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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載의 氣一元論과 任聖周의 氣一分殊說

허 남 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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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朝鮮後期의 성리학에서는 정이천, 주희의 성리학을 정통으로 삼은 退溪, 栗谷 등에 의해 비판

받고 철학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것 같았던 張載(1020-1077)와 徐敬德의 기일원론이 부분적으로
나마 다시 등장한다. 조선 중기 이후 주류를 이룬 율곡학파의 학자들 사이에서 율곡철학의 해석
을 놓고 벌어진 호락논쟁은 임성주나 홍대용 같은 학자들에게 기존의 성리학에서 벗어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율곡의 철학은 주기론이라고 퇴계학파로부터 비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리를 확보하고 실현
하기 위한 철학이었다. 율곡은 기의 불변성, 보편성을 부정하고 리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理通氣
局, 氣發理乘一途설을 내세움으로써 결국은 二元性을 띠게 된다. 율곡의 다음과 같은 화담에 대
한 비판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화담은 湛一淸虛한 기가 모든물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지고 千聖이 아직 전하지 못한 묘한 이치를 체
득했다하나 단지 그위에 다시 이통기국의 한 구절이 있음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하늘의)善을 이어 
본성을 이루는 理는 모든 물에 존재하나 담일청허한 기는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理는 불변이나 
氣는 변한다. 元氣는 相生하여 끊임이 없으니 기왕의 존재는 사라지고 새 존재가 이으니 지나간 기
가 있을데가 없다. 그런데 화담은 一氣가 영원히 계속되어 기왕의 존재가 없어지지않고 새로 생기
는 존재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이는 화담이 氣를 理로 생각하는 잘못이 있기1)때문이다.”1)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1) 李珥, 栗谷全書권10, 與成浩原, 37-38면(한국문집총간, 44) “以爲湛一淸虛之氣無物不在, 自以爲得千聖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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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의 리발을 부정하면서도 리에다 주재성을 두고, 기발만을 인정하면서도 一氣의 존재를 부
정하는 율곡의 철학은 本然之性의 실재 여부, 人性과 物性의 同異문제 등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를 남기게 된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호락논쟁이 생겼고 호락논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가 장재, 서경덕의 기일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趙成期가 金昌翕에게 橫渠의 
學으로 기약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든지(三淵集, 行狀) 임성주가 인물성동이론을 놓고 고심하
다가 37세경 장재의 저술을 읽고 기일분수라는 자신의 구도를 확립하게 된다든지(鹿門集, 行
狀)하는 경우를 보면 조선 중기 이후에도 장재의 기일원론에 대한 관심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았
던 모양이다. 필자는 이를 통해서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기론자인 임성주의 성리학을 통해 장재
의 기일원이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재의 기론과 문제점
장재(1020~1078)의 철학은 기의 존재론이다. 장재의 기철학은 도교를 통해 전승된 전통적인 

기론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만, 본체와 현상, 자연과 인간,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는 철
학 체계 전체에 기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재의 기철학은 기론의 격을 한 
단계 올려 놓은 것이고 이후 전개되는 성리학적 세계관의 선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기철학이
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정주의 理學은 장재의 기철학에 이 개념을 가미한 것이고 청대의 기학
은 장재로의 복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후의 신유가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연한 이야기
지만 장재의 기철학은 조선 성리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불교적 세계관의 극복이라는 공
통적인 문제의식을 지녔고, 또 장재의 저술이 앞머리에 실려있는 성리대전을 통하여 성리학을 
이해해 나갔던 조선 초기의 성리학은 물론이고 정주리학의 절대성이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조선 
후기의 새로운 학문경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재의 기철학은 ‘太虛(一氣) - 기(음양) - 만물 - 태허’라는 순환구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의 전 철학 체계를 일관하는 기 개념은 한쪽 끝에 있는 태허라는 보편성과 다른 한 끝에 있
는 만물이라는 개별성을 매개하면서 그 둘을 포괄하고 있다. 장재의 기 개념이 태허와 만물(객
형), 무형과 유형, 정과 동이라는 상반되는 존재 내지 성질과 동시에 관계지워지는 이중 구조를 

