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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玄逸의 四端七情論

李 明 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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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제의 배경
주지하다시피, 16세기의 조선에서는 ‘四端七情’에 관한 李退溪(名 滉, 1501-1571)와 奇高峰(名 

大升, 1527-1572) 그리고 李栗谷(名 珥, 1536-1584)과 成牛溪(名 渾, 字 浩原, 1535-1598)간의 선
후 두 차례에 걸친 유명한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두 차례의 논쟁에서 위의 네 인물들 중 퇴계
와 우계는 같은 한쪽 진영에 서 있었으며, 고봉과 율곡은 이들과 대립적인 측면에 서 있었다. 
사고능력과 변론의 기교로 논하자면, 퇴계는 고봉보다 우위에 있었고, 율곡은 우계보다 우위에 
있었으니 쌍방간에 서로 우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록 퇴계와 율곡이 이 문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학술교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四端七情’에 관한 그들의 대립적인 관점은 후세의 
유학자들에게 계승되어 嶺南學派와 畿湖學派의 대립적인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1)1)

仁祖朝로부터 시작하여 牛溪와 栗谷의 사상은 ‘西人學派’의 종지가 되었고, 정계에서도 날로 
더욱 세력을 얻게 되었으며, 肅宗朝에 이르러서는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형세는 학술
계에도 영향을 끼쳐 율곡학의 목소리는 퇴계학의 목소리를 확실히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시
대적 배경아래에서 일부의 영남학파 유학자들간에는 퇴계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으니, 그 중의 대표적인 학자가 丁時翰(號 愚潭, 1625-1707)이다. 그는 ｢四七때證｣을 지

* 臺灣 中央硏究院 中國文哲硏究所 硏究員
1) 일본학자인 高橋亨은 퇴계사상을 계승한 嶺南學派를 ‘主理派’라 부르고, 율곡사상을 계승한 畿湖學派를 

‘主氣派’라 불렀으며, 이러한 그의 견해는 적지 않은 한국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
한 그룹 분류식 개념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高橋亨의 견해
에 관하여는 李朝儒學史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の發達(東京市：刀江書院, 1929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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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율곡의 관점을 반박하고 퇴계와 우계의 관점을 변호하였다.2)2)李玄逸 역시 丁時翰과 뜻을 같
이 하는 학자이다. 李玄逸의 字는 翼升이고, 號는 葛庵이며, 朝鮮 仁祖 5년(1627)에 태어나서 肅
宗 30년(1704)에 타계하였다. 肅宗 14년(1688), 丁時翰은 李玄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3)3)당시 
李玄逸은 이미 62세이었다. 바로 이 해 李玄逸은 ｢栗谷李氏論四端七情때｣을 지었는데, 이 글은 
前言과 跋을 제외하면 모두 19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단은 각기 율곡이 우계에게 
답한 편지글의 한 단락을 요약한 후, 여기에 자신의 반론을 부기하고 있다.

｢栗谷李氏論四端七情때｣에 관한 내용을 토론하기에 앞서, 우선 퇴계와 율곡의 관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4)4)우선, 이기론에 있어서 율곡은 주자의 ‘理不活動’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데 반
하여, 퇴계는 理에 활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퇴계와 율곡은 각자의 이기론을 기초
로 하여, 퇴계는 四端과 七情은 이질적임을 강조하는 반면, 율곡은 양자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하나의 분기점은 또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파생시키고 있다. 첫째, 退溪
는 ‘四端則理發而氣隨之, 七情則氣發而理乘之’(간략히 ‘理氣互發’설이라 일컬음)라는 설을 제시한데 
반하여, 율곡은 四端과 七情은 모두 ‘氣發而理乘之’(‘氣發理乘一途’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여 ‘理
通氣局’설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 둘째, 퇴계는 四端이 스스로 (마음) 안으로부터 發하나 七情은 
바깥에 감응하여 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율곡은 사단과 칠정이 모두 바깥에 감응하여 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셋째, 율곡은 四端이란 七情 중의 純善한 부분이기 때문에 七情은 四端을 
포함한다고 보지만, 퇴계는 사단이란 칠정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논점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李  退  溪 李  栗  谷
理能活動 理不活動
四端與七情爲異質 四端與七情爲同質
四端則理發而氣隨之, 七情則氣發而理乘之（理氣互發） 氣發理乘一途（理通氣局）
四端爲自內而發, 七情爲外感而發 四端與七情俱是外感而發
四端在七情之外 七情包四端

2) ‘四端七情’에 관한 丁時翰의 견해는 졸고 ｢朱子性理學與韓儒丁時翰的四端七情論｣(黃俊傑, 林維杰 編 : 東
亞朱子學的同調與異趣, 臺北, 臺灣大學出版中心, 2006年, pp.209-278) 참조.

3) 丁時翰과 李玄逸의 ｢年譜｣에서 모두 이 일을 기록하고 있으나 방문한 달의 표기에서 출입이 있다. 丁時
翰의 ｢年譜｣에서는 ‘五月’이라 하였고, 李玄逸의 ｢年譜｣에서는 ‘三月’이라 하였다. 愚潭集(韓國文集叢
刊, 서울：民族文化推進會, 1996年, 第126輯, 卷11, p.10[410]) 및 葛庵集 第2冊(韓國文集叢刊 第128
輯, ｢附錄｣, 卷1, p.13上[516])참조. ‘[ ]’ 부호 내의 숫자는 전체 페이지임. 이하 같음.

4) 李退溪와 李栗谷의 관점 차이에 관해서는 졸고 四端與七情-關於道德情感的比較哲學探討(臺北, 臺灣大
學出版中心, 2005年) 제6장과 제7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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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사단과 칠정의 이질성을 증명하기 위해 퇴계와 우계는 주자의 ‘道心人心’설을 인용하
여 서술하고 있다. 퇴계는 심지어 “인심은 칠정이고 도심은 사단이니 두 가지의 도리가 있는 것
은 아니다”5)라고5)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율곡은 ‘人心道心相爲終始’의 설을 제시하여 ‘道心, 人
心’과 ‘四端, 七情’이라는 두 부류 개념간의 평행적인 성격을 부정하고 있다. ｢栗谷李氏論四端七
情때｣에서는 아홉 절에 걸쳐 ‘道心, 人心’의 개념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듯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는 또 다른 별도의 복잡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잠시 논
외로 하고, 이후 별도의 논문을 통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2. 理의 활동성
｢栗谷李氏論四端七情때｣의 제17절과 제18절 두 절은 직접적으로 ‘理가 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주자의 성리학 체계에서 보자면, 理 자체는 활동할 수 없으며 氣
만이 활동할 수 있다. 牟宗三의 견해를 빌리자면, 주자의 理는 ‘다만 존재할 뿐 활동하지 않는다
(只存有而不活動).’ 율곡은 이러한 의미 파악이 매우 철저히 하여 ‘理無爲而氣有爲’라는 말로 이
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주자의 일부 언설은 확실히 사람들로 하여금 ‘理能活動’의 의미로 받
아들여지기가 쉬웠으니, 퇴계가 ‘四端七情’에 관한 문제를 논하면서 인용한 ‘四端是理之發, 七情是
氣之發’6)은6)바로 그러한 일례이다. 왜냐하면, 글자 자체로 볼 때 ‘發’은 일종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理之發’은 ‘理가 활동할 수 있다’라는 뜻을 함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퇴계는 만년
에 심지어 ‘理到’설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의미를 진일보하여 확인하고 있다.7)7)그러나 사실 퇴
계의 이러한 해석은 이미 주자학의 성리학 체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栗谷李氏論四端七情때｣의 제18절에서 葛庵은 우선 栗谷의 편지글인 ｢(成浩原｣ 중의 한 단
락을 인용하고 있다.

이른바 ‘氣發理乘’이란 것은 氣가 理에 앞선다는 것이 아닙니다. 氣는 有爲이고 理는 無爲하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 만약 ‘氣發理乘一途’가 아니고 理 또한 별도의 作用[所
爲]이 있다고 한다면, 理를 無爲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孔子는 어째서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

5) 退溪先生文集, 第2冊(韓國文集叢刊, 第30輯), 卷36, p.2上[310]. : “人心, 七情是也. 道心, 四端是也. 
非有兩[道理也.”

6) 黎靖德 編, 朱子語類(北京, 中華書局, 1986年), 第4冊, 卷53, p.1297.
7) 졸고, 四端與七情-關於道德情感的比較哲學探討, pp.351-365 및 林月惠, ｢物格與理到: 論李退溪晩年物格

說｣(黃俊傑 編, 東亞視域中的茶山學與朝鮮儒學, 臺北, 臺灣大學出版中心, 2006年, pp.239-2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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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겠습니까?8)8)

이 단락에 관하여 葛庵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고 있다.

이씨(율곡)는 氣發理乘說을 주장하면서 理發氣隨說에 대해서는 선후와 離合의 실수가 있다고 여
겼다. 그러므로 그 설 자체가 스스로 서로 모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지 氣가 理
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氣는 有爲하고 理는 無爲하기 때문에, 만약 ‘氣發理乘一
途’가 아니라면 理 또한 별도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理를 無爲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설이 백 가지 단서와 천 가지 실마리로 서로 뒤섞여 거듭 나오지만 그러나 그 귀착점을 살펴보면 
이 단락과 위 단락이 가장 중요한 곳이 된다. 이씨(율곡)가 일찍이 理가 無爲하다는 설을 듣고 항
상 理는 虛無하고 空寂하다고만 인식하고는, 다시 그것이 만물을 오묘하게 하고 造化에 긴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 어찌 佛家에서 일컫는 바 모든 존재를 空으로 여기는 뜻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大學或問 중에 ‘理가 비록 만물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用은 
사람의 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심의 用이 아닌가요?”라고 하니, 주자가 말하기를 
“理는 반드시 用함이 있으니 어찌 또 心의 用을 말하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였고, 다시 “理가 心 속
에 있으나 心이 안고 있을 수 없고 일에 따라 발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心에 私欲이 없으면 곧 
이것이 仁이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이곳에 본래 한가하고 화평한[融融洩洩] 기상이 있음을 알아서 
그것을 얻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무릇 理는 스스로 用이 있어서 접촉함에 따라 발하며 무성한 기
상이 있는 것과 같으니 비록 그것이 바야흐로 氣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氣가 用事하지 않을 때에도 
곧바로 접촉함에 따라 반응함으로 氣가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理가 움직이자마자 氣가 이를 따
르니 어찌 갈라져 두 조각이 되어 각각 스스로 움직이고 고요하여 별도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하겠는
가? 이것은 서로 떨어지지 않고 또한 서로 섞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천지의 氣가 어둡고 밝
고 뒤섞어 잡스런 때를 당한다 하더라도 氣는 스스로 이와 같이 되고 理도 오히려 이와 같이 될 
뿐이다. 그러나 理가 약하고 氣가 강하면 그것을 관여하지 못하므로, “사람이 道를 넓힐 수 있지 道
가 사람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이 있는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인의예지가 心에 뿌리
를 두고 있으니, 비록 만물에 변화되어 욕심을 다하게 되고 반복하여 利欲 때문에 本心을 잃게 되
더라도, 혹 몸에 돌이켜 구하고 혹 夜氣가 자람으로 인하여 측은하게 여겨 움직이고 무성하게 발하
게 되니 天理는 처음부터 일찍이 그치어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理가 無爲하다는 것으로써 다만 텅
텅 빈 사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가?9)9)

8) 栗谷全書(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1986年), 第1冊, 卷10, p.27上[209]. “所謂‘氣發理乘’者, 
非氣先於理也. 氣有爲, 而理無爲, 則其言不得不爾也. …… 若非氣發理乘一途, 而理亦別有作用(‘作用’두 글
자를 葛庵은 ‘所爲’로 표기함), 則不可謂理無爲也. 孔子何以曰‘人能弘道, 非道弘人’乎?”

