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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박마라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고려 말에 수입된 성리학은 조선 중기 명종， 선조 대에 이르러 정 

착기를 맞이한다. 성리학적 질서와 가치관이 민간에까지 보편화되고 

여러 학자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학파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황과 이이의 동장은 이후 조선 성리학의 전개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틀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흐로 성립된 퇴계학 

파와 율곡학파가 서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후 조선 성리학 

의 중심축을 형성해가기 때문이다 1 ) 

기대승 또한 바로 이 시기에 활동하였으며， 그의 학문적 성과 중 

에서는 이황과의 사단칠정논변이 주목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조 

선 성리학이 정착기를 넘어서 심화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주된 계 

기가 사단칠정논변에 의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통시에 이 논변에 

서의 문제의식은 후학들에게도 이어져서 이후 조선 성리학만의 특색 

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특히 퇴계학파와 율곡학파는 

사단칠정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대립하였다. 

기대숭의 철학사적 의미는 주로 퇴계학파 및 율곡학파와의 관련성 

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된다. 논변에서 기대숭이 제기한 문제점은 퇴 

계학파가 이론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만 할 사 

항이 되었고， 논변에서의 기대숭의 입장은 율곡학파가 이론적 토대를 

성립하는데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 

1) 허남진 외 .한국철학사상연구자료집( II)J,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1999, 

18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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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숭에 대한 연구 또한 이황의 논변 상대자라는 관점에서 진행되거 

나， 이이와의 이론적 유사성을 지적하는 관점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 

친 겸우가 많다. 

그러나 기대승에 대한 보다 독자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조선 성리학이 주자학올 중심으로 하여 정착해가는 단계 

에서 주자학에 대한 이황과는 구별되는 해석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 

로도 기대승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동시 

에 기대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선행된다면 사단칠정논변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기대숭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는 1973년 윤사순， 이상은 퉁2)으로부 

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물론 

사단칠정논변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태극이 

기논변，3) 나홈순 비맨) 퉁올 중심 소재로 한 연구가 있었다. 그 중 

에서도 윤사순 및 김낙진의 연구는 기대승의 이기론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사순은 사단칠정논변 및 

오징 • 나홈순 비판 동에서의 기대숭의 이기에 대한 입장이 서로 일 

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대숭의 주기론적 특색이란 오직 

사칠론에 있어서， 그것도 다만 퇴계의 사칠론과 비교될 경우에 한정 

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사칠론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퇴계의 이기론 

파 별반 다를 것이 없다’5)고 주장한다. 통일한 문제의식에서 김낙진 

은 ‘기대숭야 사단칠정논변의 초기에는 주기론적 입장이었으나 그 후 

에는 매우 주리론화 되어간다씻고 주장한다. 이처럽 융사순과 김닥 

2)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의 「아세아연구J 49호(1973)는 ‘기대숭 연구’를 중심 
과제로 하여 기획되었다. 주요 논문으로는 융사순， r고봉심성론의 이기론 
적 특색J， 이상은， r사칠논변과 대설 • 인설의 의의」 등이 있다 

3) 정병련 r고용철학의 우주론적 특칠J f고봉의 사유구조와 철학사상J， 고봉 
학술원， 2000. 

4) 정병련， 「나정암의 곤지기에 대한 비판J ， 위의 책. 

5) 윤사순 r고봉심성론의 이기흔적 특색」 r아세아연구J 49호， 고대아세아문제 
연구소， 1973, 193쪽. 

6) 김낙진， r기대숭의 인심도심컬과 주리론적 경향성기전통과 현실! 8호， 1996,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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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연구는 기대숭의 이기론적 입장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음올 

지적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에서는 한계가 있다.7) 

이에 본 논문은 기대승의 태극이기논변과 사단칠정논변에서의 이기 

론적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I 장 

에서는 기대승과 이항의 태극이기논변(1558-156이을 검토한다. 기대 

승과 이항은 태극과 음양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 

며 대립한다. 이는 ‘理가 본체로서 氣와는 구분되느냐 아니냐’를 쟁 

점사항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회와 육구연의 무극이태극논변을 그 연 

원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무극이태극논변에서 주희는 理가 氣와 

는 구별되는 본체임올 주장한 반면에， 육구연은 팽를 氣로부터 분리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러한 주회의 입장은 ‘태극은 음양과는 구별 

되는 존재이다’는 기대승의 주장에 반영되고， 육구연의 입장은 ‘태극 

은 음양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이항의 주장에 반영된다. 한 

편， 태극이기논변에서의 기대숭의 입장은 오징 비판에도 일관되게 반 

영된다. 기대숭은 ‘태극에는 동정(勳靜)이 없다’는 오정의 주장에 대 

하여 ‘태극에는 동정이 있음’을 피력하는데， 이때의 통정은 물론 본체 

즉， 형이상자로서의 동정을 의미한다. 

n장에서는 기대숭과 이황의 사단칠정논변(1559 -1566)올 검토한 

다. 사단칠정논변에서 이황은 기대숭의 이기론적 입장올 비판하면서 

‘이기를 하나로[一物]로 여기는 점에서는 나홈순과 비슷하다’고 공격 

한다. 그러나 기대숭의 사단 칠정에 대한 견해는 주회의 이기론을 근 

거로 삼고 있다고 생각된다. 주희는 형이상자과 형이하자를 뚜렷이 

구분하여 형이상자를 세계의 본체로 삼지만(理氣不相~)， 통시에 ‘현 

끼 김닥진은 이에 대한 해명을 다시 시도하여 기대숭아 말하는 ‘웰의 능동성’ 

이 소이연(所以然)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칠정논변에서의 입장 
과 냐흠순 벼판 등에서의 입장이 세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대숭의 입장올 ‘이 발일도셜(理왔一途짧)’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기대숭아 사단칠정논변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현실에서의 탤 

는 氣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점이라는 것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는다.(r 이 

황과 기대숭의 리기 심성흔에 나타난 문제의식 검토J T퇴계학과 한국문화J 

41 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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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의 理는 氣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여긴다(理氣不相離). 따라 

서 기대숭이 중절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사단과 사단이 아닌 경우를 

구분한 것은 ‘현싣에서의 理는 쩔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원칙올 사 

단과 칠정이라는 감정의 영역에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기대숭은 나홈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기를 하나[一物]로 여긴 

것’올 지적한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기대송이 이황으로부터는 ‘이와 

기를 하나[-物]로 여긴다’는 비판올 받으면서도 나홈순에 대해서는 

이와 통일한 비판올 가하는 것이어서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중절여부에 의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구도 또한 기대숭과 나 

홈순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승은 ‘사단은 철정이 중 

절한 것이지만， 중절할 수 있는 근거는 웰.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나홈순과는 구별된다. 요컨대 나홈순의 경우에는 형이하의 현상인 감 

정의 중절·부중절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형이상의 근 

거’를 설정하지 않지만， 기대숭의 경우에는 감정이 중절할 수 있는 

‘형이상의 근거’가 시간과 공간올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태극이기논변과 사단칠정논변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각각의 논변에서의 기대숭의 입장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태극이기논변에서는 태극과 음양을 뚜렷이 구분하여 ‘이기를 

둘[二物]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는 반면에， 사단철정논변에서는 이황 

이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와 기에 분속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기를 

하나로[一物]로 여긴다’는 비판올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기대숭이 태극이기논변에서는 ‘理가 세계의 본체이므로 氣와는 구분 

된다는 점 ’을 강조한 반면에， 사단칠정논변에서는 ‘현실에서의 뀔F는 

氣와 섞여 있으며， 氣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점올 강조하였다고 생 

각한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주장은 서로 일관된 맥락을 형성한다. 