盡傳之妙, 而殊不知向上更有理通氣局一節, 繼善成性之理, 則無物不在, 而湛一淸虛之氣, 則多有不在者也. 
理無變而氣有變, 元氣生生不息, 往者過來者續而已, 往之氣已無所在, 而花潭則以爲一氣長存, 往者不過來者
不續, 此花潭所以有認氣爲理之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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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는 것은, 無를 존재의 근원으로 보는 도가의 생성론과 현실세계를 幻妄으로 보는 불교적 
세계관을 극복하는 동시에, 주역과 중용이 표방하고 있는 조화와 生生의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그의 철학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장재는 기의 본체로서의 태허(일기)를 상정한다. ‘태허’는 莊子 ｢知北遊｣에 나오는 말
로 천지를 감싸는 무한한 공간을 의미하는데, 장재는 태허에 기가 가득차 있고 태허가 기의 본
체 즉 존재의 본원이라고 말함으로써, ‘有生於無’(노자 40장)로 대표되는 도가의 생성론과, 현
실은 환망에 지나지 않고 實相은 空이라는 불교의 유심론을 부정하고자 했다. 도교와 불교는 본
체 혹은 본성과 현상의 관계를 체용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체용론적 이해는 존재론에서는 
본체와 현상사이의 질적차이를, 인식론에서는 인식차원의 상위를 전제하고 있다. 장재는 불교가 
본체에서 현상으로 연결되는 과정(천지의 造化)를 궁구하지 않고 본체의 리만 추구했기 때문에 
현실을 가상으로 보게 되었고 천도 자체는 물론 천도가 인간의 본성이란 것도 알지 못하게 되었
다고 말한다.2)2)따라서 기는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존재에 선행하는 근원적 존재로서의 태허일기
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의 物과 가역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조화의 존재이다. 

장재가 본체로 상정한 태허는 구체적으로는 천지를 감싸고 있는 무한한 공간이다.3)3)이 태허의 
공간이란 존재가 결여된 상태 혹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태초 이전(선천)이 아니라 연속적 존재
인 기가 확산된 모습인 것이므로, 생성론적으로 다른 존재에 선행하는 원초적인 존재일 뿐 아니
라 형체있는 만물과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환원되어가는 세계의 일부이기도 하
다.4)4)태허 즉 기의 원형과 현재의 그것과의 차이는 거기에 형체있는 만물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에 달려 있을 뿐이다. 유가에서 존재의 근원으로 여기던 天도 바로 이 확산된 기의 한 모습이
다. 하늘(天)이 고정된 물체라는 점을 부정하고 이를 기에 귀속시킴으로써, 전통적 생성론이 지
녔던 결함, 즉 고정된 물체로서의 천과 기로 가득찬 공간의 분리로써 발생했던 천지조화와 기의 
취산 사이의 괴리를, 장재는 논리적으로 모순없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5)5)

태허일기는 기라고 하는 면에서 천지와 천지 중에 있는 형체 있는 사물의 연장이지만, 기의 
본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변화 중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형태(客形)인 
2) 張載, 橫渠易說권3. 氣の思想(小野澤精一 외 편, 1978, 東京) 409면에서 재인용.
3) 태허를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전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太虛無體, 則無以驗其遷動於外也.(正蒙권2, ｢參兩｣, 張載集(中華書局, 1978) 11면, 이하 장재의 원문

을 인용하는 경우 중화서국본 장재집의 면수를 병기함)
   氣之聚散於太虛, 猶氷凝釋於水, 知太和卽氣, 則無無.(正蒙 1, ｢太和｣, 8면)
4) 태허 내지 태허를 이루는 기가 모든 존재에 선행하는 근본존재라고 해서, 이를 반드시 太虛-바陽(天地)-

萬物의 시간적 단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장재의 기론을 우주발생론으로 해석하느냐, 존재론으로 해석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장재의 正蒙 자체에는 양측면이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옳
을 것이다. 