9) 葛庵集, 第2冊, 卷18, pp.18上-19上[163-164]. 愚謂：李氏主張‘氣發理乘’之說, 而以理發氣隨, 爲有先後離
合之失, 故恐其說之自相矛盾, 以爲其所云云, 非謂氣先於理也. “氣有爲, 理無爲, 若非氣發理乘一途, 而理亦
別有所爲, 則不可謂理無爲也.” 其說百端千緒, 參錯重出, 然考其要歸, 則惟此段及上段, 爲其關棙. 蓋李氏嘗
聞‘理無爲’之說, 常認理爲虛無空寂, 不復知其妙萬物而樞紐乎造化, 豈釋氏所稱‘空諸所有’之遺意邪? 或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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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락에서 갈암은 理에 활동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자의 세 단락 글을 인용하
고 있다. “理는 반드시 用함이 있으니 어찌 또 心의 用을 말하는 것이겠는가?(理必有用, 何必又
說是心之用?)”라는 말은 四書大全, 大學或問에 보이며,10)10)“理가 心 안에 있다”라고 운운한 것
은 朱子語類 卷五(第1冊, p.85)에 보인다. “心에 私欲이 없으면 곧 이것이 仁이다”라고 운운한 
것은 주자의 ｢(林德久｣에 보인다.11)11)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락의 인용문이다. 왜냐
하면, 이 단락이 바로 퇴계가 만년에 제시한 ‘理到’설의 중요한 문헌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 단
락의 인용문은 주자가 “心은 비록 한 몸의 주인이나 그 體의 虛靈함은 천하의 理를 감당할 수 
있다. 理가 비록 만물에 흩어져 있지만 그 用의 微妙함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
으니 애당초 內外精粗로 논할 수는 없다”12)라고12)말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葛庵은 이 문장을 
절록하여 인용하였는바 그 완전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用의 微妙가 心의 用이 아닌가요?”라고 물으니, 주자가 말하길 “理는 반드시 用함이 있으니 어
찌 또 心의 用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心의 體는 理를 갖추고 있으며, 理는 또한 모든 것에 갖추어
져 있어서 하나의 사물이라도 없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 用은 실로 人心 밖에 있지 아니하니 用이
란 실제로는 心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13)13)

退溪는 70세 때에 편지글인 ｢(奇明彥｣의 ｢別紙｣에서 이 단락을 인용하고 있는바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理가 비록 만물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用은 사람의 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한 바는, 마
치 만일 理가 스스로 작용할 수 없어서 반드시 人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같으니, ‘스스로 이른
다(自到)’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또 말하기를 “理에는 반드시 用이 있는데 하필 또 心

    問於朱子曰, “大學或問中有曰, ‘理雖散在萬物, 而其用不外乎人心’, 不知是心之用否?” 曰, “理必有用, 何
必又說是心之用?” 又曰, “理在心中. 心包蓄不住, 隨事而發.” 又曰, “心無私欲卽是仁. 然又須識得此處便有
本來融融洩洩氣象, 乃爲得之.” 夫理自有用, 隨觸而發, 藹然有如許氣象, 雖其方在氣中, 氣不用事時, 乍觸
便應, 氣著腳手不得也. 然而理才動, 氣便隨之, 曷嘗有判作兩片, 各自爲動靜, 而別有所爲者乎? 惟其不相
離, 而亦不相雜, 故雖當天地之氣昏明駁雜之時, 只是氣自如此, 理卻只恁地. 但理弱而氣強, 管攝他不得, 故
有“人能弘道, 非道弘人”之說也. 雖然, 仁義禮智根於心, 雖化物窮欲, 反復梏亡之餘, 或因反두而求, 或因夜
氣之息, 惻然而動, 藹然而發, 天理初未嘗息滅也, 其可以理之無爲, 而只做空蕩蕩底物事看邪?

10) 四書大全 大學或問, p.61上. 文淵閣四庫全書(臺灣商務印書館影印本, 1986年), 第205冊, p.79.
11) ｢(林德久 七｣, 陳俊民 校訂, 朱子文集(臺北, 財團法人德富文教基金會, 2000年), 第6冊, 卷61, p.3019.
12) 주자어류 권18 참조. “‘心雖主乎一身, 而其體之虛靈, 足以管乎天下之理. 理雖散在萬物, 而其用之微妙, 

實不外乎一人之心’ 初不可以內外精粗而論也”(역자 주)
13) 주12)와 관련한 주자어류｣에 보이는 전문은 다음과 같다. 주자어류 권18, : 燾問, “或問云, ‘心雖主乎

一身, 而其體之虛靈, 足以管乎天下之理. 理雖散在萬物, 而其用之微妙, 實不外乎一人之心’ 不知用是心之用
否?” 曰, “理必有用, 何必又說是心之用? 夫心之體, 具乎是理, 而理則無所不該, 而無一物不在. 然其用, 實
不外乎人心, 蓋理雖在物, 而用實在心也.”(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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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用을 말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그 用은 비록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用之妙’의 근
거가 되는 것은 사실 理의 발현이니 人心이 이르는 바에 따라 이르지 아니함이 없으며 다하지 아니
함이 없다. 다만, 나의 격물이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 있다면 理가 自到할 수 없음을 걱정하지 않게 
될 듯싶다. 그렇다면 바야흐로 그 格物을 말하자면, 즉 참으로 ‘내가 궁구하여 물리의 극처에 이른
다’는 것이다. 그 物格을 말하는데 미쳐서는 즉 어찌 ‘물리의 극처가 내가 궁구하는 바를 따라 이르
지 아니함이 없다’고 일컬을 수가 없겠는가? 情意도 造作도 없는 것은 理의 本然의 體이다. 그 의지
하는 바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은 이 理의 至神의 用이다. 전에는 단지 本體가 無
爲하다는 견해만을 갖고 있어서 妙用하여 드러나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거의 理를 死物로 보
는 것과 같이 했으니 그 道에서 벗어남이 또한 너무 멀지 않았겠는가?14)14)

栗谷이 말하는 “氣有爲, 而理無爲”는 본래 주자의 “대개 氣는 응결조작이 가능하지만, 理는 情
意·計度·造作이 없다”15)라는15)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理는 추상적인 것으로 
그 자체는 활동할 수 없으며, 氣만이 활동할 수 있다. 心은 氣의 영역이므로 또한 활동할 수 있
다. 朱子가 “理는 반드시 用함이 있으니 어찌 또 心의 用을 말하는 것이겠는가?”라고 운운한 것
은 사실 心과 理의 관계에 있어서 理가 體가 되며 그 用은 心에 표현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말하자면, 이 말은 ‘理之用’을 말하는 것이지 ‘心之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법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理가 비록 만물에 산재해 있지만, 그 用은 미묘하다
(理雖散在萬物, 而其用之微妙)”라는 글에서의 ‘其’자는 理를 가리키기 때문에 ‘其用’이란 ‘理之用’을 
의미한다. ‘之’자는 여기서 소유격이므로 이 ‘用’은 理에 속하며 理가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을 나
타낼 뿐이지 ‘理能活動’의 뜻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退溪는 朱子의 이 단락의 말에 대
하여 ‘과도한 해석(over-interpretation)’을 함으로써 ‘理必有用’을 ‘理 자체에 妙用함이 있다’고 해
석하게 되었고, 아울러 그의 ‘物格’설16)과16)어우러져 理에 일종의 활동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
나 퇴계 자신은 그의 이러한 해석이 이미 주자학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하는 점을 의식하지 못
했다. 葛庵은 이 지점에서 분명하게 퇴계의 관점을 근거로 율곡의 학설을 반박하고 있다. 갈암
은 율곡의 ‘理無爲’설을 통하여 佛家의 ‘空理’를 연상해냈지만, 이것이 “존재할 뿐이며 활동하지 
않는(只存有而不活動)” 주자의 理를 空理라고 비평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14) 退溪先生文集, 第1冊(韓國文集叢刊, 第29輯), 卷18, p.31[467]. 이 편지는 朝鮮 宣祖 4年(1570)에 쓰

였다. : 其曰“理在萬物, 而其用實不外一人之心”, 則疑若理不能自用, 必有待於人心, 似不可以自到爲言. 然
而又曰“理必有用, 何必又說是心之用乎?”, 則其用雖不外乎人心, 而其所以爲用之妙, 實是理之發見者, 隨人
心所至, 而無所不到, 無所不盡. 但恐吾之格物有未至, 不患理不能自到也. 然則方其言格物也, 則固是言我
窮至物理之極處. 及其言物格也, 則豈不可謂物理之極處, 隨吾所窮而無不到乎? 是知無情意造作者, 此理本
然之體也. 其隨寓發見而無不到者, 此理至神之用也. 向也但有見於本體之無爲, 而不知妙用之能顯行, 殆若
認理爲死物, 其去道不亦遠甚矣乎?

15) 朱子語類, 第1冊, 卷1, p.3. : “蓋氣則能凝結造作, 理卻無情意, 無計度, 無造作.”
16) 退溪의 ‘物格’說은 한문과 한국어 간의 전환문제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겠다. 이에 관하여는 林月惠, ｢‘物格’與‘理到’: 論李退溪晩年物格說｣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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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율곡이 퇴계의 ‘理發氣隨’설을 반대한 이유는, 바로 이 설이 주자의 ‘理不活動’의 의미에 위
배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栗谷李氏論四端七情때｣의 제17절에서 葛庵은 또한 율곡의 편지글인 ｢(成浩原｣의 일단을 절
록하고 있다.

