명령을 들으므로, 그 중한 쪽이 리에 있어서 
주리로 말하고, 기가 본연지리에서 변한 것은 본래 리에 근원하였으나 이미 기의 본연이 아니니, 
리에게 명령을 듣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중한 쪽이 기에 있어서 주기로 말한다.37)37)

이미 인심과 도심이 모두 기발라면 이 두 가지의 기발은 차이가 있는가? 율곡의 이해에 의하
면, 도심은 곧 본연지기가 본연지리에 순하여 발하였으니(발용) 또한 기가 리의 명령을 들어서 
리가 기의 가리는 바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리는 곧 본연의 기를 타서 발
하므로(발현, 표현) 도심은 이 천리에 순하여 선함만 있고 악은 없으므로 ‘주리’라고 말할 수 있
다. 그러나 인심이 말하는 기발은 이미 본연지기(본연지리에서 변한 것)가 아니며 본연지기가 아
니어서 청탁이 있다. 그러므로 리가 변한 기를 타고 발하므로 반드시 과불급이 있으니 인심은 
바로 선악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심의 기발은 진실로 기가 리로부터 명령을 듣지 않는 것
을 가리키며 리가 기를 가리는 것이 되므로 ‘주기’라고 말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기발’의 측면
으로부터 말하자면 인심과 도심의 기발은 그 차별점이 ‘기’가 ‘리’의 명령을 듣는가 아닌가에 달
려 있다. 만약 ‘리승’의 관점으로부터 말하자면 그 차별점은 ‘리’가 ‘기’를 가리는가 아닌가에 있
다.38)38)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道心主理’와 ‘人心主氣’의 구별을 설명하기 위하여 율곡은 주자의 
36) 栗谷全書Ⅰ, 卷10, ｢(成浩原｣(壬申), 4b／200면.
37) 栗谷全書Ⅰ, 卷10, ｢(成浩原｣, 28a-b／212면 : 人心道心, 俱是氣發. 而氣有順乎本然之理者, 則氣亦是

本然之氣也, 故理乘其本然之氣 而爲道心焉. 氣有變乎本然之理者, 則亦變乎本然之氣也, 故理亦乘其所變
之氣 而爲人心, 而或過或不及焉. 或於纔發之初, 已有道心宰制, 而不使之過不及者焉. 或於有過有不及之
後, 道心亦宰制而使趨於中者焉. 氣順乎本然之理者, 固是氣發, 而氣聽命於理, 故所重在理 而以主理言. 氣
變乎本然之理者, 固是原於理而已, 非氣之本然, 則不可謂聽命於理也, 故所重在氣 而以主氣言.

38) 율곡이 말하기, “인심과 도심은 모두 성에서 발하는데 기의 가리는 바가 되면 인심이고 기가 가리는 바가 
되지 않는 것은 도심이다(人心道心 皆發於性, 而爲氣所揜者爲人心, 不爲氣所揜者爲道心)”라고 하였다. 
栗谷全書Ⅰ, 卷9, ｢(成浩原｣(壬申), 36b／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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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말을 탄다(人乘馬)”는 비유를 “말이 사람의 뜻을 따른다(馬從人意)”와 “사람이 말의 발을 
믿는다(人信馬足)”는 말로 바꾸었다.

또 사람이 말을 탄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사람은 성이고 말은 기질이니 말의 성질이 혹은 양순
하기도 하고 불순하기도 한 것은 기품의 청탁수박이 다른 것과 같은 것이다. 문을 나설 때 혹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혹 사람이 말의 다리만 믿고(‘信’은 ‘任’과 같은 뜻이나 약간 
다르다. 대개 ‘任’은 알고서 일부러 맡기는 것이고 ‘信’은 알지 못하면서 맡기는 것이다) 그대로 나가
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은 사람이 주가 되니 곧 도심이고, 사람이 말
의 다리만 믿고 그대로 나가는 것은 말이 주가 되니 곧 인심이다. 문 앞의 길은 사물의 마땅히 행
해야 할 길이다. 사람이 말을 타고 문을 나서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말의 다리를 믿을지 말이 사
람의 뜻을 따를지 다 같이 그 단서를 볼 수 없으니, 이것은 인심과 도심이 본래는 아무 상대적인 
묘맥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인(聖人)의 혈기도 다른 사람들과 같다. 배고플 때 먹고 싶으며, 목마를 
때 마시고 싶으며, 추울 때 입고 싶으며, 가려울 때 긁고 싶은 것은 역시 피할 수 없으므로 성인에
게도 인심이 없을 수 없다. 비유하자면, 마치 말의 성질이 비록 매우 온순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간
혹 사람이 말의 다리만 믿고 문을 나설 때가 없겠는가. 다만 말이 사람의 뜻을 순종하여 견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이는 성인의 마음이 하려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 경
우로서, 인심 또한 도심인 것과 같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기품이 불순하여, 인심이 발할 때에 도
심으로 이를 주재하지 못하니 흘러서 악이 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말의 다리만 믿고 문을 
나서고, 그리고 또 견제하지 않으면 말이 제멋대로 가서 바른 길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순하지 않은 말은 사람이 비록 견제해도 계속 날뛰어서 반드시 가시밭 사이로 달아나
니, 이것은 기품이 탁하고 잡박하여 인심이 주가 되고 도심이 가리워진 것과 같다. 말의 성질이 이
와 같이 순하지 않으면 늘 날뛰어서 조금도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없으니, 이것은 마음이 어둡고 어
지러워 대본이 서지 못한 것과 같다. 비록 순하지 않은 말이라도 다행히 가만히 서있으면 그 가만
히 서있을 때만은 양순한 말과 다름이 없으니, 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어지러워 중체가 비록 
서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행히 미발할 때가 있으면 이 순간은 그 담연한 본체가 성인과 다름이 없
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유를 해보면 인심, 도심, 주리, 주기의 설을 어떻게 명백하고 쉽게 알 
수 없겠는가.39)39)