1. 태극이기논변과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관접 

1또8년 가을， 기대승과 이항은 우연한 기회에 태극설에 대하여 토 

론하게 된다. 당시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헤어지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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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지를 통해 논변이 진행된다. 한편 기대승에게서 논의의 대략올 

들은 김인후 또한 기대숭과 같은 업장에서 논변에 참여하게 되어 oJ 
항과 펀지를 주고받는다. 이후 기대숭은 이황에게 기대숭， 이항， 김언 

후 세 사람의 편지를 보내어 의견을 묻는다. 이에 이황은 기대송， 김 

인후를 지지하고 이항을 비판한다. 요컨대 태극이기논변에 관해서는 

기대숭， 김인후， 이황이 같은 입장이고 이항이 반대의 입장인 셈이다， 

태극이기논변에서 기대승과 이항은 태극과 음양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입장올 보이며 대립한다. 기대숭은 ‘태극은 음양과는 섞 

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항은 ‘태극과 음양은 분리될 수 없 

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인후와 이항은 道와 댐의 구분에 대하여 셔 

로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 김인후가 ‘追와 짧는 계한(界限)이 있어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향은 ‘道와 器에 계분(界分)은 있어 

도 계한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理가 본체로서， 氣

와는 구분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를 쟁점사항으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주희와 육구연의 무극이태극논변을 그 연원으로 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1) 무극이태극논번과 ‘형이상자’의 의미 

주회는 형이상의 존재이면서 理의 총체인 태극올 세계의 궁극적엔 

본체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형이상’이라는 말은 ‘형체가 없으므로 시 

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이다. 즉 주회는 형체가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와 이를 초월한 존재를 구분하려고 하며， 

그 중에서도 후자를 세계의 본체로 본다. 이에 주회는 주돈이(周敎 

願， 1017- 1073, 호는 條漢)의 「태극도설』에 있는 ‘무극이태극’이라는 

말이 ‘형체는 없으나 맹는 있는(無形而有理)’ 태극올 형용한 것으로 

본다. 요컨대 ‘무극’이 형이상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주회의 본체론에 적합한 용어였다. 

한편， 육구연은 ‘태극’은 인정할 수 있으나 ‘무극’은 인정할 수 없 

다고 한다. ‘태극’이라는 말에 이미 주희가 ‘무극’이라는 말에서 지적 

하고 싶어하는 ‘형이상자’의 의미가 있으므로 굳이 무극을 따로 말할 



12 흩확논구 저137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8) 이에 육구연은 ‘무극이태극’이라는 용어 자체 

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는， r태극도설』이 주돈이의 저작이 아니거나 

그의 학문이 미숙했을 때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육구연이 이해하는 ‘형이상자’는 주회의 경우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r주역J r계사」에서 ‘형이상자를 道라 한다고 하였고， 또 ‘한번 

陰하연 한번 陽하는 것을 道라 한다’고 했으므로 ‘한번 陰하면 한 
번 陽하는 것’도 형이상자인데1 하물며 태극이겠는가，9) 

위 예문에서 육구연은 ‘형이상자를 道라 한다’와 ‘한번 陰하면 한 

번 陽하는 것올 道라 한다’는 『주역.JI r계사」 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한번 陰하면 한번 陽하는 것이 형이상자’라는 결론올 내린다. 이처럼 

‘한번 음하면 한번 양하는 것’을 형이상자로 여기는 것은 곧， 현실 세 

계에서 사물들이 변화해가는 양식 그 자체를 형이상자로 보는 것이 

다. 반면에 주희가 말하는 형이상자는 ‘한번 陰하면 한번 陽하는 변 

화’의 근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한번 陰하면 한번 陽

하는 것올 道라 한다’는 말은 곧 ‘한번 陰하면 한번 陽하는 근거를 

道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1Q) 

요컨대 논변의 쟁점은 ‘무극이태극’에서의 ‘무극’의 인정여부에 대 

한 것이며， 이는 결국 형이상자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주회는 시 

간과 공간올 초월한 존재， 즉 형이상자를 설정하여 이를 세계의 본체 

로 삼았다. 그러나 육구연은 현실 세계의 구체적 변화 양상이 바로 

형이상자라고 여겼으며， 형이하와 구분되는 형이상의 존재를 설정하 

는 주회의 입장에는 반대하였다 1 1) 

8) 손영식， r이성과 현실J，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9, 333쪽 참조. 
9) r전집J 2권， “易之大Nj.B， ‘形而上者謂之道’， 又B， ‘-1쏠-陽之謂道’， 1쏠陽 
E是形ITñ..l:者， 況太極乎?"(풍우란， 박성규 역 r중국철학사下J， 까치， 1999, 
587쪽에서 재인용) 

10) 이는 “‘한번 |쏠하면 한번 陽하는 것올 협라 한다’고 하였￡나， 道가 음양 
은 아니여 한번 陰하연 한번 ~易하는 근거가 道이다H('유서J 3 권， “‘-陰
陽之謂道’， 道非險陽t!!" 所以-陰-~者道t!!，")는 정이의 관접을 계숭한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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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극에 대한 논변 

태극이기논변은 태극도의 무극이태극권과 음양권12)에 대한 기대숭 

과 이항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 다음의 언급흐로부터 이항의 입 

장올 확인할수 있다. 

태극도의 ‘[태극은] 음양에 섞이지 않는다’는 말은 上-짧[무극 

이태극권]에 태극의 본체를 도출해서 말한 것이어서 理만올 말하 

고 氣는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 下-園[음양권]은 이기를 겸 

하여 말한 것이어서 태극의 전체대용(全體大Jm이 갖추어지지 않 

11 ) 주회와 육구연의 논쟁의 초점은 무극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이지만， 그 의 
미는 사실 수행콘의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설명 

이 자세하다. “주회가 무극올 인정하는 것은 선험적으로 질서 규법이 주 

어져 있다는 것올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초월적 규범에 의하여 인간 
사회는 보편타당한 규범 질서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래 주어진 리를 일 

상생활에서 탐구하여 익힐 것이 강죠된다. 이에 대해 육구연은 주회의 공 

부방법이 번쇄하고 지리한 것으로， 규범이 행동 주체인 ‘나’의 자발성과 
능동성올 제약하게 된다고 바판한마. 따라서 주체를 제약하는 것인 규범 
나아가 세부 조목으로서의 리I分~理l를 부정하고， 그것을 깜아내리라고 
한다 따라서 세부 조목으로서의 리의 근거지인 무극을 부정한다， 이렇게 

되면 태극이란 말의 의미도 달라진다- 주회의 경우 태극은 선협적인 리의 
총처l이지만， 육구연의 경우 그것은 자발적 능동성올 가진 주처l로서의 ‘나’ 

로， 이것은 세부 조목이 없는 전체의 하나의 리이다" (손영식， 「이성과 현 

실1 ，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9, 358쪽) 
12) 오른쪽 그림은 주돈이의 태극도이다. 태극이기논변 

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무극이태극권은 위에서 

첫 번째 원을， 음양권은 두 번째 원올 가리킨다. 

“주돈이는 무극이태극권(無행i띠太훤關) . 음양권(陰 
陽l웰) . 오행권(五行關) • 기화권(氣化關) . 형화권(形 
化關)의 오층으로 된 태극도를 그려고 이 그립에 대 
한 설명의 글인 태극도성을 지었다. 그립에서는 무 

。

극이태극권에서부터 형화권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의 r、
변화륜 그렸지만 태극도설에서는 자연의 조화생성 εS<è1~ U 21&잉U 

원리를 풍부받은 인간에 대한 셜염을 추가하고 있다 。
· 주희는 태극도와 태극도설을 성리학의 풍극적 믿톨잉 

인 원리에 대한 해설로 여겼으며， 그 후 주회를 추숭한 성리학자툴은 모두 

태극도와 태극도설을 궁극적 존재에 관한 설명으로 받아들였다." (주회 • 여 
조겸， 이팡호 역，근사록집해 1 J , 2004, 아카넷， 61 -62쪽， 각주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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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없습니다 .... .. 그런데 당신은 土-園과 下-때의 이치를 분 

별하지 않고 통틀어 ‘태극은 음양에 섞이지 않는다’ 하니 어쩌연 

그렇게 잘못 보았습니까?13) 

무극이태극권과 이에 대한 ‘태극은 음양에 섞이지 않는다’는 설명 

은 마치 음양과 분리된 태극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이항은 이를 자신의 입장에서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태극이 음양으 

로부터 분리되어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음양과 구분하 

여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예문에서의 ‘[무극이태극권은] 뿔만 

을 말하고 氣는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는 언급은 태극이 음양과 섞여 

있는 상태에서도 理인 태극만을 주목하여 말하고 氣인 음양은 말하 

지 않은 것이 곧 무극이태극권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이항은 음양권에 대해서는 ‘이기를 겸하고 태극의 전체대용 

(全體大用)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음 

양권은 태극과 음양이 섞여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 

에 ‘태극이 음양에 섞이지 않는다’는 설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태 

극이 읍양에 섞이지 않는다’는 설명은 무극이태극권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숭은 ‘태극이 음양에 섞이지 않 