氣發而理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靜하고 陽動함에 ‘기틀이 스스로 그러한 것(機
自爾)’이고, 그것을 시키는 것은 있지 않다. 陽의 動함은 理가 動함을 타는 것이니 理가 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자는 “太極은 本然之玅요 動靜은 所乘之機”라고 하였다.] 바의 靜함은 理가 靜
함을 타는 것이니 理가 靜한 것은 아니다. 바靜하고 陽動하는 것은 그 기틀이 스스로 그런 것으로, 
바靜하고 陽動하게 하는 것은 理이다. [그러므로 周子는 “太極動而生陽, 靜而生바”이라고 하였다.] 무
릇 이른바 ‘動하여 양을 낳고 靜하여 음을 낳는다(動而生陽, 靜而生바)’라고 하는 것은 그 未然을 근
원으로 하여 말한 것이다. ‘動靜은 타는 바의 기틀이다(動靜, 所乘之機)’라고 하는 것은 그 已然을 
보고서 말한 것이다. [動靜無端하고 바陽無始하기 때문에 그런즉] 理氣의 流行은 모두 已然일 뿐이
니 어찌 未然일 때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지의 조화와 내 마음의 발함은 ‘氣發而理乘之’ 아님이 
없다.17)17)

葛庵의 인용문은 절록되어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석에 ‘[ ]’ 부호 표시를 
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인용된 周子(名 敦頤, 字 茂叔, 號 濂溪, 1017-1073)의 말은 ｢太極圖說｣18)

을18)근거로 하고 있으며, 인용된 朱子의 말은 ｢太極圖說解｣19)를19)근거로 하고 있다. “動靜無端, 바
陽無始”라는 말은 程頤(字 正叔, 號 伊川先生, 1033-1107)의 ｢易說｣20)을20)근거로 하고 있다. 栗谷
의 이 글은 주자의 이기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주자가 ｢太極圖說解｣에서 “太極은 형이상의 道
이며, 바陽은 형이하의 器이다”21)라고21)하였듯이, 주자의 견해에 의하면 태극과 음양은 형이상과 
형이하에 분속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태극과 음양의 관계란 理와 氣의 관계이다. 또한 주
자의 견해에 의하면, 理는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理 자체에는 動靜이 없다. 그러나 理는 動靜
의 所以然적인 근거이다. 周敦頤의 ｢太極圖說｣과 通書는 誠을 핵심으로 하는 일련의 도덕적 
형이상학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자의 성리학 체계와는 다르다.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고 정하여 

17) 栗谷全書, 第1冊, 卷10, pp.26下-27上[209]. : “氣發而理乘者, [何謂也?] 바靜陽動, 機自爾也, 非有使之
者也. 陽之動, 則理乘於動, 非理動也. 바之靜, 則理乘於靜, 非理靜也.[故朱子曰, ‘太極者, 本然之玅也. 動
靜者, 所乘之機也.’] 바靜陽動, 其機自爾, 而其所以바靜陽動者, 理也.[故周子曰, ‘太極動而生陽, 靜而生바.’] 
夫所謂‘動而生陽, 靜而生바’者, 原其未然而言也. ‘動靜, 所乘之機’者, 見其已然而言也.[動靜無端, 바陽無始, 
則]理氣之流行, 皆已然而已, 安有未然之時乎? 是故天地之化, 吾心之發, 無非氣發而理乘之也.”

18) 陳克明 點校, 周敦頤集(北京, 中華書局, 1990年), p.3.
19) 同上註.
20) 河南程氏經說, 卷1, ｢易說｣(二程集, 北京, 中華書局, 1981年, 第4冊, p.1029.)
21) 周敦頤集, p.3. : “太極, 形而上之道也. 바陽, 形而下之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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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낳는다(太極動而生陽, 靜而生바)”라는 ｢太極圖說｣ 중의 ‘生’자는 확실히 ‘創生’의 의미를 갖
고 있다.22)22)그러나 주자학 체계에서 보자면, 태극은 理이고 理는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生’
자를 ‘創生’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주
자학의 체계에서 이 말은 ‘태극은 음양동정의 所以然적인 근거’라는 의미로 이해될 뿐, ‘태극 자
신이 동정하여 음양을 創生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生’자는 내
용 없는 말로 이해된다. 朱子는 일찍이 제자 葉賀孫(字 味道, 생졸년 미상)의 질문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묻기를, “‘動而生陽, 靜而生바’의 주석에 ‘太極은 本然之妙이며 動靜은 所乘之機이다’라고 하였습니
다. 太極은 理이므로 理는 動靜을 말할 수 없는데 ‘動而生陽, 靜而生바’이라고 하였으니, 理가 氣에 
의지한다고 하여 동정하여 타는 바의 기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乘’은 싣는다(乘載)의 의미
와 같으니 그 動靜이라는 것은 氣에 실려 動하자 靜하고 靜하자 또 動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이 아닙니까?”라고 하자, (주자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23)23)

위의 해석은 비록 葉賀孫에 의한 것이지만 주자의 지지를 얻었으므로 자연히 주자의 뜻을 대
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葛庵이 ｢栗谷李氏論四端七情때｣ 제17절에서 인용한 율곡의 말은 분명히 주자의 생각과 합치
되고 있다. 栗谷은 “태극과 음양은 理와 氣에 분속된다”라는 것과 “理는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주자의 견해를 근거로 하여, 周敦頤가 말한 “太極動而生陽, 靜而生바”을 태극 자체는 동정이 없
지만 바靜陽動의 理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이연적인 근거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
한 입장은 전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未然을 근원으로 말한 것
(原其未然而言也)”이 된다. 朱子가 말한 “太極者, 本然之妙也”라는 것도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언
급된 것이다. “動靜者, 所乘之機也”라는 말은 형이하의 측면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 已然을 
보고서 말한 것(見其已然而言也)”이 된다. 이러한 측면으로부터 접근하여야만 음양의 氣化로 동
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니, 바靜陽動하고 動極而靜·靜極而動의 순환은 끝이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伊川이 말한 “動靜無端, 바陽無始”의 의미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바陽氣化의 순환이 
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致動因(causa efficiens)으로서의 ‘第一因(causa prima)’과 같은 것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율곡의 말처럼 “바靜하고 陽動함에 기틀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22) 이 말의 원의에 관하여는 牟宗三, 心體與性體(一), 牟宗三先生全集(臺北, 聯經出版公司, 2003年), 第
5冊, pp.375-387 및 正中版 pp.357-368 참조.

23) 朱子語類, 第6冊, 卷94, p.2370. : 問, “‘動而生陽, 靜而生바.’ 注, ‘太極者, 本然之妙. 動靜者, 所乘之機.’ 
太極只是理, 理不可以動靜言, 惟‘動而生陽, 靜而生바’, 理寓於氣, 不能無動靜所乘之機. 乘, 如乘載之乘, 其
動靜者, 乃乘載在氣上, 不覺動了靜, 靜了又動.” 曰, “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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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시키는 것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바靜陽動, 機自爾也, 非有使之者也.)”
그러나 갈암은 퇴계의 관점으로부터 율곡의 이 말을 비판하고 있다. 그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다.

이씨(율곡)가 “바陽動靜은 기틀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고 그것을 시키는 것은 있지 않다. 陽이 動
하면 理가 動에 타고 바이 靜하면 理가 靜에 타니 理가 動하고 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
것은 진실로 이씨(율곡)의 주된 뜻이 있는 곳이며 本原의 綱領이니, 전후의 허다한 말들은 모두 이 
하나의 틀로부터 나온 것이다. 무릇 理는 비록 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진실로 조화의 중요함과 만물
의 근원이 된다. 만약 이씨(율곡)의 설과 같다면, 이 理는 다만 虛無하고 空寂한 물건으로 萬化의 
근원이 될 수가 없으며 다만 바陽과 氣化가 멋대로 이리저리 뒤집어서 그러한 조화를 행할 것이니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무릇 하나의 理는 혼연하고 動靜을 관통하며 그것의 주인이 된다. 그러
므로 化生과 發育이 서로 번갈아 행해지고 밝아서 萬端과 千緖가 순서를 잃지 아니하여, 여름은 덥
고 겨울은 춥고, 물은 흐르고 산은 높고, 말은 갈기가 나고 소는 뿔이 나고, 오얏꽃은 희고 복숭아
는 붉어서 만고에 걸쳐서 하루처럼 일정하다. 만약 理로써 주를 삼지 않고 한결같이 바陽과 氣化하
는 것만을 따른다면, 반드시 장차 여름은 춥고 겨울은 덥고, 산은 평이하고 냇물은 솟아오르고, 말
은 소뿔이 나고 복숭아나무에는 오얏꽃이 피게 될 것이니, 저 괴이함과 어긋남은 자못 이름지어 표
현할 수가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주자가 太極을 해석하여 “性이 그것의 주가 되고 음양과 오행이 
그것의 經緯로 뒤섞어 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春夏가 양이 되고 秋冬이 음이 되며 옛날로부
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만 이 하나의 바陽이니,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러한 것인가? 道가 한 것이
다”라고 하였다. 그가 鄭子上에게 답한 편지에 말하기를 “理에 動靜이 있다. 그러므로 氣에도 動靜
이 있다. 만약 理에 動靜이 없다면 氣가 어떻게 動靜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太極이 動靜을 겸하
고 있느냐고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動靜을 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太極에 動靜이 있는 것
이다”라고 하였다. 또 면재 황씨가 ‘動靜은 타는 것의 기틀(動靜者, 所乘之機)’의 뜻을 추론하여 말
하기를, “太極은 理이고 바陽은 氣이다. 그러나 理는 형체가 없고 氣는 자취가 있다. 氣에 이미 動
靜이 있으니 타는 理에 어찌 動靜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무릇 이 몇 마디의 말
에는 ‘理에 動靜이 있다(理有動靜)’는 뜻을 발명한 것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있으니, 이씨(율곡)가 
논한 바 “음양의 動靜은 그 기틀이 스스로 그러할 따름이요, 그것을 시키는 것은 있지 않다. 理가 
動靜을 타는 것이지 理가 스스로 動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과는 과연 서로 어긋나지 않겠는가? 
또한 이씨(율곡)는 “이른바 動하여 양을 낳고 靜하여 음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未然에 근원해서 말
한 것이고, 動靜은 타는 것의 기틀이라는 것은 그 已然을 보고 말한 것이다. 理와 氣의 流行이 모
두 已然일 따름이니 어찌 未然의 때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대체로 그 뜻은 理가 음양의 動靜
이 생겨나지 않은 이전에 있었고 저 유행하여 발용함에 미쳐서는 理는 관여할 수 없고 다만 바陽과 
氣化가 스스로 動靜하는 것으로 여긴 것 같으나, 얼마나 그 말이 잘못 되었는가? 무릇 靜은 곧 太
極의 體이고 動은 곧 太極의 用이다. 하나의 太極은 已發일 때에 流行하고 未發일 때에 거두어져 
숨는다. 動하게 되면 곧 陽에 속하고 靜하게 되면 곧 바에 속하게 되며, 그런즉 이 陽이 動하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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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靜하는 것이 곧 타는 바의 기틀이니 또 어찌 未然과 已然의 분별이 있겠는가? 이것은 蘇氏(蘇東
坡)가 말한 바, “만물이 생겨남에 바陽이 숨고 善이 서면 道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것과 말뜻이 
서로 비슷하니, 무릇 理가 理되는 까닭을 알고 헤아리고 다듬어서 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매양 이와 같으니, 비록 스스로 理에 대해서 이미 잘 이해하여 온전하게 알고 있다고는 하
지만 또한 그가 실제로는 견해가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24)24)