5) 山田慶兒, 1978 朱子の自然學 東京,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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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이 지니는 有形, 有感, 實, 動, 濁이라는 성질에 대하여 無形, 無感, 湛一, 淸, 虛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본체이다. 이렇게 태허일기의 성격과 物의 성격을 이분화하면 태허와 사물의 일원
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기 자체를 이원화하거나 체용론적으로 기를 이해하게 된다. 바로 이러
한 문제점 때문에 花潭은 태허와 현상을 先天과 後天이라는 시간적 구도에서 설명하고 이는 千
聖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라고 자부했다.6)6)장재는 이를 기의 聚와 不聚에 따른 양면성으로 보고 
일기는 이 둘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말한다.7)7)그래서 장재는 태허와 사물의 관계를 물과 얼음 
또는 바다와 물거품의 비유로 설명하기도 한다.8)8)이 비유는 불교에서 체와 용의 관계를 설명하
는 데에도 종종 이용되는데, 장재는 이 비유를 통해 물에서 얼음이 생긴다는 생성론적 동일성, 
얼음과 물거품이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인식론적 동일성 뿐만 아니라, 얼음, 물거품으로 비유되
는 현상사물이 사물의 고유성(氷之才, 漚之性)을 지니면서 바다로 비유되는 태허 중에서 어떻게 
태허의 일부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공간적인 구도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장재의 천인합일에 의한 윤리성의 고양은, 장재가 본래 의도했던 본체인 太虛一氣와 
客形인 형체의 기 -인간을 포함한- 의 一元性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9)9)즉 인간의 경우 형체를 
이루고 있는 응취된 기와 심을 이루는 기가 태허의 기와 동시에 공존하며 심을 태허의 상태로 
만들 때 비로소 본성이 회복된다고 말하면, 기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원적이고 연속적이나, 현상
의 응취된 기를 부정하고 본체의 일기가 가진 성질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도가의 無나 불교에서 
현상을 환망이라고 부정하는 이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또 태허 내지 천지의 입장에서 만물
의 보편성을 구하면 인간 사이, 인간과 물 사이의 차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어 묵자
의 兼愛내지 불교의 慈悲論으로 빠지게 되고, 태허 - 물 - 태허의 순환론은 유가의 生生論보다는 
불교의 윤회설에 가깝다는 비판도 가능하게 된다.10)10)장재의 철학이 지니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이천과 주자를 필두로 하는 이후의 신유학자들은 장재의 태허일기론이 지닌 많은 장
점 -특히 자연철학에서 드러나는- 을 희생시키고 理를 새로운 존재의 근원으로 정립하게 된다.

 6) 화담집권2, ｢原理氣｣ 11면(韓國文集叢刊 24, 305면) 참조
 7) 一物兩體, 氣也.(正蒙2, ｢參兩｣, 10면)
    氣聚則離明得施而有形, 氣不聚, 則離明不得施而無形.(正蒙1, ｢太和｣, 8면)
 8) 氣之聚散於太虛, 猶氷凝釋於水, 知太和卽氣, 則無無.(正蒙1, ｢太和｣, 8면)
    海水凝則氷, 浮則漚; 然氷之才, 漚之性, 其存其亡, 海不得而與焉.推是足以究死生之說.(正蒙5, ｢動物｣, 

19면)
 9) 장재의 철학에 내재된 이원성은 손영식의 논문에서 자연/하나(氣)의 두측면, 인간의 이분법적 구조로 지

적되고 있다.(孫英植, 1993 ｢宋代新儒學에서의 哲學的 爭點의 硏究｣,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0) ｢西銘｣은 성인의 은미한 가르침을 잘 드러내었으나 體만 말하고 用에는 이르지 못하여 兼愛를 주장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다는 비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性理大全 권4 12면, 楊時의 細注 참조, 
장원목, ｢性理學의 <理一分殊> 체계｣(서울대 석사논문, 1988) 15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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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성주의 기일분수설
낙론계열의 성리학자 임성주가 기일원론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계기는 호락논쟁을 검토

하면서이다. 여기서 시작된 任聖周의 문제의식은 마침내 호락논쟁의 공통전제였던 栗谷 李珥
(1536~1584)의 理通氣局說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朱熹의 理同氣異說에 대한 의문
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자학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任聖周는 그 해결방안으
로 張載(1020~1077)의 기일원론, 程顥(1032~1085)의 道器一體論을 다시 조선유학에 끌어 들이고 
孟子의 浩然之氣에서 그 경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일원적인 우주론과 심성론을 논리적인 일관
성을 가지고 제시하고자 한다. 또 任聖周가 주로 활약한 시기도 청의 기철학자 戴震(1723~1777)
과 겹치고 초기 실학자인 磻溪 柳馨遠(1622~1673) 星湖 李瀷(1682~1764)보다 후대이며 중기 실
학자인 湛軒 洪大容(1731~1783) 茶山 丁若鏞(1762~1836)보다 조금 앞서는 시기로 脫性理學的인 
사상이 조선에서 싹트던 시기였다. 장재의 사상을 이은 임성주의 기일원론적인 성리설도 성리학
이후를 준비하던 여러사상적 조류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임성주는 율곡이 기의 보편성을 부정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율곡선생께서 일찌기 湛一淸虛之氣가 없는 곳이 많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편벽되
고 탁한 곳에도 이 (담일의) 기가 스며들지 않음이 없다. 단지 형기의 국한과 폐색 때문에 드러나
서 실현되지 못할 뿐이다.11)11)

이통기국의 논의에 있어서 기를 오로지 萬殊에 돌리고 또 담일청허의 기는 없는데가 많다고 하니 
결국에는 (理氣를) 둘로 나누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12)12)