39) 栗谷全書Ⅰ, 卷10, ｢(成浩原｣, 28b‐29a／212면 : 且以人乘馬喩之, 則人則性也, 馬則氣質也. 馬之性, 
或馴良或不順者, 氣稟淸濁粹駁之殊也. 出門之時, 或有馬從人意而出者, 或有人信‘信’字與‘任’字, 同意而微
不同. 蓋‘任’字, 知之而故任之也；‘信’字, 不知而任之也. 馬足而出者. 馬從人意而出者, 屬之人, 乃道心也. 
人信馬足而出者, 屬之馬, 乃人心也. 門前之路, 事物當行之路也. 人乘馬而未出門之時, 人信馬足, 馬從人
意, 俱無端倪, 此則人心、道心本無相對之苗脈也. 聖人之血氣, 與人同耳. 飢欲食、渴欲飮、寒欲衣、癢
欲搔, 亦所不免, 故聖人不能無人心. 譬如馬性雖極馴, 豈無或有人信馬足而出門之時乎？但馬順人意, 不待
牽制, 而自由正路, 此則聖人之從心所欲, 而人心亦道心者也. 他人則氣稟不純, 人心之發而不以道心主之, 
則流而爲惡矣. 譬如人信馬足出門, 而又不牽制, 則馬任意而行, 不由正路矣. 其中最不馴之馬, 人雖牽制, 
而騰躍不已, 必奔走于荒榛荊棘之閒, 此則氣稟濁駁, 而人心爲主, 道心爲所掩蔽者也. 馬性如是不馴, 則每
每騰躍, 未嘗少有靜立之時, 此則心中昏昧雜擾, 而大本不立者也. 雖不馴之馬, 幸而靜立, 則當其靜立之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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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은 “사람이 말을 타는” 것을 가지고 “성[理]이 기를 타는” 것에 비유하고, 그것으로 다시 
“말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지고 “도심이 리를 주로 하는 것”에, “사람이 말의 발을 믿는 
것”을 가지고 “인심이 기를 주로 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 비유는 몇 개의 단계를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 우선, 율곡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성은 마음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리이며, “리는 
무위하고 기는 유위하다”는 기본 입장으로부터 말하자면, 활동하지 않는 리는 반드시 활동할 수 
있는 기에 의지하여 드러난다. 그러므로 성인이나 범인을 막론하고 존재 혹은 행위는 모두 “사
람이 말을 타는” 비유에 적용된다. 또한 율곡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사람이 말을 타는”(리가 기
를 타는) 비유의 핵심은 “기가 발하는데 리가 탄다(氣發理乘)”는 것이다. 율곡의 “성과 심과 정과 
의는 단지 하나의 길로서 각각 경계를 지니고 있다”는 심성론에 근거하자면, “마음의 未發이 성
이 되고 已發이 정이 되며, 발한 후의 사고가 의가 된다.”40)40)그러므로 “마음은 미발과 이발을 총
괄하는 이름이다”41)라고41)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자면, 율곡은 서로 다른 맥락으로 
서로 다른 표현을 하였으니, 예를 들면, ‘성’은 인심과 도심의 “발하는 소이(所以發)”의 근거가 된
다는 점으로부터 “인심과 도심은 모두 성에서 발한다”42)고42)하였으며, “마음의 움직임이 정이 된
다(心動爲情)”는 각도에서 “정의 발현은 도의를 위하여 발하는 것이 있으니, …… 이것을 도심이
라고 하고, 육체를 위하여 발하는 것이 있으니 …… 이것을 인심이라고 한다”43)고43)하였고, 또한 
“정에 연유하여 사유하는” ‘意’로부터 “인심과 도심은 정과 의를 통괄하여 말한44)것이다”44)라고 하
였다. 이 때문에 “사람이 말을 타고” 아직 문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바로 마음의 미발의 
때로 성인과 범인이 모두 성리를 갖추고 있어서, 설사 마음이 이미 발할(已發) 즈음 인심이 도
심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라도 성리는 여전히 존재하며 단지 드러날 수 없을 뿐이다. 그 다음으
로 “사람이 말을 타고” 문밖으로 나갔을 때, 사람이 반드시 말의 발에 의지하여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단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는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말의 발을 믿고” 가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마음이 이
발의 때를 의미하므로, 기가 리에 순종하여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가 리에 순종하지 않아 
멋대로 하는 것이다. 전자는 바로 리에 복종하는(리에 주로 하는) 도심이고 후자는 리에 어긋난