이 문장에서 葛庵은 朱子의 네 단락의 말과 주자의 제자 黃榦(字 直卿, 號 勉齋先生, 1152- 
1221)의 한 단락의 말 그리고 蘇軾(字 子瞻, 號 東坡居士, 1037-1101)의 한 단락의 말을 이끌어 
서술하고 있다. 蘇軾이 “만물이 생겨남에 바陽이 숨고 善이 서면 道가 보이지 않는다(物生而바陽
隱, 善立而道不見)”라고 한 말은 蘇氏易傳 卷七에 있는 易 ｢繫辭上｣의 “一바一陽之謂道, 繼
之者善也, 成之者性也”에 관한 주석으로,25)25)朱子는 ｢雜學때｣, ｢蘇氏易解｣에서 이 설을 비판하였
다.26)26)이 단락에서 인용된 朱子가 말한 “性爲之主”라고 운운한 것은 朱子語類 卷九十四(第6冊, 
p.2379)에, “春夏爲陽, 秋冬爲바”이라고 운운한 것은 朱子語類 卷七十四(第5冊, p.1178)에, ｢(
鄭子上書｣는 朱子文集 卷五十六(第6冊, p.2721)에, “太極有動靜”이라는 말은 朱子語類 卷九
十四(第6冊, p.2371)에, 黃榦의 말은 朱子語類 卷五(第1冊, p.84)에 수록되어 있다.

葛庵은 蘇軾의 견해를 인용하여 율곡을 반박하는 자료로 삼았지만, 蘇軾의 견해에 관하여는 
본 논의에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논지가 지엽적인 곳으로 과도하게 흐르는 것을 면하고자 한
다. 葛庵이 인용한 다섯 단락의 말은 모두 율곡의 설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 앞의 두 
단락은 ‘理(道와 性)가 바陽의 主가 된다’는 설에, 뒤의 세 단락은 ‘太極(理)에 動靜이 있다’는 설

24) 葛庵集, 第2冊, 卷18, pp.16上-17下[162-163]. 愚謂 : 李氏謂“바陽動靜, 機自爾也, 非有使之者也, 陽動
則理乘於動, 바靜則理乘於靜, 非理動靜也.” 此實李氏主意所在本原綱領, 前後許多云云, 皆自此一模中脫出
也. 夫理雖無爲, 而實爲造化之樞紐, 品彙之根柢. 若如李氏之說, 則此理只是虛無空寂底物, 不能爲萬化之
原, 而獨바陽氣化, 縱橫顛倒, 以行其造化也, 不亦냐乎? 夫一理渾然, 貫動靜, 而爲之主, 故化生發育, 錯行
代明, 萬端千緒, 不失條序. 夏熱冬寒, 水流山峙, 馬鬣牛角, 李白桃紅, 亘萬古如一日. 若不以理爲主, 而一
任바陽氣化之爲, 則必將夏寒冬熱, 山夷川湧, 馬生牛角, 桃樹生李花, 其詭異差忒, 殆不可名狀矣. 故朱子之
解太極曰, “性爲之主, 而바陽五行爲之經緯錯綜.” 又曰, “春夏爲陽, 秋冬爲바, 從古至今, 只是這[바陽, 是
孰使之然哉? 乃道也.” 其｢(鄭子上書｣曰, “理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氣何自而有動靜乎?” 又有
問“太極是兼動靜而言”, 曰“不是兼動靜, 太極有動靜.” 又勉齋黃氏推說“動靜者, 所乘之機”之義, 曰“太極是
理, 바陽是氣. 然理無形, 而氣有迹. 氣既有動靜, 則所載之理安得謂之無動靜?” 凡此數說, 發明‘理有動靜’之
義, 如此分曉. 其與李氏所論“바陽動靜, 其機自爾, 非有使之者也. 理乘於動靜, 非理自有動靜”之說, 果不相
戾邪? 李氏又謂“夫所謂動而生陽, 靜而生바者, 原其未然而言也. 動靜所乘之機者, 見其已然而言也. 理氣之
流行, 皆已然而已, 安有未然之時乎?” 蓋其意似若以理爲在바陽動靜未生之前, 及其流行發用, 則理無所與, 
而獨바陽氣化自爲動靜者然, 何其說之냐邪? 夫靜卽太極之體也, 動卽太極之用也. 一[太極, 流行於已發之
際, 歛藏於未發之時, 動便屬陽, 靜便屬바, 卽此陽動바靜, 便是所乘之機, 又豈有未然已然之分乎? 此與蘇氏
所謂“物生而바陽隱, 善立而道不見”者, 語意相類, 蓋不知理之所以爲理, 而揣摸言之. 故其說每如此, 雖自謂
於理已融會沕合, 而亦可見其未嘗實有所見也.

25) 叢書集成初編(北京, 中華書局, 1985年), 蘇氏易傳(二), p.159.
26) 朱子文集, 第7冊, 卷72, p.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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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것이다. 사실 퇴계는 70세 때에 ｢(李公浩問目｣에서 朱子의 ｢(鄭子上書｣을 근거로 ‘理
有動靜’설을 제시하고 있으니,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朱子가 말하기를, “理에는 動靜이 있기 때문에 氣에도 動靜이 있다. 만약 理에 動靜이 없다면 氣
가 어떻게 스스로 동정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를 안다면 의문이 없을 것이다. 대개 “無情意”라
고 운운한 것은 本然之體이다. 능히 發하고 능히 生하는 것은 至妙之用이다. …… 理는 스스로 用
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陽을 生하고 바을 生하는 것이다.27)27)

鄭子上(名 可學, 1152-1212)은 朱子의 門人이다. 그는 朱子에게 묻기를 “圖에서 또 말하기를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바’이라 하였으니, 太極이 理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理가 어떻
게 動靜합니까? 형체가 있다면 動靜이 있지만, 태극은 무형이니 動靜을 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南軒이 ‘太極不能無動靜’이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28)라고28)하였다. “理有動靜”이라
고 운운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주자의 대답이며, 또한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바”에 
관한 해석이다. 퇴계 또한 주자의 이 말을 근거로 理에 일종의 활동성(至妙之用)을 부여한 것이
다. 그러나 사실 이는 주자의 설에 대한 誤네이다. 필자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朱子性理學의 맥락에서 이른바 ‘理有動靜’이란 理가 동정을 포괄하는 근거임을 말하는 것이지 理 
자체가 動靜한다는 말이 아니며, ‘氣有動靜’이란 氣 자체의 動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有’자는 결코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퇴계는 오히려 ‘氣有動靜’의 ‘有’의 의미를 가지
고 ‘理有動靜’의 ‘有’로 해석함으로써 動靜을 理 자체의 활동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能發能生’을 理의 
‘至妙之用’으로 간주하여 ‘理는 스스로 用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生陽生바하게 된다’고 여겼다. 이러
한 전도된 관점으로 인하여 퇴계는 주자성리학의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의 의미체계로 들어
서게 된다.29)29)

만일 우리가 주자의 ‘理有動靜’설이 사실 단지 ‘理 자체는 동정을 포함하는 소이연적인 근거’로

27) 退溪先生文集, 第2冊, 卷39, pp.28下-29上[383-384]. : 朱子嘗曰, “理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氣何自而有動靜乎?” 知此則無疑矣. 蓋“無情意”云云, 本然之體. 能發能生, 至妙之用也. …… 理自有用, 故
自然而生陽生바也.

28) 朱子文集, 第6冊, 卷56, pp.2720-2721.
29) 졸저, 四端與七情-關於道德情感的比較哲學探討, p.362 참조. : “在朱子性理學的脈絡中, 所謂｢理有動靜｣

是說理包含動靜之依據, 而不是說理本身有動靜可言；｢氣有動靜｣方是說氣本身之動靜. 故這兩個｢有｣字竝
非同一個意思. 可是退溪卻以｢氣有動靜｣之｢有｣來解釋｢理有動靜｣之｢有｣, 而將動靜視爲理本身之活動, 故
以｢能發能生｣爲理｢至妙之用｣, 且承認｢理自有用, 故自然而生陽生바也｣. 此一滑듭便使退溪脫離了朱子性
理學的脈絡, 而進入另一個意義脈絡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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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된 것임을 안다면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다. 이 설과 ‘理는 바陽의 主’
라는 설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다. 이른바 “누가 그렇게 하였는가? 道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문장 중의 ‘누가 그렇게 하였는가(使之然)’라는 것은 사실 ‘所以然’의 의미이다. 葛庵은 만일 
理의 動靜을 인정하지 않아 그 활동성을 단지 바陽의 氣化로만 귀속시키게 된다면 자연세계의 
운행은 그 질서를 잃게 된다는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위 문장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율곡은 결코 주자의 ‘理는 바陽의 主(理爲바陽之主)’라는 설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葛庵
처럼 자연세계의 운행이 질서를 잃지는 않을까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理의 활동
성을 부정한다는 것이 마치 불가의 ‘空理’처럼 理를 ‘虛無空寂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서
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384/3-322/1 B.C.)의 ‘四因’설을 빌어 해석하자면, 주자가 이
해한 理는 대체로 일종의 ‘形式因(*causa formalis)’이며 ‘致動因’이 아니다. 따라서 바陽氣化 중의 
인과관계에 의해 致動因인 형성되는 체계이다. 여타의 중국의 전통적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주
자는 결코 ‘無로부터의 창조(無中創造; creatio ex nihilo)’라는 관념이 없었으며, 그러므로 바陽氣
化의 과정을 단지 ‘動靜無端, 바陽無始’로 귀결시켰을 뿐 ‘第一因’을 따지지는 않았다. 이 밖에 갈
암은 “夫靜卽太極之體也, 動卽太極之用也”라고 하여 靜과 動을 분별하여 理(太極)와 氣(바陽)에 
귀속시켰으니, 이는 주자의 사고방식과 분명히 합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자의 이기론에서 
태극은 理이며 그 자체는 動靜이 없어서 바陽의 氣化에 의하여서 動靜한다고 할 수 있다. 진일
보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理不活動’의 의미로 太極의 ‘靜’을 논한다면, 이 ‘靜’은 결코 動과 상대
적으로 논해지는 것이 아니다. 葛庵은 퇴계의 사고방식을 따라 理에 활동성을 부여해줌으로써 
그도 또한 퇴계처럼 자신이 이미 주자의 기본 사유방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하
였다.