이러한 임성주의 율곡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이통기국론을 논리적으로 계속 고나가면 이와 
기를 병열적인 두개의 존재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모든 존재의 물질적, 정신적 근원이 
되는 일기의 보편성을 부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임성주의 주장은 바로 羅欽順의 理
氣一物說을 생각케 한다. 실제 나흠순의 철학이 임성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은 임
성주와 같은 시대의 吳熙常에서 이미 시작된다.13)13)임성주의 저술에서도 나흠순의 철학에 대해 
찬동하거나 논평한 곳을 여러곳에서 볼 수 있다. 
11) 鹿門集권19, ｢鹿廬雜識｣ “栗谷先生嘗云 湛一淸虛之氣者有不在 竊恐未然 蓋雖偏塞惡濁處 此氣則無不

透 特被形氣所局塞 不能呈露而顯行焉爾.”
12) 鹿門集권19, ｢鹿廬雜識｣ “乃於理通氣局之論 專以氣歸之萬殊 又以爲湛一淸虛之氣多有不在 究其歸終未

免於二物之疑”
13) 老州集권 24, “雜識, 鹿門之見, 實本於整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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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암이 ‘一바一陽을 道라고 이른다.’는 구절을 논하는 데 있어서 明道先生의 ‘원래 다만 이것이 도’
라는 한 어구를 심히 애중하고 伊川의 까닭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겨 지나
치게 추궁한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하겠으나 그 살펴본 것만은 진실로 뛰어났다고 하겠다. 이제 사
람들이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고 다만 주자의 決是二物이라는 말 만을 믿고서 참으로 理氣를 두개
의 물로 여기며, 심하면 대본 위에다가 기질이 駁되고 濁하다는 글자를 안배해서 氣의 惡한 것이 
性의 善에 해로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니 진실로 슬퍼해야 할 일이다.14)14)

임성주가 나흠순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정명도의 道器一體觀의 수용과 理와 氣를 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임성주는 나흠순이 양방진의 이가 일이면 기도 또한 일이
라는 말에 대하여 ‘또한’이라는 말도 필요없다고 한데 대해 “밝게 통하여 투철함이 미묘하고 은

하여 똑바로 더 갈 데 없이 극진한 곳에 이르렀다.”고 하며 전적인 동의를 표하였다.15)15)임성주
는 나흠순의 理氣一體觀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이기일체관을 심성론에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는 동의하지 않는다.16)16)

임성주는 人物性同異論에서 人物性異의 입장을 선택했다. 인간의 본성과 물의 본성을 구분하
고자 하는 임성주로서는 나흠순의 모든 사물이 천명을 동등하게 부여받아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미발지중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
을 것이다. 말하자면 임성주는 기일원의 입장을 보다 철저하고 고나가 性을 氣分殊로 본데 대
해 나정암은 理一分殊의 측면에서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두 사람의 性개념을 명확하게 검토해 보기 전에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겠
다. 나흠순 외에 임성주가 격찬한 또 한 사람의 명대 성리학자는 景逸 高攀龍(1562~1626)이다. 
임성주는 특히 고반룡의 “천지사이에 혼연히 하나의 기가 있을 따름이니 張載가 말한 ‘虛空이 곧 
氣’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함이다. 이것은 지극히 虛靈하면서도 조리가 있는 것이다. 그 
지극히 허령한 것이 사람에게 있으면 心이 되고 그 조리가 있는 것이 사람에 있으면 성이 된다. 
⋯ 기와 심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천지간에 가득차 틈이 없는 것은 오직 기일 따름인데 이 
기의 精靈이 심이요, 이 심에 가득찬 것이 기이니 이들은 서로 다른 것이17)아니다.”17)는 주장이 
14) 鹿門집권19, ｢鹿廬雜識｣, 3면 “羅整庵論一바一陽之爲道甚愛明道先生元來只此是道一語而以伊川所以二

字爲未盡推之雖或大過其見處誠卓然矣. 今人不識此意 只信朱子 決是二物之語 往往眞以理氣爲有兩箇物事 
甚至大本上安氣質駁濁字 以爲氣之惡 無害於性之善良 亦可哀也夫.”

15) 鹿門集권19, ｢鹿廬雜識｣, 10면 “整庵又嘗論 揚方震所謂若論一則不徒理一而氣亦一也(10a)若論萬則不徒
氣萬而理亦萬也云云者曰 此言甚當 但亦字稍覺未安可謂通透微密直窮刀底矣.”