는다’는 설명을 무극이태극권과 음양권 모두에 적용하려 하며， 이에 

이항은 ‘무극이태극권과 음양권의 이치를 분별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한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기대송은 이항과 자신의 견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태극은 이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라고 한 것은 선생님의 의견이 

었습니다， 저는 만물의 이치를 들어 태극이라 하였으므로 태극이 

란 다만 理일 뿐이어서 氣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 

니다. 종일토록 토론을 반복하였지만 그 큰 요지는 여기에서 벗어 

나지 않았습니 다 14) 

13) r왕복서 l 권J r l뺑奇正字J， “왔샘太械圖中， ffr~샘 ‘不雜乎|쏠p셨’者， ;l￡於上一團，

挑IJ:太極"*體때즙， }흔갱~a.'맹li1ii.-f言월 .... .. 下一圖， 했Ji氣fljj言， 쏘太웰之 

全짧大벼， 뺀끼~Wj훗 ...... 君不뺑上園之했與下-關之道. ïftil臨냄之 ‘太웰不 

雜乎陰陽’， 何:J:I‘-짧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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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은 ‘태극은 음양에 섞이지 않는다는 설명이 무극이태극권에 

대한 것입은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태극과 음양은 떨어질 수 없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에게는 ‘음양에 섞이지 않은’ 태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위 예문의 ‘태극은 이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라고 

한 것은 선생님의 의견이었습니다’는 기대숭의 언급옹 이를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항에게 있어서 무극이태극권은 태극이 옴양과 떨어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표현한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이처럽 육구연에게 있어서 ‘무극이태극’에서 ‘무극’이란 

말이 불필요했던 것과 같이， 이항에게 있어서는 무극이태극권의 존재 

와 이에 대한 ‘태극은 음양에 섞이지 않는다는 설명은 처음부터 불 

필요한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기대숭은 ‘태극이란 다만 理일 뿐이어서 氣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여 태극이 ‘형이상학적 본체’임올 밝힌 

다. 따라서 기대숭에게 있어서 무극이태극권은 실재하는 본체로서의 

태극올 표현한 것이다. 이처럽 태극은 본처l로서， 氣와는 구분되므로 

무극이태극권에 대하여 ‘태극은 음양에 섞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기대승의 태극에 대한 이해는 옴양권에 대한 

설명에도 반영된다. 

지금 태극도률 보연 上-關[무극이태극권]은 바로 태극이고 下

-團[옴양권l옹 옴양이 동정하는 것이며 그 속의 소권(小뼈)은 바 

로 태극의 본체입니다. 이는 옴양에 나아가서 그 본체룹 가리킨 

것이지 음양에 섞어서 말한 것옹 아닙니다 ...... 그러나 태극이 
음양으로 체용(뼈)11 )올 삼는 것이 아니 고， 다만 태극의 체용이 음 

양을 인한 뒤에 드러날 뿐입니다. 태극용 형상이 없고 옴양은 氣

가 있기 때문에 유행하는 사이에 이와 같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 
니다 1되 

14) r왕복서 | 권간짝-행핀J， “以太힘져~re.f!p.~I(li듬者， 先4.之뷰U!.. 양太升之E， 
則以않짧처~i.파物之1맺， fi띠~，之日太쩨， 1{l](frll太혜i者， 只}과J!l!. I (lkFPÞ']i"氣者
tlL 雖終 n lJ}柳， 反&:Eï端， Jt太핏-1 ~m於~w，." 

1 5) .왕복서 l권J '양一휩써J ， “今以l뱀맴빼ι !{I]~上-圍. iEfJlí'iÎl 'J 太뼈U!.. 次下
-圖. I찌펴뼈fJJ~장KP홉따. 其이1小댐， 乃太훈之本짧也. 此f짝.;1100앓陽l띠쁨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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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은 ‘태극은 음양에 섞이지 않는다’는 설명이 음양권에도 적 

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음양권올 보면， 태극이 음양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어서 마치 태극과 음양이 서로 섞여 있는 듯이 여 

겨진다. 그러나 기대송에게 있어서 태극과 음양은 서로 섞일 수 있는 

폰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태극과 음양은 존재의 범주를 달리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대숭은 ‘태극은 형상이 없고 음양은 氣가 있 

다’고 설명한다. 즉， 태극은 형상이 없는 형이상의 존재이고， 음양은 

氣가 있는 형이하의 존재이므로 함께 있다고 하여도 섞일 수는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기대송은 태극이 음양권의 중심에 놓여있는 것이 

‘태극의 체용이 음양올 인한 뒤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다. 즉， 태극은 본체로서 음양과는 구별되어 존재하며 다만 음양의 

웅직임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요컨대 그림에서는 태극이 음양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이는 결코 태극이 음양과 섞여있다는 것올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항은 r주역j의 ‘태극이 양의(兩歲)를 낳았다’는 구절을 근 

거로 하여 ‘태극과 음양이 떨어질 수 없음’올 주장하기도 한다. 

r주역」에 ‘태극이 양의(兩磁)를 낳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의 

를 낳기 전에는 양의가 어디에 존재하며， 양의를 낳은 뒤에는 태 

극의 아치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곳에서부터 깊이 생각하고 밝 

게 분별한다연 이와 기가 흔연한 하나[一物]임을 알게 될 것입니 

다. 저는 태극이 양의를 낳기 전에는 양의가 태극 속에 있고， 태극 

이 양의를 낳은 뒤에는 태극의 이치가 또한 양의 속에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렇다면 양의가 나오기 전이나 나옹 뒤에도 진실로 태 

극과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지면 사물이 없게 됩니 

다. 아， 遊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서로 떨 

어지연 사물이 없다’는 말올 볍연히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16> 

體不雜乎陰陽而웠言옳r1l!， . ... ... 然、太極， 非以陰陽짧體用ill. 特太極之體用，

因陰陽iì디後見爾. 蓋太極無象， Î띠|쓸陽有氣， 故其流行之際， 不得不如是耳"

16) r왕복서 l권J r뼈奇正字11 “X易8， ‘太極生兩歲’ 옮兩磁未生之前， 兩짧存乎 

{可잃. i패敏E生之後， 太極之햄， 亦存lJi.f可앓. 從i홉꿇面深思BJJ辯， 則l헨밍理氣 
之폐t然-物耳. 갔以網太極未~EÎi함隨之前， f.꺼嚴댐1f.乎太極之많內， 而太極已

生兩憐之後， 太極之理， 亦在乎때隨之中훗. 然則兩歲未生之펴íï與E生之後， 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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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은 ￠주역」의 ‘태극이 양의를 낳았다’는 말의 의미를 해석하면 

서 이와 기가 혼연한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항에 의하면 태극이 양의 

를 낳기 전에도 태극에는 양의가 포함되어 있고， 태극이 양의를 낳은 

후에도 양의에는 태극의 이치가 포함된다. 요컨대 태극과 양의는 서 

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이항은 ‘서로 떨어지면 사물이 

없다’고 표현한다. 이처럽 이항은 태극과 양의를 통일한 존재론적 범 

주에 두어 ‘태극이 양의를 낳았다’는 말올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대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보내주신 편지에서 ‘서로 떨어지연 사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옳은 말씀[至論]입니다 그러나 만약 본체에 

대하여 밝지 못하다면 이 말이 어느 곳에 자리하겠습니까?17) 

이항과 마찬가지로 기대숭 또한 세계의 모든 사물이 이와 기가 합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서로 떨어지연 사물이 없 

다’는 이항의 말은 기대숭의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다. 이에 기대승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옳은 말씀’이라며 인정 

하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서로 떨어지면 사물이 없다’는 말올 통 

해서 이항이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결국 ‘햄는 氣와 구분되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곧 理를 형이상의 본체로 인정하지 않 

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대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기에， 그는 ‘본체에 대하여 밝지 못하다면， 서로 떨어지면 사물이 없 

다는 말 또한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대숭의 입장에서는 ‘태극이 양의를 낳았다’는 말은 어 

떻게 해석되는가? 태극이기논변에서 기대숭이 ‘태극이 양의를 낳았 

다’는 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에 기대숭이 ‘태극의 동정(動靜)’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의 내용올 살 

元不雄乎太極ill， 若륜I월Ê~IJ無物헛，~乎， 非知近者， 쩨‘tiE識之， 金~frf.업‘相離則 
無物’:fi字 幸꺼凡視tll，." 