3. 理氣 관계와 四端七情
앞 절에서 退溪가 주장한 四端과 七情의 이질성에 관한 최초의 문헌적 근거가 주자의 “四端

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임을 살펴보았다. 이에 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朱子의 이 말은 자신의 의리 체계 안에서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중 두 개의 ‘發’자가 
갖고 있는 함의는 결코 서로 같지 않다. ‘理之發’의 ‘發’은 ‘理가 四端의 존재 근거가 된다’는 의미이
다. ‘氣之發’의 ‘發’은 심리학적인 의미의 ‘야기시킨다(引發)’를 뜻하는 것으로 七情은 氣의 활동에 의
해 생겨남을 말한다. 그러나 주자의 체계에 있어서 理 자체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四端이 理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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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의해 생겨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理之‘發’은 가설적인 
말이고 氣之‘發’이 실제적인 말이 된다.30)30)

高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말이 주자가 “어느 날 우연히 말하다가 한 쪽만을 가리켜 한 
말(一時偶發所偏指之語)”31)로31)이해하고 있다. 율곡 또한 이 구절에 대한 퇴계의 이해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으니, 그의 편지글인 ｢(成浩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朱子의 ‘發於理’ ‘發於氣’의 설은 의미가 반드시 있으니 …… 그러나 ‘四端은 전적으로 理를 말한 
것이고, 七情은 氣를 겸하여 말한 것일 뿐’임에 불과하지, ‘四端은 理가 먼저 發한 것이고, 七情은 
氣가 먼저 發한 것’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32)32)

葛庵은 ｢栗谷李氏論四端七情때｣ 제7절에서 율곡의 이 글을 인용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반
박하고 있다.

이씨(율곡)는 주자의 理發氣發의 설에 뜻이 반드시 있다고 여기고 그 말을 풀어 말하기를, “이것
은 四端은 오로지 理를 말하고 七情은 氣까지 겸하여 말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은 우활하고 소략하여 정황과 도리가 없다. 만약 주자의 뜻이 과연 여기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 글과 말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니, 어찌 “四端은 오로지 理를 말하고 七情은 氣까지 
겸하여 말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하여 “四端은 理의 발이고 七情은 氣의 발이다”라고 하
였겠는가? 대개 ‘或原或生’과 ‘理發氣發’의 설은 특히 명백하여 끝내 다른 뜻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
므로 나씨(나정암)가 “두 갈래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여기고, 기씨가 “우연히 말하다가 한 쪽만을 
가리킨 것”이라 여긴 것은 비록 그 이치를 얻지는 못했을지라도 오히려 그 말의 본뜻을 잃지는 않
은 것이다. 지금 이씨(율곡)가 이전 사람들의 말씀을 몰아서 자기의 뜻을 따르게 하려고 했으나 그 
본의를 잃어버렸으니 미혹함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33)33)

30) 同上註, p.235. : “朱子這句話在他自己的義理系統中有明確的意涵, 而其中兩個｢發｣字的涵義竝不相同：
｢理之發｣的｢發｣意謂｢理是四端的存有依據｣；｢氣之發｣的｢發｣則意指心理學意義的｢引發｣, 謂七情是由氣之
活動所引生. 但是在朱子的系統中, 既然理本身不活動, 自不能說：四端是由理之活動所引發。故對朱子而
言, 理之｢發｣爲虛說, 氣之｢發｣爲實說.”

31) ｢高峰(退溪論四端七情書｣, 高峰集,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1989年), 第3輯, ｢兩先生四七理氣往
復書｣, 上篇, p.22下[112].

32) 栗谷全書, 第1冊, 卷10, p.5上[198]. : 朱子‘發於理’‘發於氣’之說, 意必有在 …… 亦不過曰, ‘四端專言理, 
七情兼言氣云爾耳’. 非曰, ‘四端則理先發, 七情則氣先發也’.

33) 葛庵集, 第2冊, 卷18, p.7[158]. : 愚謂 : 李氏以朱子理發氣發之說, 爲意必有在, 而釋之曰“是不過曰四端
專言理, 七情兼言氣云爾”, 則其言闊疎無情理. 若朱子之意果出於此, 則其命辭措語必不如此, 安有欲說“四端
專言理, 七情兼言氣”之故, 而謂“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乎? 蓋‘或原或生’‘理發氣發’之說, 分外明白, 終
不可作別意看. 故羅氏以爲‘有二歧之見’, 奇氏以爲‘偶發而偏指’, 是雖不得其理, 而猶不失其言之本指. 今李
氏乃欲驅率前言, 以從己見, 竝與其言而失之, 可謂惑之甚矣.



110·한국문화 43

여기서 언급되는 ‘羅氏’는 明儒인 羅欽順(字 允升, 號 整菴, 1465-1547)을 가리킨다. 율곡은 그
의 편지글인 ｢(成浩原｣에서 “羅整菴의 식견은 매우 높으니 근래의 걸출한 유학자이며 큰 근원
을 본 것이 있었으나 도리어 주자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본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있었다. 이것
은 비록 주자를 알지 못한 것일 수 있으나, 오히려 큰 근원상에 있어서는 바르게 본 점이 있
다”34)라고34)하였다. 理氣 관계에 있어서 羅欽順은 “오직 明道의 말이 가장 정밀하고, 伊川과 주자
는 다소 미흡함이 있는 것 같다”35)고35)보고 있다. 이른바 “다소 미흡하다(小有未合)”라는 곳은, 즉 
伊川과 주자가 理氣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심해서 “경미하지만 두 가지로 보는 혐의를 면하지 
못했다”36)는36)것이다. 이것이 율곡이 일컬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견해”이다. 이 단락의 반박 
글에서 갈암과 율곡 간의 견해의 중요한 분기점은 주자가 말한 “四端是理之發”의 ‘發’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다. 율곡은 주자의 ‘理不活動’의 의미를 근거로 ‘發’자를 가설적인 말로 보았으나, 
갈암은 퇴계의 ‘理能活動’의 의미를 근거로 이 ‘發’자를 실제적인 것으로 보아 理 자체의 활동으
로 이해한 것이다.

율곡이 언급한 “四端은 전적으로 理를 말한 것이고, 七情은 氣를 겸하여 말한 것일 뿐이다(四
端專言理, 七情兼言氣云爾耳)”라는 말은 그의 ‘氣發理乘一途’설의 전제이다. 율곡은 ｢(成浩原｣에
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退溪는 이로 인해 “四端, 理發而氣隨之. 七情, 氣發而理乘之”이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氣發而理乘
之’이라는 것은 옳다. 이는 七情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四端 역시 ‘氣發而理乘之’이다. …… 만약 
‘理發氣隨’라고 말한다면, 분명하게 선후가 나누지게 되니 어찌 理(의 의미)를 해치는 것이 아니겠는
가?37)37)

葛庵은 ｢栗谷李氏論四端七情때｣의 제8절에서 이 문장을 인용한 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이씨(율곡)가 ‘理가 발함에 氣가 따른다(理發氣隨)’는 한 조목으로써 옳음을 결정하는 문제로 삼
아서 그것을 꽉 쥐고 놓지를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짓을 하였다. 무릇 이른바 ‘氣가 
발함에 理가 따른다(理發而氣隨之)’고 한 것은 “太極이 움직여서 양을 낳고 고요하여 음을 낳는다”라

34) 栗谷全書, 第1冊, 卷10, p.13下[202]. : 羅整菴識見高明, 近代傑然之儒也, 有見於大本, 而反疑朱子有二
歧之見. 此則雖不識朱子, 而卻於大本上有見矣.

35) 羅欽順, 困知記(北京, 中華書局, 1990年), 卷上, p.5. : “惟程伯子(程明道)言之最精, 叔子(程伊川)與朱子
似乎小有未合.”

36) 同上註. : “未免微有二物之嫌”
37) 栗谷全書, 第1冊, 卷10, p.5[198]. : 退溪因此而立論曰, “四端, 理發而氣隨之. 七情, 氣發而理乘之”, 所

謂‘氣發而理乘之’者, 可也. 非特七情爲然, 四端亦是氣發而理乘之也. …… 若‘理發氣隨’之說, 則分明有先後
矣, 此豈非害理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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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과 같다. 理가 움직이자 氣가 즉시 그것을 따르니 어찌 선후를 말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구부리고 펴는 것은 팔뚝에 있고, 뒤집고 되돌리는 것은 손에 있다. 그것을 구부리고 펴면 팔뚝은 
곧 그것을 따른다. 그것을 뒤집고 되돌리면 손이 곧 그것을 따른다. 또한 사람이 말을 탈 적에 말
이 사람을 따르고 사람이 움직이자 말이 즉시 따라서 나아가는 것과 같으니, 사람이 이미 문을 나
아갔는데 말이 오히려 마구간에 있어서 (말을) 몰아 채찍질하고 끄집어내지기를 기다린 이후에 따
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太極이 움직여 陽을 낳고 고요해서 바을 낳
는 것’은 움직인 이후에 陽이 있고 고요한 이후에 바이 있는 것 같이 확실하게 두 단계가 있어서 
먼저 이것이 있은 이후에 저것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주자 말은 여기서 그친다) 이 말
은 비교적 매우 명확하니 저 理가 발함에 氣가 따르고 선후가 없고 離合이 없다는 뜻에 대해 분명
하게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또 이씨(율곡)가 반드시 四端을 氣의 發이라고 여겨 七情과 배
합시켜 논설을 만들고자 하니, 이렇다면 孟子가 四端을 말하여 人性이 착하다는 것을 밝혀서 聖人
의 門에 크게 공을 세웠다는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勉齋 黃氏가 말하기를 “바야흐로 그것
이 발하지 않았을 적에는 이 心이 湛然하지만, 저 만물에 감동되어 움직임에 미쳐서는 혹 氣가 움
직임에 理가 그것을 따르기도 하고 혹 理가 움직임에 氣가 그것을 끼기도 한다”고 하였으니, 사실
은 ‘理가 발함에 氣가 따르고 氣가 발함에 理가 탄다’는 설과 조목이 동일하여 일치하고 있다. 勉齋
의 학문은 정미하고 치밀하니, 그가 의리(義理)의 근원처에 대하여 마땅히 어지럽게 말하여 다른 사
람을 그릇되게는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만약 퇴계의 설을 그르다고 여긴다면 또한 장차 면재
를 지적하여 追窮함으로써 아울러 (잘잘못을 따질) 안건으로 삼겠다는 것인가?38)38)

여기서 인용된 주자의 말은 朱子語類 卷九十四(第6冊, p.2373)에 보인다. 인용된 黃榦의 말
은 宋元學案 卷十七 ｢橫渠學案上｣39)에39)보인다.