16) 鹿門集권19, ｢鹿廬雜識｣, 8면 “整庵嘗論薛文淸 氣有聚散理無聚散之說 而曰一有一無其爲縫隙也 大矣 
其言當矣.但其論未發之中有曰 未發之中 非惟人人有之 乃至物物有之 盖中爲天下之大本 人與物不容有二
殊不可曉 夫人稟天地中正之氣 故有此中正之德 所謂惟皇上帝降衷于下民 民受天地之中以生 皆指人而言耳 
至於物則得氣之偏 故其德亦偏 是以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今曰從革 土爰稼穡如斯而已 未嘗說衷字
中字 夫物物果皆有未發之中 則氣偏理中 其爲縫隙也 不其尤大矣乎.” 

17) 鹿門集권 26, ｢心性雜詠｣, 詩,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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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과 꼭 같다고 한다. 나흠순과 고반룡에 대한 임성주의 이러한 평가를 놓고 김현은 
“나흠순의 철학이 명대 기철학의 전형으로서 녹문 철학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라고 한다면, 
경일 고반룡의 철학은 이미 틀이 잡힌 녹문의 철학을 더욱 확고한 이론으로 정립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18)라고18)말한다. 임성주의 나흠순에 대한 평가들로 미루어 보면 임성주가 나흠순의 이기일
체관에 상당히 경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나흠순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다. 나흠순의 영향을 받은 것과 나흠순의 철학에 동감을 표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
이다.

栗谷의 理通氣局 더 나아가서는 朱子의 理同氣異說에 의문을 제기한 任聖周는 張載의 기일원
론에서 그 해결을 구한다.

다행히 중년 이후에 하늘의 도움을 받아 張子의 담일지기에 대한 가르침을 맛볼 수 있어 소위 기질
이라고 하는 것의 淸濁粹駁이 비록 만 가지로 다르지만 그 본체는 단지 담일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
다.19)19)

한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任聖周가 율곡의 화담비판부분을 인용하여 의문을 제기한 것을 보면 
분명히 화담의 一氣長存說이 장재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녹문집에서 화담
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단지 화담의 제자인 박순의 설을 통하여 화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논박하고 있을 뿐이다.

朴思庵(朴純, 1523-1589)이 이르되, ‘담일청허한 기가 이에 음양을 생하고, 또 이 기로써 음에다 귀
속시킨다’하였으니 거의 한 논설로서는 모순이 된다. 그래서 栗翁의 논박하는 바가 된 것은 당연하
다. 무릇 이른바 담일청허하다는 기는 음양오기 이외에 별달리 이 기가 있는것이 아니요, 다만 이 
기가 통하면 곧 양이 되고, 靜하면 곧 음이 되며, 유행하여 봄에 이르면 목이 되고, 여름에 이르면 
화가 되고, 가을에 이르면 금이 되고, 겨울에 이르면 수가 되어, 음양 오행 속에 通透·貫徹되어 있
으되, 음양 오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안과 밖이 없고 시작도 종말도 없고, 변이나 제한도 없고 분
단하는 단수도 없으니 이와 같을 따름이다. 사암의 말이 화담에게서 나온 것이니 알지 못할 일은 
화담의 의사도 또한 다만 사암과 같은 것이랄까. 그 말이 문집에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상고
하지 못하니 답답하다.20)20)

18) 金炫, 1984 ｢任聖周의 生意哲學에 관한 硏究｣, 한국정신문화원대학원, 206면.
19) 鹿門集권16, ｢雜著, 大學｣, 2면 “幸於中歲以後 늘天之靈 有味乎張子湛一之訓 而知所謂氣質者 雖淸濁

粹駁有萬不齊 而其本體則只湛一而已矣”
20) 鹿門集권19, ｢鹿麗雜識｣, 7-8면 “朴思庵謂 湛一淸虛之氣 乃生바陽 而又以是氣屬之바 殆不成說話 其爲

栗翁所駁也 宜矣.夫所謂湛一淸虛者 非於바陽五氣之外別有是氣也.只是此氣動則爲陽 靜則爲바 行到于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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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任聖周는 장재의 영향을 받아 그의 우주론의 중심에 
“우주의 사이에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안도 없고 밖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가득차서 
허다한 조화를 부리고 인간과 만물을21)낳는”21)一氣를 놓고 그 명칭도 장재의 용어를 따라 太虛, 
太和, 湛一 등으로 표현한다. 任聖周는 장재의 기개념을 받아들여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할 원인도 없이 그러하며 한 텅비고 둥근 것이 스스로 있었다. 넓고 아득하여 안도 없고 밖도 
없으며 나뉠 수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으니 전체가 밝고 두루 통한다. 이 모두 生
意가 流行하여 그침이 없고 物을 낳음을 측량할 수없는 바의 그것이다.그 본체를 天, 元氣, 浩氣, 
太虛라고 하며 생의를 德, 元, 天地之心이라고 한다. 그 유행하여 그침이 없는 것을 道 乾이라고 하
며 측량할 수 없음을 神이라고 한다. 그 자연히 그러한 것을 命, 帝, 太極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 
虛圓하고 큰 물건을 나누어 이름 붙였으나 실제는 하나이다.22)22)