17) r왕복서 l 권J r홈-쩌펀Jo “來싼， ‘相離WJ熱物’-r.ñ字， 誠不易之3I論 t!!.. 然원: 
於本體上米쫓， ~IJ此五字， 亦何所짜휩l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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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려고 한다. 사실 ‘태극이 양의를 낳았다’는 말과 ‘태극의 동정’이 

라는 말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18) 

기기(氣機)가 동정하는 까닭이 어쩨 태극의 동정이 아니겠습니 

까. 만일 ‘태극에는 통정이 없다’고 한다면， 천명의 유행이 기기의 

웅직임에서 나온 것입나까. 태극은 조짐이 없어서 동정을 볼 수는 

없지만， 옴양의 동정올 인하여 까닭(所以然)을 구하면 태극에 동 

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징은] ‘동정이 없다· 
고 하니， 이는 태극의 묘합을 깊이 밝히려 하다가 오히려 그 참모 

습올 잃은 것입니다 19) 

위 예문에서 기대숭은 ‘태극에는 동정이 없다’고 주장한 오정(吳않， 

1249~1333， 호는 草磁)을 비판하면서 ‘태극에는 통정이 있음’을 피 

력한다.20) 그러나 태극은 형이상의 존재이므로 스스로 운동할 수는 

18) ‘태극。l 양의를 낳았다’는 말과 ‘태극의 동정’이라는 말의 문제의식이 통일 
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설명이 자세하다 “주돈이는 r태극도설」에서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그 옴직임이 지극해지연 고요해지는데 그 고요 

항이 옴을 낳았다’고 하였다 이 말은 태극 자체가 운동하는 실체라는 뜻이 
며， 자신의 학설 가운데 ‘태극은 온통 하나의 氣’라눈 것을 말미암아 태극 
자체에 운동의 분화가 있다고 한 것이다. 주회는 태극을 理로 보았으며 r태 
극도설」을 가지고 理.웰의 본체흔 • 인성론 · 수양론을 구성하였는데 이것은 
리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마쳤다. 다만， 「태극도셜J의 사상을 해석할 

때 논리적인 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회가 규정한 바 理인 태극 

의 동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태극에 동정이 있다고 한다 

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동정이 있다고 한 것인가? 만약 태극 자체로 동 

정할 수 없다연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7" (진래， 이종란 외 역 ，주희의 철학J ， 예문서원. 2002, 64 -65쪽) 

19) r고봉집 3권J r答光쇠5問 FI J , “氣機之pfr以動靜， 융非Ä많之助靜tt!.. 환B‘太짧 
씩\Ii!Ji)J靜’， 則天命之流行者tlj於氣機之j옳乎， 太極빡股，;Jt動靜雖不可見， 而因

|양陽之助靜， 以求其所以然， 則太極之有핏h靜可쩌l총. 今日‘無助靜’， 欲以棒챔 
太極之妙， 1띠反失具.휩tt!.." 

20) 융사순， 김악진(1996) 퉁은 ‘태극은 동정이 있다’는 언급올 근거로 하여 기 
대숭이 ‘理의 능동성’을 인정한대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장이 사단칠정논 

변에서의 ‘탱의 능동성’을 부정하는 입장과는 서로 상반펌을 지적한다， 그 
러나 각각의 논변에서의 ‘맹의 능똥성’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올 
주의해야 할 것이다， 기대송온 존재론적으로는 理는 氣를 주재하는 것이 

지만， 현실에서의 理는 氣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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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태극이 형이상자임을 주장하는 기대숭의 입장에서는 

‘태극의 동정’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옹당해 보인다. 이에 기 

대숭이 말하는 ‘태극의 동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목해볼 필요 

가 있다. 기대승에 의하면 ‘기기(氣機)가 통정하는 까닭이 태극의 동 

정’이다. 즉， 기대송은 현상 사물이 운동하는 근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태극에는 동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태극이 현상 사물이 

운동하는 근거가 된다연 반대의 논리로 현상사물의 운동에 의해서 

태극이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대승은 음양의 동정을 

인하여 까닮을 구하면 태극에 동정이 있음올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기대숭에게 있어서 ‘태극이 양의를 낳았다’가 어떻 

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태극의 동정’이 스스 

로 동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상 사물의 움직임의 근거라는 의미 

를 가졌듯이， ‘태극이 양의를 낳았따’ 또한 태극이 양의를 발생시켰다 

기보다는 ‘양의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태극이 

양의를 낳기 전에는 양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이항의 문제의 

식은 기대숭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 

3) 이기에 대한 논변 

한편， 김인후는 이항에게 펀지를 보내어 ‘道와 器는 계헨界限)이 있 

어서 구분되므로 태극과 음양올 하내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대숭에게 주신 편지를 감히 의논할 수는 없겠지만， 이기가 혼 

합되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태극] 속에서 나오 

지 않음이 없으며 각각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으니 태극이 음양을 

떠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냐 道와 ~의 구분에는 계한<!N 

|浪 )이 있으니 태극과 음양을 하나[-物l라고 해서는 안 될 듯합니 

다. 주회가 태극이 옴양올 탄 것은 마치 사람이 말을 탄 것과 같 

다’고 하였으나 결코 사랍을 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센 

극은 동정이 었다l는 언급은 뺑가 氣의 근거라는 의미일 뿐， 현실에서의 
쩔가 %의 웅직임을 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1) -왕복서 I권J r빼:쐐與-將IJ、*J t “i앓奇람之핑， 'f敢識짧， 꿇~J맺氣V않ft， 죠k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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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후에 의하면 태극은 道가 되고 음양은 짧가 된다. 이는 마치 

‘사람이 말을 탄 것’과 같다. 사람과 말은 함께 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구분된다. 따라서 김인후가 말하는 ‘계한’이 곧 ‘존재론적인 구분’을 의 

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태극과 음양올 하나로 여겨서 구 

별하지 않는 이항의 견해가 마치 ‘사람을 말로 여긴 것’과 같다고 한 

다. 이에 대해 이항은 ‘道와 器에 계분(界分)은 있어도 계한은 없다’ 

며 이와 기의 관계를 ‘계한’이 아닌 ‘계분’으로써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기는 비록 계분(界分)이 있지만 마침내 혼연한 하나일 뿐 

입니다. 계분으로 말하자면 이와 기에만 계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극의 이치에도 계분이 있습니다. 태극의 道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원(元) . 형(亨) . 리 (利) . 정(광)업니다 [태극에는] 원의 이 

치도 있고 형의 이치도 있으며 리의 이치도 있고 정의 이치도 있 

습니다. 이 네 가지 덕에도 계분이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것[二 

物]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기에 비록 계분이 있지만 

두 가지[二物]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22) 

‘계한’이라는 용어는 존재론적인 구분올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기의 

관계는 계한이 있다’라고 말한다연 이는 이미 이와 기가 서로 폰재의 

범주를 달리함올 의미한다. 따라세 이항은 이와 기의 관계를 ‘계분’이라 

는 용어로써 설명한다. 예컨대 원(元) • 형(亨) • 리(利) . 정(貞)은 모두 

태극에 포함되어 있는 이치로서 각각 그 성격은 달리하지만 통일한 존 

재 범주를 가진다. 이와 기 또한 그 성격은 다르지만 존재론적으로 구 

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어서 이항은 ‘말과 사람과는 달리 이와 기는 떨 

어질 수 없다’며 팽가 氣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쳐k之間~. 無不B}IA'出， fl띠無不各具， 不可펌太極之雜sp.陰陽lJ2 然道뿜之 
分， 不6g無%限， 則太極陰~융， 恐不可댐-物tß. 朱子日， ‘太極之乘陰陽.1mÁ

之乘馬’• .f!llìJ.::不可以A웰，훤tl1." 