與馴良之馬無異, 此則衆人之心. 昏昧雜擾, 中體雖不立, 幸有未發之時, 則此刻之閒, 湛然之體, 與聖人不
異者也. 如此取喩, 則人心道心主理主氣之說, 豈不明白易知乎？

40) 栗谷全書Ⅰ, 卷14, ｢雜記｣, 32b／299면 : 心之未發爲性, 已發爲情, 發後商量爲意.
41) 栗谷全書Ⅰ, 卷14, ｢人心道心圖說｣, 4a／284면 : 心是未發已發之摠名.
42) 栗谷全書Ⅰ, 卷9, ｢(成浩原｣壬申, 36b／195면 : 人心道心皆發於性.
43) 栗谷全書Ⅰ, 卷14, ｢人心道心圖說｣, 4a／284면 : 情之發也, 有爲道義而發者, …… 此則謂之道心.有爲

口體而發者, …… 此則謂之人心.
44) 율곡은, “마음이 처음 움직인 것이 정이 되고, 이 정에 근원하여 사고하는 것이 의가 된다. 성인 다시 

나와도 이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인심과 도심은 정과 의를 통괄하여 말한 것이다(心之初動者爲情, 
原是情而商量者爲意, 聖人復起, 不易斯言矣.人心道心, 通情意而言者也)”라고 하였다. 栗谷全書Ⅰ, 卷
12, ｢(安應休｣, 23a／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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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주로 하는) 인심이다. 각도를 바꾸어 말하자면, 기의 발용이 리를 가로막지 않고 드러난다
면 도심이 리를 주로 하는 것이고, 만약 기의 발용이 리를 가로막아 드러난다면 인심이 기를 주
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已發의 마음이 도심 혹은 인심이 되는 것은, 기가 
혹은 온전한(혹은 맑은), 혹은 치우친(혹은 탁한) 발용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율곡은 더 나아
가 성인과 범인의 마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였다. 율곡은 주자의 “비록 매우 지혜로운 사람도 
인심이 없을 수 없으며 매우 어리석은 사람도 도심이 없을 수 없다(雖上智不能無人心, 雖下愚不
能無道心)”는 논술을 고려하였으므로, 성인의 인심이란 비록 “사람이 말의 발을 믿을지라도” 말
의 성품이 순하기 때문에 사람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므로 또한 “말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
이라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성인의 인심은 또한 도심이다. 상대적으로 사람
들의 마음은 기품이 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발의 마음이 쉽게 기품이 시키는 대로 하여 리에 순
종하여 발하기가 어렵다. 마치 사람이 말의 발을 믿어서 말의 성을 견제할 수 없으니 결국 말이 
멋대로 가서 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사람이 말의 발에 따라 내달려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인심이 주가 되어 도심이 완전히 가리워져 리가 드러날 수 없고 악으로 흘러 인욕
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의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는 것”과 사람들의 “인심이 도심의 명
령을 듣지 않는 것”의 대비에 따라 분명하게 도심은 리를 주로 하고 인심을 기를 주로 한다는 
설을 설명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람들의 인심의 발용은 도심의 절제 가능성을 배제하
지 않는다. 예를 들면, 먹어야 할 때 먹고 입어야 할 때 입는 것도 역시 천리의 표현이며, 이것
이 바로 율곡이 말한 “인심 또한 도심이다(人心亦爲道心)”라는 것이다.

총괄하자면, “사람이 말을 타는 것”과 관련된 “말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 “사람이 말의 발
을 믿는 것”의 비유로부터, 율곡 이기론과 “인심도심”설의 일관성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율곡
은 재차 설명하기를, “기발리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과 ‘或原’, ‘或生’, ‘사람이 말의 발을 믿고 
말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人信馬足, 馬從人意)’ 설은 모두 관통될 수 있다. …… 대개 기발리승
일도설(蓋氣發理乘一途說)은 근본을 유추하는 논의이고, ‘혹원, 혹생’과 ‘인신마족, 마종인의’의 설
은 연유하여 나온 논의이다”45)라고45)하고 있다.

2) 人心道心相爲終始說

율곡의 ‘人心道心’설은 위의 설명을 통하여 제시된 ‘源一流二’, ‘道心主理’, ‘人心主氣’ 등 이외에
도, 마음으로부터 재단[心裁]한다는 별도의 관점으로부터 ‘人心道心相爲終始’설이라는 특색 있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설은 우계와 논변한 첫 번째 편지글에 보이며, 율곡은 다음과 같이 
45) 栗谷全書Ⅰ, 卷10, ｢(成浩原｣, 27b／211면 : 氣發理乘一途之說, 與或原·或生·人信馬足·馬從人意

之說, 皆可通貫. …… 蓋氣發理乘一途之說, 推本之論也；或原·或生·人信馬足·馬從人意之說, 沿流之
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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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다.