任聖周의 이 말에서 보면 그는 장재 화담과 마찬가지로 우주가 근원적 일기에서 생성될 뿐아
니라 구체적인 현상의 세계도 기라고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주자 
율곡의 기와 비교해 볼때 우선 눈에 띠는 것은 태극을 기의 자연스러운 모습 기능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莫之然而然則所謂自然也) 주자학의 해석에서 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심성론
에서는 性卽理이고23)23)우주론에서는 太極卽理라는 명제일 것이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화담이
후 태극을 理로만 보지않고 氣의 한 양태로 해석한 것은 임성주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임성주 사상이 전체적으로 성리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그 틀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보
지만 적어도 이부분에서만은 기존의 주자학 해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任聖周에 
있어서 理는 무엇인가. 任聖周는 氣만을 단하나의 실체로 인정하고 理, 道는 그것에 붙여진 이
름, 혹은 속성(氣之能)일 뿐이라고 말한다.

 
(우주간에 가득차서 사람과 물을 낳는것은) 단지 이 하나의 氣이다. 다시 조금이라도 理字를 안배할 
틈이 없다. 그 기의 能이 이렇게 크고 이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시켜서인가. 스스로 그러

則爲木 行到于夏 則爲火 行到于秋則爲金 行到于冬則爲水 通貫乎바陽五行之中 而不爲바陽五行所局 無
內外無始終無邊際無分段如斯而已 思庵說出於花潭 未知花潭之意 亦只如思庵否其說想見文集而不得考可
鬱.”

21) 鹿門集권19, ｢鹿廬雜識｣, 19면 “宇宙之內 直上直下 無內無外 無始無終 充塞彌漫 做出許多造化 生得許
多人物者”

22) 鹿門集권19, ｢鹿廬雜識｣, 19면 “莫之然而然 自有一箇虛圓盛大底物事 坱然浩然 無內外無分段 無邊際 
無始終 而全體昭然 都是生意 流行不息 生物不測 其體則曰天曰元氣曰浩氣曰太虛 其生意則曰德曰元曰天
地之心 其流行不息則曰道曰乾 其不測曰神 其莫之然而然則曰命曰帝曰太極 要之 皆就這虛圓底大物事上 
分別立名 其實一也.”

23) 池斗煥, 1987 ｢朝鮮後期 實學硏究의 問題點과 방향｣ 태동고전연구 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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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러할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自然處에 聖人이 이름붙여 道라 하고 理라 하였다.24)24)

결국 任聖周에 있어서 理는 氣에 부수된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린다. 다른곳에
서 任聖周는 自然이 곧 理의 주재처라고 말한 바 있으나25)25)이는 理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 아
니라 理의 所以然, 所當然이라는 의미를 부정 내지 축소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任聖周가 우주와 인간의 근원으로 상정한 기 - 좁게는 담일지기 - 는 어떤 성질을 지
니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상세계와의 관계는 어떤가. 김낙필은 任聖周가 그의 기철학에서 함축하
고 있는 기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26)26)첫째, 기는 끊임없이 유행한다는 常動의 성격을 지
녔다. 둘째, 기를 生意로 파악한다. 세째, 기의 작용이 헤아리기 어려운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측면을 임성주는 氣之能 또는 神이라고 불렀다. 네째, 근원적 일기에는 윤리적 至善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김낙필이 지적한 이 네가지 성격은 모두 근원적 一氣의 성격이다. 그리고 이러
한 성격이 현실의 形體之氣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혹은 어떻게 가려지는지에 대해서는 任聖
周의 분명한 설명이 없고 단지 “湛一과 渣滓를 통해 惡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서 그 실
마리를 보여줄 뿐이다. 엄 히 생각해보면 기를 常動이라고 하고 다시 靜의 상태의 기를 생각하
는 것은 일관성있는 논리는 아니다.”27)고27)하고있다. 장재나 화담은 그 사상체계 전개의 목적이 
道, 佛의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우주론의 정립에 있었기 때문에 본체의 靜과 형상화 과정의 
常動을 모순없이 설명하기위하여 태허를 기의 운동이전의 상태라 하기도하고28)28)先天의 氣와 後
天의 氣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한다.29)29)이러한 논리는 발생론적 관점에서 세계의 생성과 인간
의 生死를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화담과 장재의 기일원론은 虛, 靜을 강조하게 되어 유교
적 윤리의 절대화에 적합치 않아 理를 강조하는 퇴계류의 철학에 비판받게되고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30)30)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위해 任聖周는 담일기와 유행기
의 관계를 이중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任聖周는 일기가 動하면 형체가 생기
고 그것은 氣의 渣滓로, 윤리적으로는 악의 가능성이 된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장재, 화담식으로 
시간적인 선후관계로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理一分殊의 논리를 원용하여 공간적으로 기를 
구성하여 사물과 인간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담일과 사재로 설명하고 있다.