22) .왕복서 l 권J r重答港없렴J， “蓋맹氣雖有界分. i띠乃젠然一物다. 以싸分룹之， 
則非徒JÆ氣有界分00已， 찌l亦太極之뽕， 有%分，맏 太極Z週， 非{띠物理， 乃元

훈;f:11Øi. 옮ill. 有元之理， 有亨之理， ;탑利之웰， 有회zJÆ. 於此四짧 亦有%

分jFi， fE可펌二物乎? 然ftll맹.氣雖有까l分， 00亦可팎二物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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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편지에서 “주회가 ·태극이 음양을 탄 것은 마치 사람 
이 말올 탄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결코 사람을 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나다. 이는 사물을 빌려 팬가 氣를 타는 것을 

형용힌 것일 뽕이지 참으로 [아파 기가] 사람과 말 같다고 한 것 

은 아닙니다. 사람과 말은 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여 말을 얻 

으면 타고 얻지 못하면 걷습니다. 이와 기 또한 타기도 하고 옐어 

지기도 하는 것입니까? 멜가 氣를 만나연 타고 만나지 못하면 걷 
는다는 말입니까? 이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물을 빌려 비유 

한 것을 지나치게 믿어서 이와 기를 심하게 구분하기를 사랍과 말 

이 다른 것처럽 한다면， 이것이 。l른바 ‘옛글을 다 믿는다면 글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킹) 

주희는 ‘사람과 말’의 비유를 ‘理가 氣를 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 

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이와 기가 함께 있다는 의미와 ‘氣의 움직임 

의 근거가 땐’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24) 그러나 위 예문에서 

이항은 주회의 비유를 ‘웰가 氣를 타는 것을 형용한 것’으로 이해하 

면서도， 이와 기를 구분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는 주회의 비유에 

서 ‘이와 기가 함께 있다’는 의미만을 받아들일 뿐， ‘氣의 움직임의 

근거가 핸’라는 의미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사실 ‘氣의 움직임， 

그 자체가 꽤’라고 생각하는 이항에게 있어서 ‘사람과 말’의 비유는 

처음부터 어올리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기대승은 주회의 말을 인용 

하여 ‘팽가 氣를 타는 것’에는 ‘이와 기가 함께 있다’는 의미 뿐 아니 

라， ‘氣의 웅직업의 근거가 理’라는 의미도 있음을 밝힌다. 

주회는 ·태극은 다만 하나의 1m일 뿐이다.’고 하였고， 또 ‘이른바 

이와 기는 결단코 두 가지[=物]이다. 그러나 사물의 측면에서 본 

다면 혼륜하여 나눌 수 없이 한 곳에 있다. 그렇지만 두 가지[二 

23) .왕복서 l 권l r重答빠짧뽑J ， “來펀又끽‘*-f日， 太械乘|캉陽， 如人;ι乘馬， ~IJ 

ik:.f'可以人않馬 li1.’ 짧此떠朱子l갑物lν짜}맺乘氣li1.‘ 非~Å!먼然 t!!，. Å.I죄l'{I)或 
乘或離， i방딴則乘， 不得馬則徒行. 자퍼1었， 亦或乘~훨tJlIl? JlI1i팡~則乘， 不得
氣껏1)徒行lfJ}? 是大不然， *子i랬物比l랩之팎， ïliï참過迎聽; 分.I!Il*<太f~， n디如A 

馬-1' 1데， dtJW1ì띔핀{감{깐， 不((1]無f단.’‘ 

24) 진래， 이종란 외 옮김， 「주희의 철학.1. ， 예문서 원， 2002, 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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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가 각각 하나[一物]가 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理의 

측면에서 본다연 사물이 있지 않아도 사물의 이치는 있으니 理가 

없다연 사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깊이 음미하여 마음 

에 정험하연 피차의 설을 스스로 터득힐 수 있을 것입니다 25) 

위 예문의 ‘현실의 사물에 있어서는 이와 기가 섞여 있지만， 이와 

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는 주회의 언급은 이와 기가 함께 

있는 가운데에서도 理는 氣와는 구분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또한 

‘理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물이 있지 않아도 사물의 이치는 있으니 理

가 없다면 사물도 없다’는 언급은 웰가 사물보다 앞서 존재하는 형이 

상자임올 의미한다. 따라서 형이상자인 理는 氣와 함께 있으면서 氣

의 웅직임의 근거가 된다. 이처럼 기대숭은 주회의 언급올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한다. 또한 ‘태극은 다만 하나의 웰일 뿐 

이다’는 주회의 언급을 인용하여 ‘태극을 氣와는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항올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이항의 입장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태극올 논하연서 옛 사람이 웬만올 말한 경우에도 氣가 그 가 

운데 있고， 氣만을 말한 경우에도 理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이와 기가 두 가지[二物]이기는 하지만 그 체(體)는 하나이니， [이 

와 기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물이면서 하나입니다.26) 

이항은 기대숭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와 기가 두 가지[二 

物]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체(體)는 하나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여 

25) r왕복서 l 권J r答一떻덤J ， “朱子B， ‘太짧， 只몽-홉理字’ X日， ‘所謂理與혔， 
決￡二物. ft!if物上렴， 則二物얘i倫， 不可分I쩌， 各在-잃. 然不훌二物之名앓 

-物I.!!.. 함:(E理t깝r， .!I IJ雖未有物， 而已有物之理， 然不띠有其맹， 띠1未햄;lt'합 

是物I.!!.’ 않*Wi言，i7ïi驗之Ik心， 則其於彼此之說， 亦可以타得之훗" 위 주회 
의 언급 중 두 번째는 원문과 마르게 인용되었지만 큰 의미차이는 없음올 

밝힌다 “所펌理與혔， 此앙끓二物- 앤.在￦J::띔， 則二物핸없1， 不可分쐐， 各tE

-잃. 然不웰二物之各j풍-物I.!!.. 쯤if理J::칩， .!I IJ雖未有物， tl띠已有物之理， 然

亦但有其理， 而E未’홉1앞有是物也/’( f주회집l 46-38 ) 
26) r왕복서 l 권j r짜復奇IE후. J , “太極之論， 古Å雖따듬i:ij!.， ITiî없iffl‘;~P， 雖짝릅 

氣， f(fj理在Jt中 R켈%i雖二物， 而~lanMIJ- I.!!.， 찮-i7ïi二， 二f(ij-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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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이와 기를 구분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그에게는 기대숭이 

근거로 삼았던 ‘태극은 다만 理일 뿐이다’는 주회의 언급은 표현된 

그대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위 예문에서 이항이 ‘태극을 논하면셔 

옛 사람이 理만을 말한 경우에도 氣가 그 가운데 있고， 氣만을 말한 

경우에도 理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이항은 자신과 기대숭의 견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대가 일찍이 냐에게 ‘형이상은 道가 되고， 형이하는 넓가 되 

니 태극과 옴양을 일체(一體)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개 

道와 뽑가 비록 상하의 분수는 았으나 태극과 양의의 상하(上下) 

와 정조(삶셈)는 원융하여 사이가 없음으로서 일체가 되는 것입니 

다. 그런데 김인후 역시 별수 없이 道뽑의 상하를 두 가지[二物]로 

여기니 한탄스럽습니다낀) 

이항은 기대숭과 김인후가 모두 ‘道器의 상하’를 두가지[二物]로 여 

기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항에 의하면 ‘道器의 상하’란 분수가 다른 

것을 뜻할 뿐이기에 태극과 음양을 서로 떨어진 존재로 볼 수는 없 

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계분은 있으나 계한은 없다’는 주장과 일관 

된 맥락을 형성한다. 물론 이항 또한 태극과 음양이 형이상과 형이 

하， 道와 짧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두 입장간 

의 중요한 차이점은 태극 즉 理가 氣와는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본 

체임을 인정하는가의 여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태극이기논변은 무엇보다도 ‘태극， 즉 理.가 세계의 

본체임올 인정하느냐’의 여부를 쟁점사항으로 하고 있다. ~맨는 이항의 

경우에는 氣와는 구분되어 존재할 수 없다. 반면에 기대승， 김인후의 

경우에 J1I1는 氣와는 구분되는 형이상의 존재이며 세계의 본체이다. 

기대승에게 있어서 理는 현상 샤물의 근거가 되면서도 현상 사물 

27) ~왕복서 l 권./뺑奇.tf字편J ， “겹mJ~홉웹썼B， ‘形iTÜ 1-:者재追， 形以下者·댔짧， 
f!.\HlJ太極!장陽， 不可-i임-뽑Ii!.’ 짧;한강§힘ft有土下之分， 然:α太極i펙{썼， 1 '.下精

뼈l， 파따l해!照修I띠때-뿜-者 L!!. 뺑않꺼;;’Jtl띠以협뽑之上-f~=.物， 可j썼 .. 