마음은 하나인데, 道(心)라고도 하고 人(心)이라고도 하는 것은 性命과 形氣의 구별이다. 情은 하
나인데, 四(端)라고도 하고 七(情)이라고도 하는 것은 오로지 理만 말하는 것과 氣를 겸하여 말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心과 道心은 서로 겸할 수 없으나 서로 처음과 끝이 된다. 
…… 인심과 도심이 서로 처음과 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사람의 마음이 性
命의 바른 데서 바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혹 이에 순하여 (善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私
意가 섞일 수 있다. 그런즉 이것은 처음에는 도심이었다가 끝에는 인심으로 마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혹 形氣에서 나왔더라도 그것이 바른 이치에 거스리지 않는다면 진실로 도심에 어긋나지 
않는다. 혹 바른 이치에 거스리지만 그른 줄을 알고 제재하여 그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처음에는 인심이었다가 끝에는 도심으로 마치는 것이다.46)46)

그리고 그의 만년의 ｢人心道心圖說｣에도 또한 이와 유사한 논술이 있다.

도심은 순수한 천리이므로 선만이 있고 악은 없다. 인심은 천리도 있고 인욕도 있으므로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예를 들면, 마땅히 밥을 먹어야 할 때 먹는 것이나, 마땅히 옷을 입어야 할 때 입
는 것은 聖賢이라도 면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은 천리이다. 食色의 생각으로 인하여 흘러서 악이 
되는 것은 인욕이다. 도심은 다만 지키기만 하면 그만일 뿐이다. 인심은 인욕에 흘러들어가기가 쉬
우므로 비록 善하다고 하더라도 또한 위태롭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한 생각이 발하는 즈음에 
그것이 도심인 줄을 알면 곧 넓혀서 충실히 하고, 그것이 인심인 줄을 알면 곧 정 하게 성찰하여 
반드시 도심으로 절제하고 인심은 항상 도심의 명령을 듣도록 하면 인심 또한 도심이 될47)것이다.47)

인용된 앞 단락의 문장을 살펴보면, 율곡은 도덕실천의 과정에 있어서 인심과 도심의 상호 전
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뒤 단락의 인용된 문장을 살펴보면, 율곡이 중시한 것은 “인심 
또한 도심이 된다(人心亦爲道心)”라는 말의 의미에 있으니, 이러한 말의 의미 또한 주자의 논설 
가운데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필자는, 율곡의 ‘人心道心相爲終始’설은 주자의 “人心亦
化爲道心”으로부터 연유한 듯하며, 여기에 牛溪와의 논변이라는 과정이 더해져 이 설이 촉발되어 
46) 栗谷全書Ⅰ, 卷9, ｢(成浩原｣(壬申), 頁34b-35a／頁194。: 心一也, 而謂之道、謂之人者, 性命、形氣之

別也。情一也, 而或曰四、或曰七者, 專言理、兼言氣之不同也。是故人心道心不能相兼, 而相爲終始
焉。…… 人心道心相爲終始者, 何謂也？ 今人之心, 直出於性命之正, 而或不能順而遂之, 閒之以私意。則
是始以道心, 而終以人心也。或出於形氣, 而不咈乎正理, 則固不違於道心矣。或咈乎正理, 而知非制伏, 不
從其欲。則是始以人心, 而終以道心也。

47) 栗谷全書Ⅰ, 卷14, ｢人心道心圖說｣, 頁4b-5a／頁284-285。: 道心, 純是天理, 故有善而無惡。人心, 
也有天理, 也有人欲, 故有善有惡。如當食而食, 當衣而衣, 聖賢所不免, 此則天理也。因食色之念而流而爲
惡者, 此則人欲也。道心, 只可守之而已。人心, 易流於人欲, 故雖善亦危。治心者, 於一念之發, 知其爲道
心, 則擴而充之；知其爲人心, 則精而察之, 必以道心節制, 而人心常聽命於道心, 則人心亦爲道心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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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사실, 주자의 ‘道心爲主, 人心聽命’이라는 논법에는 ‘인심은 도심으로 전화될 수 있다(人心可以