栗谷이 ‘理發氣隨’설을 반대한 이유는 바로 이 설이 주자가 말한 ‘理不活動’에 위배되기 때문이
었다. 주자의 ｢太極圖說｣에 관한 해석을 근거로 하자면, 理는 바陽動靜의 所以然적인 근거이며, 
理 자체는 시간상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선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葛庵은 “이른바 ‘理發而
氣隨之’라는 것은 ‘太極動而生陽, 靜而生바’을 일컬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周敦頤는 誠의 創生이
라는 의미에서 太極의 動靜을 말하였고, 退溪는 ‘理之發’을 理의 妙用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관
38) 葛庵集, 第2冊, 卷18, pp.7下-8下[158]. : 愚謂 : 李氏以‘理發氣隨’一欵, 爲決正公案, 持之不置, 然不能盡

乎人言, 而遽爲之鍛鍊羅織者也. 夫所謂‘理發而氣隨之’者, 猶‘太極動而生陽, 靜而生바’之謂也. 理纔動, 氣便
隨之, 豈有先後之可言乎? 如屈伸在臂, 反復惟手. 屈之伸之, 臂便隨之. 反之復之, 手便隨之. 又如人乘馬, 
馬隨人, 人纔動著, 馬便隨出, 非謂人已出門, 馬尚在廄, 待驅*牽引, 而后從之也. 朱子曰, “‘太極動而生陽, 
靜而生바’, 非是動而后有陽, 靜而后有바, 截然有兩段, 先有此而後有彼也.”朱子說止此 此其爲說, 較然明甚, 
其於‘理發氣隨’‘無離合無先後’之義, 可不爲明證乎? 且李氏必以四端爲氣之發, 欲與七情配合爲說, 則孟子說
出四端, 發明人性之善, 大有功於聖門之意, 果安在哉? 勉齋黃氏之言曰, “方其未發, 此心湛然, 及其感物而
動, 則或氣動而理隨之, 或理動而氣挾之”, 實與‘理發氣隨, 氣發理乘’之說, 同條而共貫也. 勉齋之學, 精微縝
密, 其於義理源頭處, 不應亂道而誤人. 今若以退陶之說爲非, 則又將指摘勉齋, 追論而并案邪?

39) 沈善洪 主編, 黃宗羲全集(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5-1994年), 第3冊, p.831. 성리대전 권31, 성리
3, 氣質之性, 제3항에도 보인다.(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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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말하자면, ‘理發而氣隨之’와 ‘太極動而生陽, 靜而生바’이라는 이 두 명제는 확실히 서로 함
께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葛庵은 주자의 ｢太極圖說｣ 해석이 율곡에 의해 계승된 별도의 의리 
체계에 속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葛庵은 朱子의 설을 이끌어 退溪의 ‘理
發氣隨’설을 변호함으로써 장씨의 갓을 이씨가 쓰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
면, 그는 ‘팔의 굽힘과 폄(臂之屈伸)’과 ‘사람이 말을 타는 것(人騎馬)’ 등의 비유를 통하여 “理가 
움직이자 氣가 즉시 그것을 따른다(理纔動, 氣便隨之)”라는 말에는 선후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는 있으나 그 본의를 잃은 듯하다. 왜냐하면, 인과관계의 구조에서 ‘원인(因)’과 ‘결과(果)’는 어느 
한 찰나에 동시에 발생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인(因)’은 ‘결과(果)’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 차
례는 전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이에 관하여 예를 들어 설
명하고 있다. “우리가 공 하나를 침대 메트리스에 떨어뜨리면 파인 자국이 생기는데, 이러한 상
황에서 ‘원인(因)’과 ‘결과(果)’는 동시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인은 여전히 결과에 
우선한다.”40)40)

그 외에, 葛庵은 黃榦이 말한 “或氣動而理隨之, 或理動而氣挾之”를 “理發氣隨, 氣發理乘”의 설
과 같은 것으로 여겼지만, 이 또한 誤네이다. 黃榦의 전체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性이란 진실로 氣質이 섞여있으나 그 未發일 때에는 이 마음이 湛然하여 物欲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즉 氣가 비록 치우쳐도 理가 스스로 바르고, 氣가 비록 어두워도 理가 스스로 밝으며, 氣가 비
록 남거나 모자람이 있어도 理는 남거나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임에 미쳐서
는 혹 氣가 움직임에 理가 그것을 따르고 혹 理가 움직임에 氣가 그것을 끼게 되니 이로부터 至善
한 理는 氣의 명령을 듣게 되어 선악이 이로부터 말미암아 분명해진다.41)41)

아래 위 문장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氣動而理隨之’와 ‘理動而氣挾之’라는 이러한 두 종류의 
상태는 모두 ‘感物而動’을 전제로 하고 있다. 黃榦이 여기서 설명하려는 바는 ‘感物而動’한 후에 
비로소 선악의 나뉨이 있으니, ‘氣動而理隨之’하면 善이 되고 ‘理動而氣挾之’하면 惡이 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것과 ‘理發而氣隨之, 氣發而理乘之’의 정황은 완전히 같지 않다. 葛庵의 해석은 
단지 문자만을 보고 의미를 만들어 낸 억지 비교이다.

栗谷의 ‘氣發理乘一途’설은 또한 四端과 七情, 主理와 主氣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退溪는 
‘四端主理, 七情主氣’라는 설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奇明彥論四端七情第二書｣에서 “대개 ‘理

40)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von Raymund Schmidt (Hamburg: Felix Meiner 1976), 
A203/B248f.

41) 성리대전 권31, 성리3, 氣質之性, 제3항. : 性固爲氣質所雜矣, 然方其未發也, 此心湛然, 物欲不生, 則氣
雖偏而理自正, 氣雖昏而理自明, 氣雖有贏乏, 而理則無勝負. 及其感物而動, 則或氣動而理隨之, 或理動而
氣挾之, 由是至善之理聽命于氣, 善惡由之而判矣.(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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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而氣隨之’라는 것은 理를 위주로 말했을 뿐 理가 氣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니, 四端
이 이것이다. ‘氣發而理乘之’라는 것은 氣를 위주로 말했을 뿐 氣가 理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니, 七情이 이것이다”42)라고42)하고 있다. 栗谷은 이 설을 반대하여, ｢(成浩原｣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四端을 主理라 하는 것은 옳지만, 七情을 主氣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七情은 理氣를 포괄하
여 말한 것이지 主氣가 아니다. …… 子思는 性情의 德을 논하여 말하길,  “喜怒哀樂의 未發을 中이
라 하며, 發하여 모두 中節한 것을 和라 한다”고 하였으니, 다만 七情만을 거론했지 四端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대의 말과 같이 七情이 主氣라면, 子思가 ‘大本’과 ‘達道’를 논하면서 理라는 한 
쪽 측면을 잊은 것이니 어찌 큰 결함이 되지 않겠는가?43)43)

退溪는 理에 활동성을 부여하고 또한 四端을 ‘理發而氣隨之’로 七情을 ‘發氣發而理乘之’로 여기
게 됨으로써 이는 논리상 자연히 ‘四端主理, 七情主氣’라는 의미를 함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
에서 보자면 四端과 七情은 이질적인 것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栗谷은 朱子의 ‘理不活動’의 의
미를 근거로 四端과 七情을 똑같이 ‘氣發而理乘之’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四端과 七情은 동
질적인 것이 된다. 栗谷은 “情에는 喜怒哀懼愛惡欲의 일곱 가지만이 있을 뿐, 일곱 가지 이외에
는 다른 情은 없다. 四端이란 단지 善情의 별명일 뿐이니, 七情이라고 말한다면 四端은 그 가운
데 있다”44)고44)여겼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七情包四端’설이다. 栗谷의 뜻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四端과 七情을 함께 ‘氣發而理乘之’로 말하는 것은 그것이 모두 理氣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이다. 특별히 四端이 완전히 理에 합치되어 善情이 된다고 하면 이를 ‘主理’라고 일컫는 것은 결
코 불가하지 않다. 다만 만일 우리가 반대로 七情을 ‘主氣’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七情은 理를 근
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 있다.

葛庵은 ｢栗谷李氏論四端七情때｣ 제12절에서 율곡의 이 문장을 인용한 후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이씨(율곡)가 中庸에서는 다만 희노애락만을 말하고 四端을 들지 않았다는 것으로써 七情이 
四端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니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선현의 뜻에 대해

42) 退溪先生文集, 第1冊, 卷16, p.36[421] 및 ｢退溪(高峰非四端七情分理氣辯第二書｣, 高峰集, 第3輯, ｢兩
先生四七理氣往復書｣, 上篇, p.44上[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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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栗谷全書, 第1冊, 卷10, pp.7下-8上[19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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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子思論性情之德曰,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只舉七情
而不舉四端. 若如兄言, 七情爲主氣, 則子思論‘大本’‘達道’, 而遺卻理一邊矣, 豈不爲大欠乎?

44) 同上註, pp.6下-7上[199-200]. : “情有喜怒哀懼愛惡欲七者而已. 七者之外, 無他情. 四端只是善情之別名, 
言七情, 則四端在其中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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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하나는 깨닫고 그 둘은 버린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대개 자사는 그것을 渾淪하게 말하여 
未發 이전에는 하나의 理가 渾然하고 이미 발한 이후에 眞과 妄이 비로소 나눠지는 것을 밝혔으며, 
맹자는 그것을 끄집어내어 말하되 다만 저 性만을 논하고 氣質에는 미치지 않았으니, 사람들에게 
源流가 모두 선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자사의 말은 스스로 자사의 말이고, 맹자의 말은 
스스로 맹자의 말이니, 말뜻이 스스로 서로를 덮지는 못한다. 만약 맹자가 다만 자사의 말만 취하
여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선한 한쪽만을 취하여 四端이라고 했다면, 그 누가 맹자는 오로지 理에서 
발한 것만을 가리켜 말하여 이전 聖人이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였다고 하겠는가? 무릇 한 개의 사
물로써 가리켜 말하자면 각각의 경우가 있는 것이다. 주자가 말하기를, “공자의 ‘性이 서로 비슷하
다’는 말은 모두를 渾然히 뒤섞어 말한 것이나, 맹자는 다만 性善만을 말하였다. 그들이 말한 경우
가 각각 스스로 같지 않거늘 반드시 끌어당겨 합치려고만 한다면 천착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人心도 구별하여 말한 것이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도 있다. 만약 단지 人心만 
말할 때는 언제나 좋으나 道心과 비교하여 말을 하면 (인심은) 사물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였다. 
나 역시 七情은 渾淪하게 말한 것(중용과 ｢악기｣와 정자의 ｢호학론｣에서 논한 것과 같은 것)도 
있고, 분별하여 말한 것(주자의 ‘理之發 氣之發’, 황면재의 ‘氣動理隨, 理動氣挾’와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七情으로써 四端에 상대하여 말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主氣와 主理의 구분이 있는 
것이다.45)45)

글 가운데 인용된 주자의 두 단락의 말은 각각 朱子語類 卷四十七(第4冊, p.1178) 및 卷六
十二(第4冊, p.1486)에 보인다.