24 월확논구 저137칩 

에 의하여 드러나는 존재이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 

까? 기대숭은 오징을 비판하면서 ‘천명의 유행이 기기(氣機)의 웅직 

임에서 나옹 것이 아님’올 확인하고 있다. 기대승에 의하면 천명의 

유행은 현상적으로 보이는 기기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 

려 현상을 초월한 태극의 동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천명 

의 유행은 태극의 움직임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기대승에게 있어서 理는 천명의 유행 즉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선의 

근거로서 강력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동시에 현실이 드러내고 지향해 

야 할 목표가 된다. 한편， 태극이기논변에서의 기대숭의 입장은 이황 

의 지지를 받는다. 

그대가 이항에게 은미한 뜻올 설명한 것은 모두 옳았습니다. 김 

인후는 다만 몇 마디 말만 있었으나 역시 그 취지는 알 수 있습니 

다 ...... 예나 지금이나 학문과 도술(道術)이 어긋난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 다만 理라는 글자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 만 

약 이치를 궁구하여 궁극에까지 도달한다면 이 理라는 것이 지극 

히 허(虛)하면서도 지극히 실(폈)하고， 지극히 무(無)하면서도 지 

극히 유(有)하며， 통(動)하면서도 통이 없고， 정(靜)하면서도 정이 

없는 정결(쐐燦)한 것으로서 조금이라도 더할 수도 덜어낼 수도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과 만물만사의 근본이 되면 

서도 음양오행과 만불안사의 범 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氣

와 섞어 일체(-體)로 보아서 하나[-物]로 삽을 수 있겠습니까?28) 

위 예문에서 이황은 학문에 있어서 理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지적한 후에， ‘理는 음양오행과 만물만사의 근본이 되 

면서도 음양오행과 만불만사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理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이는 理가 만물의 근본이 되면서도 만물 

28) ~왕복서 l권J r答示論太極펌판J. “公之짧似-없以빡明微뚫者， 皆已得之，~

줬떼&只휩;행Z견~~핀， 亦已J!~大탑 ...... 古今A멍|해道術之所以差者， 只앓理 
字維1:íJ故耳 ..... . 若能짧究짧웰， 핏ljffJ.-I'分透微• n페見得此簡‘物파， 숲~띠j:f 

J't. 펼無rm至有， 動i7iï無파1. 靜ffij無靜• i~i했靜웹J也 -짧ìfi不得.띔減不得， 
能~陰陽lï.行짧物，헬핍之本. i1디不댐於陰~ii行꽤物떻필之中. 安有維혔rm않 
ß-體看， f'f一物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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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존재의 범주를 달리하는 것， 즉 본체로서의 형이상자임올 의미 

한다. 이처럼 이황과 기대송은 모두 형이상의 존재인 理를 氣와는 구 

분되는 본체라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맴를 氣와는 폰재론적으로 구분 

하지 않으려는 이항에 대해서는 통일한 비판적 입장올 견지할 수 있 

었다 

2. 사단칠정논변과 이기불상리(理氣不相離)의 관점 

이황과 기대숭의 사단칠정논변은 1559년에 보낸 이황의 편지로부 

터 시작된다. 이후 논쟁은 각각 세 차례의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지속되며， 1566년 기대숭의 마지막 편지(고봉4서: 사단칠정 후설 · 총 

론)와 이에 대한 이황의 간단한 답신올 끝으로 마무리된다. 

기대숭과 이황은 태극이기논변에서는 서로 일치하는 입장을 보이 

면서도， 사단칠정논변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는 

두 사람이 모두 형이상의 존재인 탱를 ‘세계의 본체’라고 여기는 점 

에서는 일치하면서도， 웰.라는 개념으로써 형이하의 감정인 사단과 칠 

정을 설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올 달리하기 때문이다.갱) 

1) 氣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행 

이황은 했之앓(秋機， 1509 -1561 )의 천명도설에서의 ‘사단은 웹에 

서 발하고 칠정은 氣에서 발한다’뻐)는 언급올 ‘사단은 리가 발한 것 

29) 사단칠정논변에서 이황은 사단이 ‘도덕적 감정’임올 강조하기 위해 이를 
일반적 갑정인 칠정과는 구분하고자 한다. 그가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와 
기로 대비해서 파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달리 기대숭은 ‘칠정 중 

에서 중절한 것이 사단’엄올 주장하연서 사단과 칠정을 대비하는 표현을 
반대한다. 기대승의 입장에서는 모든 감정은 칠정으로 총칭되며， 사실상 

일반적인 감정과 구분되는 도덕적인 감정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 
라서 사단칠정논변의 주요 쟁점은 ‘도덕적 감정의 존재에 대한 인정여부’ 
이여， ‘ 이와 기 ’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변은 상대방의 이기론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해 
명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30) “때端發l강행i 七헤했於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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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3J )로 고친다. 이후 이에 대한 기대승의 

비판을 전해 듣고는 다시 ‘사단으로 드러난 감정은 순수한 웰이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으로 드러난 감정은 氣를 겸하였으므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32)로 수정하여 기대승의 의견을 묻는다. 

두 번에 걸친 수정은 모두 이와 기를 구분하는 표현올 완화시키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웠) 그러나 이는 표현을 달리했을 뿐 사단파 칠 

정올 대비시켜 각각 이와 기에 분속하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기대숭은 이황에 의해 수정된 표현이 애초의 정지운의 

표현보다는 나은듯하지만 여전히 이와 기를 지나치게 구분하는 문제 

점이 있음을 지적한다.34 ) 기대승에 의하면 편는 개념적으로는 氣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氣를 주재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의 웰는 氣와 섞 

여있으며 또한 氣의 발현과 유행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이다.35) 

쩔는 氣를 주재하고 氣는 멜의 재료가 되니 이들은 진실로 구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물에 있어서는 참으로 혼합되어 있 

31 ) “四폐쩔之發; 七↑i양氣之發‘” 
32) “四端之發， 純理， 故無不훨， 七情之發，~氣， 故;탑편惡" 

33) r사칠이기왕복서J r퇴계 l서 J . “往年， 鄭生之作뼈tll.， 有‘四端찢於웰; 七해앓 

於氣’之說. 愚y.亦恐其分別太甚， 或ìX4:Jf端， 故~下‘純휩~氣’等힘， 옮欲*tlft 

以짧l꺼， 3f~엽;J'I;言之無jift也" 

34) ~사질이기왕복서.J r고봉l서J ， “今꽁以웠‘四端發於웰， ñ띠無不환; 七↑펴發於었， 

而有휩핸’， 則}è~얻與氣‘ ~J ïl띠앓兩物tll.. 찰七1펌끼~:J‘於性， iìfi四端不짧於氣tll.. 
此認XE‘之끼~lìg無病， 而後f;.1之不fJ'g無疑t!!， 좋又以‘四端之發， 純理， 故無기:환; 
七↑i앙之發， .았j\， 故有홉，환者’때改之， 則雖似稍j版Jj‘ïìÎj~， i1iï愚意亦恐未쫓" 
여기에서 기대숭운 애초 정지운의 표현올 실제와는 다르게 인용하고 있 

다‘ 이에 대해 「고봉2서」에서 전체적인 뭇에는 문제가 없으나 표현에 대 

해서는 착각한 바가 있옴을 시인한다. 
35) ‘뺑는 개념적￡로는 氣를 주재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氣의 발현과 유 

행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은 세계의 본체를 행로， 현상을 氣로 규정하 
는 것으로서 다음에서 셜명하고 있는 주회의 이기 개념과 부합한다. “사 

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특수한 ‘이치’에 의존하고 있다 이 

특수한 ‘이치’는 사물의 특수한 기운을 통하여 드러나므로， 여전히 이 ‘기 

운’보다 앞선다 ...... ‘이치’와 ·기운’은 자연히 이른바 ‘두개의 어떤 것[-二 
物]’이지만， 그러나 이치의 운행으로 말하면 이치는 반드시 기운 가운데에 

서 운행한다"(노사광， 정인재 역 ~중국철학사J ， 탐구당， 1987, 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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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쩔는 약하고 氣는 강하며 理는 조 

짐이 없지만 氣는 자취가 있기 때문에 [氣가] 유행하고 발현할 때 

지나치거나 모자라는(過不及) 잘못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칠정으로 드려난 감정이 때로는 선하지만 때로는 악하여 성(性)의 

본체가 온전할 수 없게 되기도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 

은 천명(天命)의 본연이고 악한 것은 기풍(氣葉)의 과불급이나 사 

단과 칠정이 처음부터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36) 

배우는 사람들은 理가 氣를 벗어나지 않고 氣가 과불급 없이 자연 

스럽게 발현한 것은 理라는 본체가 그러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m 

위 첫째 예문에서 기대숭은 ‘理는 약하고 조침이 없는 반면에 氣

는 강하고 자취가 있음’을 큰거로 하여 철정으로 드러난 감정의 선 

또는 악이 결국 氣의 주도에 의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理의 탓이 아닌 氣의 탓으로 돌리는 발상이다. 