轉化爲道心)’라는 관점이 함유되어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주자는 “人心道心의 설이 매우 좋으
니, 대개 도심을 위주로 하면 인심 또한 변화하여 도심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鄕黨｣에서 
말하는 飮食衣服은 본래 인심의 발현이지만, 그러나 성인의 신분이라면 모두48)도심이다”48)라고 하
였고, 또한 “인심은 다만 그쪽의 利害情欲의 사사로움에서 나타나며, 도심은 다만 이쪽의 도리의 
公적인 데서 나타난다. 도심이 있으면 인심이 절제되기 때문에 인심은 도심이 된다”49)라고49)하였
다. 그러나 주자가 말한 “비록 上智라도 인심이 없을 수 없으며, 비록 下愚라도 도심이 없을 수 
없다(雖上智不能無人心, 雖下愚不能無道心)”라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인심은 없을 수 없으며 또한 
제거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인심과 도심은 하나의 마음에 병존하고는 있으나 결코 대립적인 모순
적 개념이 아닌 주종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주자가 말한 “인심 또한 변화하여 도심
이 된다.(人心亦化爲道心)”라는 말의 의미는 결코 ‘인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심이 
항상 도심의 명령을 듣는다(人心常聽命於道心; 道心爲主, 人心聽命)”라는 데에 있다. 인심이 완전
히 이치에 순응하여 작용하는 것이 바로 道心爲主이니, 이와 같다면 인심은 천리로 표현되므로 
도심이 천리가 된다는 것과 구별이 없는 것 같이 된다. 상대적으로 비록 ‘道心爲主’한다고는 하
지만, 만일 견고하게 지킬 수 없으면 또한 주종관계의 위치가 바뀌어 ‘人心爲主’로 옮겨질 수 있
으며, 性理가 드러날 수도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道心亦爲人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자가 말한 “人心亦化爲道心”이라는 것은 실제로 마음이 발용할 때에 어떤 것이 주재자가 되는
지를 말하는 것으로, 만일 도심이 주재하게 되면 인심 또한 도심이 되지만, 만일 인심이 주재하
게 되면 도심 또한 인심이 된다는 것이다. 주자는 결코 논리적인 측면에서 인심과 도심이 대립
하여 병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설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는 처음부터 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위에서 서술된 주자의 ‘人心亦化爲道心’의 의미를 근거로 하여 보자면, 주자는 또한 “인심의 
측면에서 수렴하면 도심이 되고, 도심의 측면에서 풀어놓으면 인심이 된다”50)라고50)하였으니, 주
자의 이 말은 율곡의 ‘人心道心相爲終始’설의 선하가 되는 듯하다. 그러나 문장상에서 말하자면, 
(율곡의) 이러한 진술은 분명 인심과 도심의 대립과 모순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것과 주자의 
“인심은 없을 수 없다(人心不可無)”라는 견해는 서로 저촉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자의 

48) 朱熹 撰, 陳俊民 校訂：朱子文集(臺北：財團法人德富文敎基金會, 2000年), 第5冊, 卷51, ｢(黃子耕別
紙｣ 九, 頁2366。: 人心道心之說甚善, 蓋以道心爲主, 則人心亦化爲道心矣。如鄕黨所說飮食衣服, 本是人
心之發, 然在聖人分上, 則渾是道心.

49) 朱子語類, 第5冊, 卷78, 頁2011。: 人心只見得那邊利害情欲之私, 道心只見這邊道理之公。有道心, 則人
心爲所節制, 人心皆道心也。

50) 朱子語類, 第5冊, 卷78, 頁2012。: 自人心而收之, 則是道心；自道心而放之, 便是人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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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단지 마음의 표현이 천리 혹은 인욕이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인심의 측면에서 수렴하면 도심이 된다(自人心而收之, 則是道心)”라는 것은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게 되면 천리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며, “도심의 측면에서 풀어놓으면 인심이 된다(自
道心而放之, 便是人心)”라는 것은 도심이 주재하지 않으면 인욕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사고방식을 율곡의 ‘人心道心相爲終始’설과 대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율곡의 ‘人心道心相爲終始’설은 논리상에서 반드시 인심과 도심의 모순과 대립을 가정하
고 있기 때문에, 율곡은 우선적으로 “인심과 도심은 서로 겸할 수 없다(人心道心不能相兼)”라는 
점을 말해야만 했다. 율곡의 ‘七情包四端’의 포함 관계를 대비하여 살펴본다면, ‘人心主氣’와 ‘道心
主理’는 개념상에 있어서 대립과 모순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율곡은 “인심과 도심은 상대적으
로 이름 붙인 것이다. 이미 도심이라고 하면 인심이 아니며, 이미 인심이라고 하면 도심이 아니
다. 그러므로 양 쪽으로 규정을 내릴 수 있다”51)라고51)하였다. 그 다음으로, 율곡의 ‘氣發理乘一途’
로 살펴보자면, 인신과 도심은 氣發인데, 道心은 理를 따르므로 主理이나 인심은 理를 따르지 않
으므로 主氣이다. 그러므로 같은 하나의 지각이라는 마음이 발용에 있어서 (意)를 헤아리고 측량
하는 것은 도심이 주가 아니며 인심이 주가 된다. 그 반대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를 근거로 
하자면, 인심과 도심은 단지 하나의 마음이 主理냐 主氣냐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 발용된다. 그
러므로 인심과 도심은 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율곡의 ‘人心道心相爲終始’
설의 설명에서 살펴보자면, 주요한 것은 실제의 도덕 실천을 묘술하는 경험 가운데 사람은 위로 
향상하는가 아니면 아래로 가라앉는가의 두 가지 결정과 선택을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리의 드러남과 인욕이 가라않음이라는 것과 상관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終始’라는 말은 도덕 
실천에 있어서의 하나의 歷程(process)을 의미하며, 또한 변화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어떤 종류
의 已發之心은 의리의 도심에 근원한다. 그러므로 性理를 따를 수 있게 되지만, 견고하게 지키
지 못하게 되면 私意의 이끌림을 절제할 수 없게 되어 드디어는 주객이 도치되어 위치가 바뀌게 
되어 인심이 주가 되고 性理는 드러날 수 없어서 人欲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율곡이 말한 ‘始
以道心, 終以人心’이다. 그러나 더욱 타당한 진술을 하자면, 처음에는 도심이 주가 되며 마지막에
는 인심이 주가 된다고 하거나, 혹은 처음은 도심이 되나 마지막에는 인심이 된다고 해야 할 것
이다. 그 밖의 다른 정황의 已發之心은 口體의 人心에 근원하며 그 發用이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으니, 율곡이 말한 “인심에는 천리도 있고 인욕도 있으므로 선도 있고 악도 있다(人心, 也有天
理, 也有人欲, 故有善有惡)”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인심은 中性的이니 이것이 도
심을 위배하지 않을 때에는 인심은 천리를 드러내게 되며, 또한 인심이 의리를 선택하여 자신을 
절제할 때에도 인심 또한 천리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인심이 도심을 주로하지 않을 때에는 