葛庵은 여기서 ‘渾淪說’과 ‘分別說’로 퇴계의 ‘四端主理, 七情主氣’설을 변호하고 있다. 그가 생
각하기에, ‘七情은 四端을 포함한다’라고 한 栗谷의 말은 中庸에서 단지 喜怒哀樂만을 말하고 
四端을 말하지 않은 것처럼 모두 ‘渾淪’으로 말한 것이고, 退溪의 ‘四端主理, 七情主氣’설은 ‘分別
說’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葛庵은 栗谷의 ‘渾淪說’과 退溪의 ‘分別說’이 완전히 다른 이론적 전제
가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하였다. 전자는 四端과 七情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양자의 이질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退溪는 ｢(奇明彦論四端七情第一書｣에서 四端과 七情의 근
본적인 구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惻隱, 羞惡, 辭讓, 是非는 어느 곳으로부터 發하는가? 仁
義禮智의 性으로부터 발할 뿐이다. 喜怒哀懼愛惡欲은 어느 곳으로부터 발하는가? 外物이 사람의 
형기에 접촉되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움직여서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나온 것일46)뿐이다.”46) 

45) 葛庵集, 第2冊, 卷18, 제 12절. : 愚謂: 李氏謂中庸只言喜怒哀樂, 而不舉四端, 以明七情之包四端, 似
亦有理. 然惜其於聖賢之意, 得其一而遺其二也. 蓋子思是渾淪言之, 以明未發之前, 一理渾然, 既發之後, 眞
妄始分. 孟子是挑出言之, 只論其性, 不及氣質, 要人見得源流皆善. 子思說自是子思說, 孟子說自是孟子說, 
語意自不相蒙. 若孟子只就子思所說‘喜怒哀樂’中, 擇取善一邊而爲四端, 則其誰曰‘孟子專指其發於理者言之, 
而爲發前聖所未發’乎? 夫以一个物事指而言之, 各有地頭. 朱子曰, “孔子說‘性相近’, 都渾成, 孟子卻只說得
‘性善’, 其所言地頭, 各自不同, 必要去牽合, 便成穿鑿.” 又曰, “人心有分別說底, 有不恁地說底, 如單說人心, 
都是好. 對道心說, 便是勞攘物事.” 愚亦以爲七情有渾淪說底, 如中庸｢樂記｣程子｢好學論｣所說有分別說
底, 如朱子‘理之發, 氣之發’黃勉齋‘氣動理隨, 理動氣挾’之類, 今以七情對四端說, 故爲有主氣主理之分也.



 李玄逸의 四端七情論·115

栗谷은 ｢(成浩原｣을 통하여 이 설에 대한 질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퇴계의 뜻을 자세히 보니, 四端은 (마음) 안으로부터 발하였다고 하고 七情은 바깥 사물에 감응
하여 발하였다고 한다. …… 천하에 어찌 바깥 사물에 감응함이 없이 (마음) 안으로부터 스스로 발
하는 情이 있겠는가? …… 지금 만약 바깥 사물에의 감응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 안으로부터 스스
로 발하는 것을 四端이라고 한다면 어버이가 없는데 孝가 발하고, 임금이 없는데 忠이 발하고, 형
이 없는데 敬이 발하는 것이니 어찌 사람의 참된 情이겠는가? ……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孺子入井)’을 본 연후에 이 마음이 발하게 된다. 감응하여 느끼도록 한 것은 어린아이이니 어린
아이는 바깥 사물이 아닌가? 어찌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고서 스스로 측은한 마
음이 발할 수 있겠는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병에 불과할 뿐이며 사람의 情은 아니다.47)47)

葛庵은 ｢栗谷李氏論四端七情때｣ 제10절에서 이 단락의 문장을 인용하고 이어서 아래와 같이 
논박을 하고 있다.

이씨(율곡)는 노선생(퇴계)이 사단은 바깥 사물에 감응함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에서 스
스로 발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고는 자기의 설을 장황하게 늘어뜨려서 방자하게 기롱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 노선생(퇴계)이 기씨에게 준 편지를 살펴보니, “사단이 만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니 진실
로 칠정과는 다르지 아니하나, 다만 사단은 理가 발하여 氣가 그것을 따르고 칠정은 氣가 발하여 
理가 그것을 탄다”라고 한 말이 있으니, 일찍이 바깥 사물에 감응함을 기다리지 않고서 (마음) 가운
데에서 스스로 발한다는 말은 없는데 이씨(율곡)가 어디로부터 이런 근거 없는 말을 얻었는가? 맹
자는 본디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봄에 두려워하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으
로써 (마음) 가운데 있는 理가 접촉하는 것에 따라서 발하는 뜻을 밝혔으니, 노선생(퇴계)이 진실로 
맹자의 본의를 저버리고 별도로 갈등의 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48)48)

葛庵은 퇴계가 “일찍이 바깥 사물에 감응함을 기다리지 않고서 (마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발
한다(不待外感, 由中自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여겨 율곡의 견해가 “근거 없는 말(無稽之言)”
46) 退溪先生文集, 第1冊, 卷16, p.9下[408] 및 ｢退溪(高峰四端七情分理氣辯｣, 高峰集, 第3輯, ｢兩先生

四七理氣往復書｣, 上篇, p.4上[103]. : “惻隱羞惡辭讓是非, 何從而發乎? 發於仁義禮智之性焉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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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栗谷全書, 第1冊, 卷10, p.6[199]. : “竊詳退溪之意, 以四端爲由中而發, 七情爲感外而發. …… 天下安有
無感而由中自發之情乎? …… 今若以不待外感, 由中自發者爲四端, 則是無父而孝發, 無君而忠發, 無兄而敬
發矣, 豈人之眞情乎? …… 見孺子入井, 然後此心乃發. 所感者孺子也, 孺子非外物乎? 安有不見孺子之入井, 
而自發惻隱者乎? 就令有之, 不過爲心病耳, 非人之情也.”

48) 葛庵集, 第2冊, 卷18, p.10[159]. : 愚謂 : 李氏謂老先生以四端爲不待外感而由中自發, 張皇其說, 肆爲譏
揣. 然今按老先生所與奇氏書, 則有曰, “四端感物而動, 固不異於七情, 但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
乘之”, 未嘗有‘不待外感, 由中自發’之語, 則李氏何從而得此無稽之言乎? 孟子本以見孺子入井而有怵惕惻隱
之心, 明‘在中之理隨觸而發’之義, 老先生固不應背卻孟子本義, 而向別處做出葛藤之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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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앞서 인용한 퇴계의 ｢(奇明彥論四端七情第一書｣ 가운데 서술된 문
장은 “四端爲由中而發, 七情爲感外而發”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단락의 글 또한 
주자의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설에 관한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서 四端과 七情의 이질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율곡은 결코 퇴계의 견해를 오해하거나 곡해한 것이 아니다. 
갈암이 인용한 퇴계의 “사단이 만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니 진실로 칠정과는 다르지 아니하다(四
端感物而動, 固不異於七情)”라는 견해는 퇴계의 ｢(奇明彥論四端七情第二書｣에 보인다.49)49)겉으로 
보자면, 퇴계의 이 말은 퇴계 자신의 기본 입장에 위배되며 高峰의 관점에 동조하여 四端과 七
情의 이질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퇴계는 이 말에 이어 “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之”를 주장함으로써 여전히 四端과 七情의 이질성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부터 우리는 “사단이 만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니 진실로 칠정과는 다르지 아니하다(四端感物而
動, 固不異於七情)”라는 말이 퇴계가 “어느 날 우연히 말하다가 한쪽만을 가리켜 한 말(一時偶發
所偏指之語)”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퇴계의 “四端은 (마음) 안으로부터 발하였다고 하고 七情은 바깥 사물에 감응하여 발하
였다(四端爲由中而發, 七情爲感外而發)”라는 말은 孟子 ｢告子 上｣ 제15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귀와 눈은 생각하지 못하여 물건에 가리워진다. 물건과 물건이 교차되면 거기에 끌려갈 뿐이다. 
마음은 생각할 수 있으니,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50)라는50)구절과 관련이 
있다. 이른바 “七情이 바깥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인다(七情爲感外而動)”라는 것은, 그것이 외재적 
대상의 이끌림에 의하여 발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禮記 ｢樂記｣에서 일컬은 “물건에 감
응하여 움직이는 것(感於物而動)”이며 또한 맹자가 일컬은 “물건과 물건이 교차되면 거기에 끌려
갈 뿐이다(物交物, 則引之而已矣)”라는 것이다. 이러한 ‘感’은 피동적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
으로 맹자는 초월적인 ‘本心’의 각도에서 四端을 논하고 있다. 만일 四端 역시 ‘感’이 있다고 말
한다면, 이러한 ‘感’은 자발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것(思則得
之, 不思則不得)”이다. 율곡이 질의한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본 연후에 이 마음이 
발하게 된다. 감응하여 느끼도록 한 것은 어린아이이니 어린아이는 바깥 사물이 아닌가?(見孺子
入井, 然後此心乃發. 所感者孺子也, 孺子非外物乎?)”라는 것은 사실 機緣(occasion)인 四端의 ‘感’
을 原因(cause)으로 오인한 것이다. 四端之心 자체는 자발성(spontaneity)을 갖고 있어서 바깥 사
물의 이끌어 줌이 필요없으며 따라서 자아실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惻隱之心을 예로 들자면, 
그 발용은 결코 타인의 불행(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을 보게 되는 것
과 같은 정황이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의 정황은 그러한 발용의 機緣이
49) 退溪先生文集, 第1冊, 卷16, p.32上[419] 및 ｢退溪(高峰非四端七情分理氣辯第二書｣, 高峰集, 第3輯,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上篇, p.40上[121].
50) 孟子 ｢告子 上｣ : “耳目之官不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

也.”(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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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51)51)葛庵은 “맹자는 본디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봄에 두려
워하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서, ‘(마음) 가운데 있는 理가 접촉하는 것에 따라
서 발한다’는 의미를 밝혔다(孟子本以見孺子入井而有怵惕惻隱之心, 明‘在中之理隨觸而發’之義)”라
고 하였으니 그 견해가 훌륭하다. 다만, 그는 아마도 “在中之理隨觸而發”과 “感外而發”의 본질적
인 구별에 관하여 의식하지 못한 듯하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마땅히 퇴계의 “四端爲
由中而發, 七情爲感外而發”설을 긍정하면서 퇴계의 관점에 관한 율곡의 오해 혹은 곡해를 강조하
지는 않았을 것이다.