‘선한 것은 천명(天命)의 본연이고 악한 것은 기품의 과불급이다’는 

언급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악한 것은 물론 기품의 과불급에 의한 것이지만 선한 것은 

과연 천명의 본연에 의한 것일까?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은 천명의 

본연’이라는 언급이 팬의 주도에 의해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의미 

를 담고 있는 것일까? 이는 칠정으로 드러난 감정의 선 또는 악이 

氣의 주도에 의한 결과임을 강조한 이후에 한 말이므로， 글의 전체적 

인 의도에 부합하려면 ‘맨가 氣에 의해 실현되어서 선한 결과를 가져 

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툴째 예문의 의미 또한 같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理가 氣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理와 氣가 합께 섞여 있음을， ‘氣가 과불급 

36) -사철이기왕복서J r고봉l 서 J ， “夫理， 氣之~宰Ii!.， 쩌， 탤之材料t!L， 二者|좁l有 

分헛. 00其:(E펄物lI!" 則固混뼈i띠不可分l해 au맺.꿇氣힘1， 理無ml띠氣有빼， 故
}t流行發見之應， 不能無過不'&之않. Jl.tJiJi'以七해之혔， 或월或惡、， i1ri셈，2* 

짧， 或有所끼〈6g￥也. 然Jt善者， 乃￡命之本然， 핑、홈， 乃氣앓之j원不及따， 則

所3띔四端七↑츄者， 初非有二歲Ii!.."
37) r사철이기왕복서l r고봉l서 J ， “然멍협， 須쩌1웰之不外於氣， 때氣之無過不E!.. 

버然했J，.I.者， 乃理ι4'體然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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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자연스럽게 발현한 것은 理라는 본체가 그러한 것이다’는 것은 

氣의 과불급 없는 발현에 의해 理가 실현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이황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비록 중간에서는 ‘맹는 약하교 氣는 강하며 팬는 조짐이 없지만 

氣는 자취가 있다고 하였지만， 끝에 가서는 氣가 자연스럽게 발 

현한 것은 웰라는 본체가 그러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결국 

이기를 하나로 삼고 분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세에 나홈순이 ‘이 

기는 두 가지가 아니다’는 설을 주장하여 주자의 설이 옳지 않다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자세히는 알 수 없어서 보내 

주신 편지의 뜻이 역시 이와 버슷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썼) 

위에서 이황은 기대숭이 이기를 분별하지 않은 정에서는 나홈순과 

비슷하다고 비판한다. 이는 아마도 ‘氣가 자연스럽게 발현한 것은 맹 

라는 본체가 그러한 것이다’는 기대숭의 언급올 ‘氣가 자연스럽게 발 

현한 것이 理라는 본체이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氣가 발현한 것이 理’라는 것은 곧 ‘氣의 웅직임 자체가 理’라는 

의미로 파악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理는 氣와 구분되어 존재 

할 수 없다. 즉 본체로서의 理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기대송은 다 

음과 같이 해명한다. 

그러나 ‘氣가 자연스럽게 발현한 것은 理의 본체가 그러한 것이 

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理는 조짐이 없지만 

氣는 자취가 있￡니， 웰의 본체 는 막연하여 볼 수 있는 형상이 없 

기 때문에 기가 유행하는 곳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자 

(程子)가 ‘잘 관찰하는 사람은 이미 드러난 곳에서 (B發之際) [理

를] 관찰한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 그렇다면 氣가 자연스 

럽게 발현하여 과불급이 없는 것이 理라는 본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측은， 수오의 감정 또한 氣가 자연스럽게 발현한 것이 아 

38) r사칠이기왕복서J r퇴겨Ilt 서 J ， ‘끼’ I펴， 雖有‘理랬氣핏F、， 행無股氣有防’L~， 至
於;J:t*， 떼乃以혔之自然發見， mJ:l.Jl之ιj;;fi않然t!L. 상則逢以웰氣碼-物， ïl띠無所 
껴1)쫓. 近ffi:i훌뺑I훤， 1겁쟁理氣非二빼之說， ￥以朱子說쩔非삶. i싫확;함未達;tt 

指， 不랩來|않之갚;亦似之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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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근거(所以)는 理입니다. 그러므 

로 理에서 발한다고 한 것일 뿐입니다.39) 

기대숭응 ‘氣가 자연스럽게 발연할 수 있는 근거가 理엄’을 밝힘으 

로써 이기를 구별하고자 한다. 즉 본체로서의 理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理가 현실을 주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까? 위 예문에서 기대송은 ‘氣가 자연스럽게 발현한 것이 뀐라는 본 

체이다’와 ‘그렇게 되는 근거는 理이다’는 말을 함께 하고 있다. 여기 

에서 현실적인 선악올 결정하는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진다연 

첫째 언급에서는 氣에， 둘째 언급에서는 햄에 있는 것처럽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살핀 ‘선한 것은 천명의 본연’이라는 언급과 

마찬가지로 웬의 주도에 의해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웰가 현실에서는 氣와 섞여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氣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인 선의 원인 

올 理에서 찾는 것이다， 예문에서 ‘理는 조짐이 없지만 氣는 자취가 

있으니， 理의 본체는 막연하여 볼 수 있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氣가 

유행하는 곳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거나 같은 취지의 언급 

을 인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처럼 기대숭은 현실에서의 주도권 

은 오직 氣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이황은 웰가 주도권을 가지 

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맺가 발하고 氣가 따른다’는 것은 멜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일 뿐 

理가 氣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氣가 발하여 理가 탄다’는 것은 氣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일 뿐 氣

가 理를 벗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칠정이 바로 이것입니다.40> 

39) ~사칠이기왕복서j r고봉2서J ， “띠所띔氣之自然發見， 乃댈之*1옆然l!!.，之펌， MIJ 
亦有說뒀. 皆쩔쩍~tt옹때氣有IMi， !'IIJJ1Il之킥~I휠‘ 1파然、無形象之可見， 끼;파於氣ι流 

fih원驗得tl1. lî子所띔‘향뼈者， 왜l於已했之際，tI!!lκZ者’tl.tiJ1. . ..... 然메l氣之 

自然앉見， 셋1過不"&者， 뿔非J!Il之本體'F.? 且如뼈IJ隱處惡， 亦월::~r-氣之팀然했 

見者lf.? 然其所以然者則f몇t!.!. . 삶以댐之흉於理쩌" 

40) -;사칠이기왕복서l r퇴계2서 J . “大짧有‘理했때氣隨之’者， 則可主理ïfji힐王r. 非
3엽탤外於氣. ~q端Jlit.!!.; 有‘氣혔I띠꽤-乘之’옳， 則可.:t:氣때힘:1('‘ ~r-Ñt!J氣外)j상맺 

七↑펴~í1ô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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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네 가지[흙， 愁， 짤， 뻐]가 마음의 뽑가 되기 쉬운 이유는 氣가 

발하는 바가 본래는 선하지만 악으로 흐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理

에서 발하는 사단이라면 어찌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마음에 

측응한 바가 있는데도 마음이 마릅을 얻지 뭇하고 마음에 수오하는 

8까 있는데도 마음이 바름올 얻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41 ) 

위 첫째 예문에서 이황은 사단을 ‘理가 발하고 氣가 따르는 것’으 

로， 칠정올 ‘氣가 발하고 理가 타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사단을 

理가 발한 것으로， 칠정을 氣가 발하는 것으로 규정하연서도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기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 

한 것이다. 요컨대 ‘이와 기를 지나치게 구분한다’는 기대승의 지적은 

이황이 기존의 표현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단과 철 

정을 대비시켜 각각 이와 기에 분속하는 이황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사단을 ‘理가 발하고 氣가 따르는 것’￡로 보는 것은 이기가 섞여 

있는 가운데서도 뭘가 주도적인 역할올 한다는 의미이다. 理가 주도 

한다면 악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예문에서 이황이 칠정에 

대해서는 ‘마음에 害가 되기 쉽다’고 말하는 반면에 사단에 대해서는 

‘어찌 이러한 (마음에 해가 되기 쉬운) 문제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뭔가 주도한다면 악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올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황은 ‘마음에 측은， 수오 

하는 바가 있으면 마음이 바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기대숭은 氣가 자연스럽게 발현한 것으로부터 선의 가능성을 찾고 

있으나 이황은 앨의 주도에 의한 선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이 

황이 말하는 理는 氣에 의해 실현되는 수통적인 존재가 아니라 선한 

결과를 초래하는 힘올 가지고 았는 능통적인 존재이다.42) 요컨대 기 

41) r사칠이기왕복서J r퇴계2서 J . “夫四훌之所以易쟁心뿔者， 正緣氣之所發， 웰t 

本흰ifij，fi，流於悲， 故然耳， 함四端之理發， 則何週有此病乎? 又(매得펌心有}ífr 

빼隱， 則不得其正心， 心有所뚫悲， 則不得共正강爾lj])?" 