51) 栗谷全書Ⅰ, 卷10, ｢(成浩原｣(壬申), 頁7a／頁201。: 人心道心, 相對立名。旣曰道心, 則非人心。旣曰
人心, 則非道心。故可作兩邊說下矣。



66·한국문화 43

인심은 氣에 맡겨져 행해지므로 절제하는 바가 없게 되므로 인심은 인욕으로 흐르게 된다. 이때
의 인심의 발현에 있어서 만일 앞의 두 가지[人心不違背道心, 人心聽命道心]를 선택한다면, 인심
은 천리를 드러내므로 인심 또한 도심이 된다. 이것이 율곡이 말한 ‘始以人心, 終以道心’이다. 그
러나 이 의미를 더욱 타당하게 말한다면, ‘처음에는 인심이나 마지막에는 도심을 주로 한다’라고 
하거나, ‘처음에는 인심이나 마지막에는 천리이다’라고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일 점은, 
율곡이 ‘始以道心, 終以人心’과 ‘始以人心, 終以道心’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人心’
의 의미는 이미 전도되어 앞의 ‘인심’은 ‘人欲’을 가리키므로 모두 악이며, 뒤의 ‘인심’은 선일 수
도 악일 수도 있는 것으로 결코 인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곡의 ‘人心道心相爲終始說’ 
자체는 어의적인 개념상에서 전도된 점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논리상 또한 그 자체에 서로 
모순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人心道心相爲終始’설은 반드시 ‘人心道心不能相兼’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둘 간의 관계가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始以人心, 終以道心’할 때에 인심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으며 인심의 선과 도심의 선은 구별되지 않으니 인심의 선이 도심의 선을 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대답은 인심의 선은 도심의 선을 포함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율곡의 ‘七情包四端’의 논리와도 같은 것으로, 율곡에게 어찌 전후 간에 모순이 없다고 
하겠는가?52)52)

물론 退溪와 牛溪의 ‘道心理發, 人心氣發’의 二心(二本)之說에 응답하기 위해 율곡은 ‘人心道心
相爲終始’說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도덕 경험을 묘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리와 
인욕의 결정과 선택이 一心의 변화(道心이 주가 되든지 인심이 주가 되든지)에 있음을 더욱 분
명하게 드러내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심과 도심이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意’
를 헤아리는 데(主理 혹은 主氣) 있다. 이러한 논술은, 주자로부터 연유한 설이라기보다는, 율곡
이 특정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끄집어낸 독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4. 이율곡 ‘인심도심’설에 관한 평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 성리학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주자의 ‘人心道心’은 하나의 철학

적인 심도를 깊이 간직한, 그리고 이론적 張力을 갖춘 논변으로 대두되었으며, 율곡의 이해와 해
석은 관건이 되는 위치에 있다. 엄 하게 말하자면, 만일 율곡의 ‘人心道心’설에 관한 평가를 하