24) 鹿門集권19, ｢鹿廬雜識｣, 3면 “充塞彌漫 做出許多造化 生得許多人物者 只是一箇氣耳 更無些子空隙可
安排理字 特其氣之能 如是盛大 如是作用者 是孰使之哉 不過曰自然而然耳 卽此自然處 聖人名之 曰道曰理”

25) 自然卽是理之主宰處(鹿門集권6, (金伯高癸未冬, 6면)
26) 金洛必, 1981 鹿門 任聖周의 氣哲學｣ 철학논구 9집, 90-92면.
27) 위의 논문, 90면.
28) 張載, 正蒙 ｢神化篇｣.
29) 花潭集권2, ｢原理氣｣
30) 丁垣在, 1989 ｢徐敬德과 그 학파의 先天학설｣,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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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기의 본질은 湛一일 뿐이지만 분열하여 바陽이 되고 五行이되어 ⋯ 스스로 능히 천차만별이 
되지 않을 수 없으니 곧 장자의 이른바 遊氣가 어지럽고 난잡하게 합하여 形質을 이루고 인간과 만
물이라는 萬殊를 낳는다는 것이다.31)31)

이 말에서 보면 任聖周에서의 일기와 만물의 관계는 장재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
며 주자의 그것과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32)32)任聖周의 말대로 一氣가 動하면 渣滓가 발생하여 
만물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기의 본성이 動이므로 필연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같은 기개념에 윤
리적 보편성과 불변의 성격을 부여하기위해 渣滓의 氣에도 湛一이 相卽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이일분수와 같은 氣一分殊論의 전개를 통하여 설명한다.

萬理는 萬象이며 五行은 五常이다. 建順은 兩儀이며 太極은 元氣로서 모두 기의 측면에서 정한 이
름이다. 요즘 理一分殊를 理同氣異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理의 一이 氣의一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모
르는 것이다. 氣의 一이 아니면 어떻게 理가 꼭 一임을 알 수 있겠는가. 이일분수는 理를 주로해서 
말한것이고 만일 기를 주로해서 말한다면 기일분수라 해도 좋을 것이다.33)33)

理는 관념적 존재이므로 경험적 성격을 초월한 一理이라는 설정이 가능했으나 형체를 이루는 
渣滓의 氣와 湛一의 氣사이를 氣一分殊라는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결국 氣를 二元化시켜 버리게 
된다. 임성주가 이러한 개념설정을 하게된 이유는 임성주의 경우에는 기를 통한 세계의 설명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호락논쟁에서 제기된 심성론 - 구체적으로는 人物性同異와 未發心體善惡
의 문제 - 을 해결하는 과정중에 이기개념을 다시 설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
분에서 任聖周는 종래의 이기관계를 氣一元으로 정리했으나 다시 氣를 二元化하여 주자학적 심
성론의 과제를 해결하려고하는데 이는 임성주의 기개념이 지닌 그리고 그 이후 성리학의 틀로 
부터 벗어난 실학자들의 기개념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31) 鹿門集권5 ｢與李伯訥｣ 및 권19, ｢鹿廬雜識｣, 371면. “盖氣之本則湛一而已 而分爲바陽 分爲五行 ⋯ 自
不能不千差萬別 卽張子所謂遊氣紛擾 合而成質 生人物之萬殊者也.”

32) “하늘과 땅은 처음에는 단순한 음양의 기에 지나지 않았다. 이 하나의 기가 운행하고 회전을 반복했다. 
회전이 빨라지게 되자 많은 찌꺼기를 내놓게 되었는데 안쪽으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어서 굳어져서 중앙
에 땅이 생겨났다. 맑은 기가 하늘이 되고 해와 달이 되고 또 별이 되어 오로지 바깥쪽을 언제까지나 
빙빙도는 운동을 하고 있다. 땅은 그대로 중앙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
다.”(주자어류 권1 陣淳錄)라고 한 朱熹의 말과 비교해보면 주희가 바陽의 氣로 부터 시작하고 鹿門, 張
載는 湛一의 氣로부터 시작하는 것만 다름을 볼 수 있다.