栗谷은 ‘七情包四端’을 주장하였기에, 자연히 七情이 어떻게 四端을 포괄하는지가 설명되어져
야 한다. 그는 ｢(成浩原｣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약 七情이 이미 그 가운데 四端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四端은 七情이 아니며 七情은 四
端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 무릇 사람의 情이 즐거운 것을 당하면 즐거워하고, 喪에 임해
서는 슬퍼하고, 친한 사람을 보고는 자애하고, 理를 보고는 그것을 궁구하고 싶어하고, 賢人을 보면 
그와 똑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이상은 喜愛哀欲의 四情이다) 仁의 실마리이다. 화낼 일을 당하여 화
를 내고, 미워할 일을 당하여 미워하는 것은 (怒와 惡의 二情이다) 義의 실마리이다. 존귀한 사람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정) 禮의 실마리이다. 기뻐함과 노여워함과 슬픔과 두려운 
일을 당하여 그 마땅히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것을 알고(이것은 옳다고 여기는 것[是]
에 속한다) 또 마땅히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아는 것은(이것은 그르다고 
여기는 것[非]에 속한다. 이것을 합하여 七情이라 하니 그 是非의 情을 알 수 있다) 智의 실마리다. 
선한 情이 발하는 것을 일일이 다 들 수는 없으나 대체로 이와 같다. …… 七情의 밖에 다시 四端
은 없는 것이다.52)52)

葛庵은 ｢栗谷李氏論四端七情때｣의 제11절에서 이 단락을 인용하고, 아울러 자신의 반박을 다
음과 같이 부기하였다.

四端과 七情은 각각 스스로 하나의 설이 되니, 억지로 끌어 당겨 합쳐서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오래되었다. 주자가 이미 말하기를 “四端은 理의 발이고 七情은 氣의 발이다”라고 하였으니, 七情에 
四端을 분배하는 설을 일찍이 긍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희노애락애오욕이 오히려 仁義에 가까
운 것 같다”는 질문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였고, “喜怒愛惡는 

51) 이에 관하여는 졸저, 四端與七情-關於道德情感的比較哲學探討, pp.244-248 참조.
52) 栗谷全書, 第1冊, 卷10, p.7[199]. : 若七情, 則已包四端在其中, 不可謂四端非七情, 七情非四端也. …… 

夫人之情, 當喜而喜, 臨喪而哀, 見所親而慈愛, 見理而欲窮之, 見賢而欲齊之者, (已上, 喜哀愛欲四情) 仁之
端也. 當怒而怒, 當惡而惡者, (怒惡二情) 義之端也. 見尊貴而畏懼者, (懼情) 禮之端也. 當喜怒哀懼之際, 
知其所當喜, 所當怒, 所當哀, 所當懼, (此屬是) 又知其所不當喜, 所不當怒, 所不當哀, 所不當懼者, (此屬
非. 此合七情, 而知其是非之情也) 智之端也. 善情之發, 不可枚舉, 大概如此. …… 七情之外, 更無四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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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義요, 哀懼는 禮를 주로하고, 欲은 水에 속하니 智이다”라는 설에 대하여 말하기를, “또한 대략은 
이와 같으나 다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는 “喜懼哀欲이 모두 惻隱으로부터 발하여 나왔
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여 말하기를, “七情은 四端에 분배시킬 수가 없다. 七情은 四端에서부
터 뚫고 나아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무릇 그 所從來가 각각 뿌리가 있고 말하는 바도 각각 경우
가 있으니 섞어서 똑같게 하고 모아서 합칠 수는 없다. 이씨(율곡)는 여기에 대해서 일찍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로 참조하고 연역하여 그 同異를 규명하여 한 길로써 그것을 개괄하지 못하였다. 그
러므로 그 말하는 바가 매양 꽉 쥐고서 끌어당겨 합쳐서 지루하게 이리저리 맞추는 병통이 있게 되
었으니, 참으로 애석하다.53)53)

葛庵은 여기서 주자의 세 단락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모두 朱子語類에 보인다. 주자가 
말한 이러한 일련의 말들이 뜻하는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 우리는 완전한 전체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다.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이라 하였다. “喜怒愛惡欲같은 것은 오히려 仁義에 가까운 것 같습
니다”라고 물으니, (주자는) “진실로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하였다.54)54)

劉圻父이 七情을 四端에 분배시키는 것을 물었다. (주자가) 말하기를, “喜怒愛惡는 仁義요, 哀懼
는 禮를 주로하고, 欲은 水에 속하니 智이다. 또한 대략은 이와 같으나 다만 구분하기는 어렵다”라
고 하였다.55)55)

묻기를, “喜懼哀欲이 모두 惻隱으로부터 발하여 나왔다는 것은 性으로부터 발한 것임을 말한 것
입니다. 다만 惡은 羞惡로부터 발하여 나왔으니, 喜怒愛欲같은 것은 마치 모두 惻隱으로부터 발한 
것이 아닌지요?”라고 하자, (주자가) 말하기를 “哀懼는 어디로부터 발하겠는가? 이 또한 아마도 惻隱
으로부터 발할 것이니, 대개 懼 또한 怵惕한 것이 심한 것이다. 그러나 七情은 四端에 분배시킬 수
가 없다. 七情은 四端에서부터 뚫고 나아간 것이다.”56)56)

53) 葛庵集, 第2冊, 卷18, p.11[160]. : 愚謂 : 四端七情, 各自爲一說, 其不可牽合爲說也久矣. 朱子既曰“四
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云, 而於七情分配四端之說, 未嘗頷可. 其(“喜怒哀樂愛惡欲卻似近仁義”之問, 
曰“固有相似處”, 於“喜怒愛惡是仁義, 哀懼主禮, 欲屬水, 則是智”之說曰, “且麤恁地說, 但也難分” 其(“喜懼
哀欲都自惻隱上發”之問, 曰“七情不可分配四端, 七情自於四端橫貫過了” 蓋其所從來, 各有根柢, 所以爲說, 
各有地頭, 不可混而同之, 比而合之. 李氏於此未嘗低心下意, 參互紬繹, 以究其同異, 遽欲以一途概之, 故其
所爲說, 每有巴欖牽合支離遷就之病, 殊可惜也.

54) 朱子語類, 第4冊, 卷53, p.1297, 輔廣 錄. :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 問“看得來如喜怒愛惡欲, 卻
似近仁義.” 曰“固有相似處.”

55) 朱子語類, 第6冊, 卷87, p.2242, 黃義剛 錄. : 劉圻父問七情分配四端. 曰, “喜怒愛惡是仁義, 哀懼主禮, 
欲屬水, 則是智. 且粗恁地說, 但也難分.”

56) 同上註, 葉賀孫 錄. : 問, “喜怒哀懼愛惡欲是七情, 論來亦自性發. 只是惡自羞惡發出, 如喜怒愛欲, 恰都自
惻隱上發.” 曰, “哀懼是那[發? 看來也只是從惻隱發, 蓋懼亦是怵惕之甚者. 但七情不可分配四端, 七情自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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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栗谷은 四端과 七情의 동질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七情包四端’의 설을 필연적으로 주장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자의 견해에 의하면, 
四端과 七情은 모두 氣에 속한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말하자면 양자는 동질적이다.57)57)그러므로 
논리상에 있어서 주자 역시 ‘七情包四端’의 설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인용한 주자의 세 
단락 글을 통하여 필자는 주자가 四端과 七情의 동질성 및 ‘七情包四端’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가 말한 “七情은 四端에 분배시킬 수가 없다. 七情은 四端에서부터 뚫고 
나아간 것이다(七情不可分配四端, 七情自於四端橫貫過了)”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칠정과 사단을 
일일이 대응시켜 짝을 이루게 할 수는 없으며 양자는 氣라는 측면에서 상호 교차되고 있다는 점
을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葛庵은 오히려 주자의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이라
는 말을 근거로 주자 역시 퇴계처럼 四端과 七情의 이질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여겼으며, 다시 
이를 근거로 하여 주자의 세 단락의 대화를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자의 관점을 
오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율곡의 요지와 정곡을 확실하게 공격하지도 못하였다.

葛庵은 그의 친구 丁時翰과 마찬가지로 退溪와 栗谷으로 대별되는 대립적 관점 사이에서 퇴
계의 관점을 변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葛庵의 변호는 오히려 그의 세 가지 뒤섞인 관점을 노
출하게 되었다. 첫째, 그는 주자가 理氣의 이분이나 心性情의 삼분이라는 性理學 체계로 孟子의 
‘四端’설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사실 맹자의 기본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점을 의식
하지 못하였다. 둘째, 葛庵은 理氣論 및 ‘四端七情’의 문제에 있어서 退溪의 관점이 이미 주자 성
리학의 체계로부터 벗어났으며 오히려 율곡의 관점이 주자의 관점에 충실한 것임을 의식하지 못
하였다. 셋째, 갈암은 또한 退溪의 관점이 이미 주자의 성리학 체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곡에 비해 퇴계가 더욱 맹자의 기본 관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의 뒤섞인 관점으로 인해, 葛庵은 退溪의 관점을 변호할 때 왕왕 맹자나 주자 그
리고 퇴계의 관점 사이에서 자신의 확고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진퇴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주제어 : 退溪, 栗谷, 李玄逸, 사단칠정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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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端橫貫過了.”
57) 이에 관하여는 졸고, ｢孟子的四端之心與康德的道德情感｣, 儒家與康德(臺北, 聯經出版公司, 1990年), 

pp.125-1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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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i Hyeonil’s Interpretation of the “Four Buddings” 
and “Seven Feelings”

Ming-huei LEE
58)
The debate over the “four buddings” and “seven feelings” (or the “Four-Seven 

Debate”) is the most important intellectual dispute in the history of Korean Confucianism. 
This debate broke out at first between Yi T’oegye (1501-1571) and Ki Kobong 
(1527-1572), and then between Yi Yulgok (1536-1584) and Sung Ugye (1535-1598). 
This then caused a confrontation between two Confucian schools, namely the so-called 
“li-centered school” and “ki-centered school.” As a representative of the “li-centered 
school,” Yi Hyeonil (1627-1704) wrote an article entitled “Criticism of Yi Yulgok’s 
views on the Four Buddings and Seven Feelings” and thereby defended Yi T’oegye’s 
points of view about the four buddings and seven feelings. Besides the preface and 
the postscript this article includes 19 paragraphs. Each paragraph is composed of a 
text from Yi Yulgok’s letters to Song Ugye and Yi Hyeonil’s own remarks 
thereupon.

In this paper, I analyze Yi Hyeonil’s remarks with a view to uncovering the 
threefold misunderstanding implicated in them. First, Yi Hyeonil was not aware that 
Zhu Xi’s interpretation of the four buddings and seven feelings did not conform to 
Mencius’ original position. Secondly, Yi Hyeonil neglected the fact that Yi T’oegye’s 
interpretation of the four buddings and seven feelings could not fit within the 
parameters of Zhu Xi’s learning, whereas Yi Yulgok adhered to Zhu Xi’s standpoint 
throughout. Thirdly, Yi Hyeonil did not realize that Yi T’oegye’s view on this topic 
was actually closer to Mencius’ view, just because it could not fit within the 
parameters of Zhu Xi’s learning.
Key Words : Yi T’oegye,  Yi Yulgok, Yi Hyeonil, the Four-Seven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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