52) 김경탁, 이병도, 배종호 등과 같은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은 모두 율곡 인심도심설의 논리에 관하여 의문
을 가졌다. 宋錫求, ｢朱子的人心道心說與退、栗的人心道心說的比較硏究｣(鍾彩鈞 主編, 國際朱子學會議
論文集 下冊, 臺北, 中央硏究院中國文哲硏究所, 1993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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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율곡 이후의 ‘人心道心’에 관한 논쟁을 전면적으로 논의하여야만 비로소 비교적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논의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적인 논의는 필자의 능력으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며, 또한 본 논문의 서술 범위에서도 넘어선다. 이 때문에 필자는 단지 주자의 ‘人心道
心’설에 관한 율곡의 계승과 변화과정에 관하여서만 간략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四端七情’의 논제를 열어놓았다는 점을 말하지 않는다면, 사실 栗谷과 牛溪의 ‘人心道心’설은 
단지 주자의 ｢中庸章句序｣라는 권위 있는 문장에 관한 논의로서, 논변의 쌍방은 단지 ‘或生於形
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을 가지고 체계적인 자신의 해석과 논의를 제시한 것이다. 그 중 인심
은 “형기의 私에서 생긴다(生於形氣之私)”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는 둘 간에 비교적 의미의 차이
가 없으나, 도심은 “性命의 바름에 근원한다(原於性命之正)”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는 논쟁이 있
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자의 설을 좌표로 한다면, 율곡이 이 문제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人心과 道心은 한 마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서, 마음이 
지각하는 대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道心과 人心의 구별이 있게 된다. 理를 지각하면 道心이 되
고, 欲을 지각하면 人心이 된다. 그러므로 ‘心’이 ‘氣之靈’ 또는 ‘氣之精爽’이라는 주자의 정의로부
터 보자면, 인심과 도심은 모두 已發之心이며, 그 ‘知覺’ 작용 자체는 氣發이다. 주자가 언급한 
性理가 “無情意, 無計度, 無造作”53)한다는53)입장에서 재차 말하자면, 理는 활동하지 않으므로 이것
이 곧 율곡이 이해한 “理無爲而氣有爲”이다. 그러므로 주자가 일컬은 도심 “原於性命之正”의 ‘原’
은 하나의 정태적인 설명으로서, 역설적으로 설명하자면 ‘性命’(性理)이란 도심이 발용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순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도심은 ‘性命’(性理)에 의거하여 발용된다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은 氣가 理를 따라 발하는 것으로 도심은 기의 작용이라는 측면 안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의 논증 또한 인심 “生於形氣之私”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율곡은 거꾸로 추
적하는 방식으로 인심과 도심이 ‘原一流二’임을 설명함으로써 ‘理氣互發’설이 파생하고 있는 二心
이라는 분열을 배척하고 있으니, 이것은 유효한 해석적 책략이며 또한 ‘或原’과 ‘或生’이 문자상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착각(발생적 의미상에서의 ‘起源’과 ‘生成’)을 없앤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율곡은 ‘道心主理’와 ‘人心主氣’로 ‘道心理發’과 ‘人心氣發’의 설에 대하여 회답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人心과 道心에는 氣發이 갖추어져 있지만, 道心의 氣發은 氣가 理에 순응하여 理를 주
로 하며, 人心의 氣發은 氣가 理에 순응하지 않고 氣를 주로 한다. 대비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退溪와 牛溪는 모두 道心 “原於性命之正”의 ‘原’을 동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性理는 道
心의 기원이며 성리가 발용하면 道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다면, 도심은 정태적으
로 理를 인지하여 理를 따라 발하는 것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理에 연유하여 생산되는 작용이다. 
이러한 이해에는 이미 理 자체에 활동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도심이 理發이라는 것은 
주자의 이기론 혹은 ‘人心道心’설과 이미 점차적으로 멀어진 것이다.
53) 朱子語類, 第1冊, 卷1, 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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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율곡은 ‘理無爲而氣有爲’와 ‘氣發理乘一途’설로 매우 정확하게 주자의 이
기론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율곡이 ‘原一流二’와 ‘道心主理, 人心主氣’로 주자의 ‘人心道心’설을 해
석한 것은 대체로 주자 논술의 중심 축 안에 들어맞고 있다. 그러나 율곡의 ‘人心道心’설의 문제
의식은 退溪와 牛溪의 ‘理氣互發’설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율곡의 시각은 또한 주자와 약간
의 거리가 있다. 예를 들자면, 주자의 논의 중에서의 人心과 道心은 병존될 수 있는 것으로,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오히려 모순관계가 아닌 주종관계에 놓여 있다. 단지 인심과 
도심의 교차되는 곳, 즉 天과 人이 교전할 때에 반드시 ‘道心爲主’이거나 혹은 ‘人心爲主’하게 되
는 결정과 선택이 있을 뿐이다. 혹시 만일 도심이 주가 되고 인심이 명령을 듣게 되면 천리가 
드러나지만, 만일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된다면 인심은 인욕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
와 같은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人心爲主’와 ‘道心爲主’는 ‘천리’ 혹은 ‘인욕’으로 소급되어 표현되
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人心爲主’와 ‘道心爲主’는 대립적인 모순개념이 된다. 그러므로 율곡
은 ‘道心人心’과 ‘四端七情’의 평행적인 대응관계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人心道心不能相兼’
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이 두 가지는 대립적인 모순개념이다. 엄 하게 말하자면, 율곡이 언급한 
“이미 도심이라 했으면 인심이 아니요, 이미 인심이라 했으면 도심이 아니다(旣曰道心, 則非人心 
旣曰人心, 則非道心)”라는 말은 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道心爲主라 했으면 人心爲主가 아
니요, 이미 人心爲主라 했으면 道心爲主가 아니다(旣曰道心爲主, 則非人心爲主 旣曰人心爲主, 則非
道心爲主)”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율곡은 ‘人心主氣’와 ‘道心主理’ 역시 대립적인 모순개념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人心主氣’란 인심이 理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심이 
理를 따르지 않고 발하는 것은 人欲이므로, 이것은 도심이 理를 따라 발하여 천리를 드러내는 
것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인심은 비록 形氣에 말미암아 발
하지만 그 發用은 理를 따르든가 理에 위배되는 두 종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人心主氣란 
결코 인심이 理를 따르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인심의 氣發이 만일 理
를 따라서 표현되면 즉 천리가 되므로, 이것은 도심이 理를 따라 발하여 천리가 드러나는 것과 
구별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주자의 견해에서는 ‘人心主氣’와 ‘道心主理’는 결코 대립적인 모순
관계가 아니다. 이상의 논술을 통하여 율곡의 ‘人心道心相爲終始’설은 비록 독특한 견해이기는 
하지만, 주자의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이는 인심과 도심이 어떻게 서로 전환될 수 있는가의 문제
가 아니며, 인심과 도심이 어떻게 천리와 인욕으로 표현되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율곡의 ‘人心道心相爲終始’설은 인심과 도심의 전환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점이 ‘意’를 헤
아리는 데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주자의 ‘心發爲意’의 명제를 심성론적인 논
의에 있어서도 더욱 치 하고 깊이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意’는 情에 연유하여 헤아리는 마음
이기 때문에 ‘氣’의 작용에 속하므로, ‘意’가 인심과 도심의 전환을 진정으로 주도하여 存天理·去
人欲의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 관하여는 여전히 필연성이 없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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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난제는 주자의 이기론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율곡 또한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理가 활동하지 않는다면 도심은 主가 될 수 없으니, 氣에 의해 결
정된 것이라면 理를 따라 發한 것이겠는가라는 문제가 있게 되고, 그리고 氣가 理를 따라 발하
는가 아닌가는 또한 선악의 구별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율곡의 ‘氣發理乘一途’설을 근거로 
하자면, 선악의 구별은 ‘理가 氣 안에서(理在氣上)’ 혹은 ‘온전하거나 한 편으로 치우치는(全偏)’ 
것으로 드러난다. 氣는 원칙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또한 원칙을 실현하기도 하니, 확실히 율곡이 
말한 “선악은 氣의 淸濁으로부터 말미암는다(善惡由於氣之淸濁)”라는 것과도 같다. 바꾸어 말하자
면, 氣가 맑으면 性理는 善을 쉽게 드러내지만, 氣가 탁하면 性理는 막히고 가려져 과하거나(過) 
모자라게(不及) 되어 악으로 흐르기가 쉽다. 이와 같다면, 주자와 율곡의 ‘人心道心’설이 기품결
정론에 빠져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人心道心이 氣發이라는 논점에서 보자
면, 인심이 理를 따라 천리를 발하는 것과 도심이 理를 따라 천리를 발하는 것 두 가지는 등가
의 도덕적 함의를 갖는다. 그러나 인심이 배고플 때 먹고 목마를 때 마시는[飢食渴飮] 자연적인 
발산이므로 단지 자연적인 의미상의 善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심이 理를 위배하지 않는
다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것의 도덕적 의의 또한 간접적이다. 그러나 惻隱之心은 오히려 직접
적인 도덕의식을 드러내므로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이질성이 존재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도심이 
도덕법칙을 복종한다는 의미의 善은 인심이 자연법칙을 복종한다는 의미의 善과 같지 않다. 전
자는 도덕적 선이며, 후자는 자연적 선이다. 분명한 점은, 주자의 이기론을 통하여 ‘所以然之理’
(實然之理)와 ‘所當然之則’(應然之理)은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人心道心’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善의 이질성’(the heterogeneity of the good)54)을54)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율곡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윤리학적인 난제에 부딪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人心道心相爲終始’설을 
주자 ‘人心道心’설에 대한 율곡의 轉化로 본다면, 이러한 轉化는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주자의 ‘人心道心’설이 함유하고 있는 이론적 난제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뒤를 잇는 후학들에게 더 많은 철학적 사변의 공간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주제어 : 朱子, 李栗谷, 인심도심설, 사단칠전논쟁, 善의 이질성