33) 鹿門集권19, ｢鹿廬雜識｣ 3면. “萬理萬常也 五常五行也 健順兩儀也 太極元氣也 皆卽氣而名之者也 今人
每以理一分殊 認作理同氣異 殊不知理之一卽氣之一而見焉 苟非氣之一 從何而知其理之必一乎 理一分殊者
主理而言 分字亦當屬理 若主氣而言 則曰氣一分殊 亦無不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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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 말
이상에서 장재와 이를 바탕으로한 任聖周의 기론을 살펴보았다. 任聖周는 조선성리학의 재정

립 과정인 湖洛論爭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주자학 해석을 재검토하면서 脫朱子學的이라고도 할 
수 있는 太極을 氣의 모습으로 해석한다든지 性을 氣의 德으로 해석하는데 까지이르는 독창적인 
기철학을 형성했다고 본다. 

사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장재와 서경덕이 상대적으로 도교의 기계론적우주관의 성격을 상당
부분 지니고 있는데 비해, 任聖周의 기철학은 훨씬 주자학에 가깝다고 하겠다. 굳이 동기나 철
학 내용에서 비슷한 유학자를 꼽으면 명의 나정암을 들 수 있겠다.

그렇지만 任聖周의 기철학이 지니는 성격은 이후 실학사상의 탈주자학적인 그것과 완연히 다
르다. 任聖周의 기철학은 조선성리학의 자아반성적 자기확인과정인 호락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성
리학의 재정립을 위한 것이었다. 任聖周에 대한 老州 吳熙常(1763~1833)을 필두로한 梅山 洪直
弼(1766~1852), 寒州 李震相(1811~1878)의 비판을 보면 任聖周의 논의가 理學의 전통에서도 끊
임없이 이루어졌음과 그 과정에서 任聖周의 철학은 理學적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간주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任聖周는 성리학의 재정립을 위해 그의 기철학을 전개했고 또 그의 기철
학이 전체적으로 성리학적 주제와 틀로부터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의 기철학은 중세
적이고 직관에 의존하는 이개념을 기개념에 종속시키고 太極卽理, 性卽理라고 하는 주자학의 기
본명제를 부분적으로라도 부정함으로써 心學 漢學의 경향과 함께 주자학의 교조적 묵수에서 벗
어나 당시 조선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중의 중요한 한 계기
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주제어 : 氣, 장재, 임성주

수일(2008. 8. 19), 심사시작일(2008. 8. 25), 게재확정일(200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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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 Seong-ju’s Reinterpretation of Zhang Zai’s Qi monism
Huh, Nam-jim *

34)
In this study, my aim was to clarify the connection between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of the late Choson period and various Qi-based philosophies of the 
time--which perhaps can be traced to the philosophical framework of Zhang Zai 張
載(1020-1077)--by analyzing the dual characteristic of the Qi-based philosophies. In 
order to set out on these objectives, my methodology was to engage i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ought (and respective conceptions of “Qi”) of 18th and 19th 
century scholars who developed Qi-centered philosophies--namely, Im Seong-ju 任聖
周. Im Seong-ju comes to have doubts on his previous position supporting the theory 
of the identity between human nature and the nature of things. After silently 
reflecting hard on the matter for well over ten years, Im ends up supporting the 
position of the Nakha School concerning the question of the identity of human 
nature and that of things on the level of the pure original state of the heart-mind 
before the “feelings” 情 are aroused 心之未發純善; however, in his theory of the 
original nature 性 he changes his position to encompass the theory of the 
non-identity of human nature and the nature of things 人物性相異論. In order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arguments in his theory of the nature of the heart-mind, 
Im criticizes both the Nakha and the Hoso 湖論 Schools, and comes to re-examine 
the theory of “li openly penetrating in all aspects, and Qi being confined (in space 
and time)” 理通氣局論. Here Im lays down a new definition of Chang Tsai’s 
conception of Qi as “all-pervasive, one, clear and void” 湛一淸虛, and pushing the 
definition to its logical conclusion, arrives at the theory claiming “Qi is one and its 
manifestations many” 氣一分殊, thus threatening the very framework of neo-Confucianism.

Key Words : Qi, Zhang Zai, Im Seong-ju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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