수일(2008. 7. 31), 심사시작일(2008. 8. 25), 게재확정일(2008. 9. 10)

54) John R. Silber: “The Copernican Revolution in Ethics: The Good Reexamined”. In Kan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obert Paul Wolff (Nortre Dame, 1967), pp. 27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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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i Yulgok’s Theory of the Human mind and the Moral mind
Lin Yue-hui *

55)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Confucianism, ‘the theory of the Human mind and 

the Moral mind’ becomes a central philosophical debate by virtue of Yi Yulgok’s 
associating it with ‘Four Beginnings and Seven Emotions’ to engage in philosophical 
debates. Meanwhile, it influences Korean Confucianism as profoundly as Four-Seven 
debate doe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exact understanding of Zhu Xi’s 
‘theory of li and qi’ entitles Yi Yulgok to response to Ugye Seong Hon’s “The Moral 
mind is activated by li the Human mind is activated by qi” with his proposition: 
“Though both the Moral mind and the Human mind are activated by qi, the former’s 
principle is li, the latter’s qi.” This proposition also illuminates that Yi Yulgok 
inherits Zhu Xi’s ‘theory of the Human mind and the Moral mind.’ Although 
RenxinTaoxinxianghuwei zhongshishuo, the argument that the Human mind and the 
Moral mind confront with each other and get to be the beginning and the end 
alternately, is his original insight, which is developed from his philosophical 
debateswith Ugye Seong Hon, since he cannot explicate the heterogeneity of the 
good, his theory of the Human mind and the Moral mind also stumbles into the 
aporia of ethics.

Key Words : Zhu Xi, Yi Yulgok , the theory of the Human mind and the Moral 
mind, Four-Seven debate, the heterogeneity of th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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