42) 이러한 이황의 입장은 리귀기천설(理‘피氣!뺑짧). 리우위설(理않位說)로 규정 
된다. “퇴계는 理릎 ‘작위합이 없는’(無짧) 본체로 인식하여， 행.를 i’t하게 
여기는 근거흘 작위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 여기서 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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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 이황 모두 이와 기를 뚜렷이 구분하지만 ‘현실세계에서의 理의 

주도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한편， 이황은 자신의 비판에 대한 기대숭의 해명올 듣고는 ‘나홈순 

과 비슷하다’는 공격을 철회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 변화 

가생긴 것은 아니다. 

비록 중간에서는 ‘웬는 약하고 氣는 강하며 펠는 조짐이 없지만 

氣는 자취가 있다’고 하였지만， 블에 가서는 氣가 자연스럽게 발 

현한 것은 뀔R라는 본체가 그러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결국 

이기를 하나로 삼고 분별하지 않은 것인 듯합니다. 만약 진실로 

하나의 사불로 여겨 분별하지 않았다면 [이는] 제가 감히 알 수 

있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고 여겨서 

분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체’라는 말 아래에 ‘연야(然따)’ 두 글 

자를 놓은 것이라면 어찌 유독 천명도에서 분별하여 말한 것만은 

옳지 않다고 하십니까?'13) 

위 예문은 이황이 기존에 보냈던 펀지를 일부 수정하여 다시 보낸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나홈순과 비슷하다고 했던 부분이 삭제된 것 

이다. 그리고 ‘이기를 분별하지 않았다’고 했던 부분이 ‘이기를 분별 

하지 않은 듯하다’는 판단을 유보하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애초에 

이황은 기대숭의 ‘氣가 자연스럽게 발현한 것은 理라는 본체가 그러 

‘맹는 작위함이 없고， 氣는 욕망이 있다.’(理無않， ffiï氣有값)고 언급하는 경우 

의 ‘맹無쟁’와 율콕이 ‘맹는 작위가 없고 기는 착위가 었다.’(맺無쟁，i1iì氣有 

1~)고 언급하는 경우의 ‘뺑無얹’는 글자는 같지안 내용에서는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었다 곧 율곡에 의하면 작용은 氣에 속하는 것이요， 理는 아무런 작 

용이 없는 원려를 가려키는 것이라연， 퇴계에 있어서는 맹.가 형상적 작용으 

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의원欲)을 지닌 모든 氣의 작용에 근거가 되는 것으 

로서 였의 작용올 포宰하는 작용의 근원적 주체흘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理는 氣보다 귀하고 우월한 것이라는 맺앉氣峰說 내지 팽修位說을 제시하고 

있다기(금장태， F퇴계의 삶과 철학J，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153 쪽) 
43) ’사철이기왕복서J r퇴계 l서 개정본J ， “ψl펴， 維有‘맹弱氣i짧，1ill無n왔氣有跳’之 

Z\, 추:於其末， 떼乃以氣之딩 然發見， !훌RIl→之짜;뾰然t!1. J눈則似送以ffl!.혔앓一物， 
ITii無所分훗. 캄따以댔-物때照所分， !，!IJ非않之所敢in. 不然， 果亦以댔非-物 

메j有所}JIJ， 故‘4>:Q;’ι下， 휩‘然tl!.’」字， !o[IH매ttx.於!넓， 獨以分5JIJ룹之j뭘不可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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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는 언급올 이기를 분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것이다(然也)’에 주목하여 이기를 분별한 측면이 있 

을 것이라 판단한다. 

기대숭 또한 이기를 분별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분별하는지의 문제이다. 위 예문에서 이황이 ‘이기를 분별하면 

서도 왜 천명도에서의 이기를 분별하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고 묻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이와 기를 분별하고자 한다면 

2낸처럽 현실에서의 理의 주도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기대승은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황의 입 

장이 ‘웬씌 운동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음올 지적한다.4 

주회가 ‘氣는 용결하고 조작할 수 있으나 理는 정의(情意)도 없 

고， 계탁(計度)도 없고， 조작(쉰11，，)도 없다. 그러나 이 氣가 용취한 

곳에는 바로 멜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께서는 ‘서로 발하여 쓰임이 있 

고， 그 발하는 데는 또 서로 따른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이것은 

펼가 도리어 정의‘계탁-조작항이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기가 마치 

두 사랍이 마옴의 한쪽씩올 나누어 차지하고서 한 마음 속에 있으 

면서 번갈아 나와서 일올 주도하여 서로 수(首)와 종(從)이 되는 것 

과 같습니다. 이곳은 바로 도리가 쌓인 곳이니 조금의 잘못됩도 있 

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잘못됨이 있다면 잘못되지 

않은 것이 없올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45) 

기대숭은 무엇보다도 이황이 사단을 ‘理가 발하고 氣가 따르는 것’ 

44) 기대숭은 이황이 理의 운동성을 인정하였다고 비판하고 펼자 또한 기대숭 
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논의릎 전개하고 있으나， 과연 이황이 실제로 쩔의 

운동성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옴올 밝힌다. 
대표적으로는 문석윤 r퇴 계에서 理發과 理했1， 理到의 의미에 대하여 -理

의 능동성 문제」 F퇴계학보J ， 제 110집 ， 2001. 

45) ‘사칠이기왕복서J r고봉3서J ， “朱子日， ‘쩌셰IJ(j얻~結造作， 理tP無f펌g無~i"gr 

:無造作， 只dt싸i흉聚處， lÆß핀在;j:ttþ‘ 正펌此l!!. 今8， ‘효:有發用， 而其짧又相 
須’， f{IJ理-왜꽃有f핍x!:有計딸·有i!!1 1/f.홍， X似1Æ없二者，taJ패A然， 分據-心之

內， 法11J用事， 때互I홉함從tl!.. 此괄m.rm찢盧處， 有不可以펄쯤差者. 於此有差，

無ffr不差쫓. IÄε3￥證， {可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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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규정한 것을 비판한다. 기대승에 의하면 理.는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사단을 ‘땐.가 발하고 氣가 따르는 것’으로 규 

정할 수는 없다. 즉， 현실세계에서 운동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오 

직 氣뿐이며， 理는 운동성을 가질 수 없다. 이에 기대송은 ‘웹.는 정의 

(情意)도 없고， 계탁(計않)도 없고， 조작(造作)도 없다’는 주회의 언급 

을 근거로 하여 이황이 웬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어기고 

있음을 지적한다. 꽤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면， 사단과 철 

정에 대한 이해 또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 예문에서 기대숭 

아 ‘만약 이곳에서 잘못됨이 있다면 잘못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 

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사실， 이황이 ‘이와 기를 지나치게 구분했다’ ， ‘뺑의 운동성을 인정 

했다’는 기대숭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와 기에 

분속하는 것은 사단이 칠정과는 구분되는 도덕적 감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자신에게 도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연， 이는 도덕적인 행통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황이 

‘마음에 측은， 수오하는 바가 있으면 마음이 바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처럽 이황에게 있어서 사단은 중절여 

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이미 도덕적인 감정이다. 이와는 달리 

기대송은 도덕적인 감정올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감정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감정이 상황에 맞아야 함올 강조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수오해서는 안 될 것을 수오하고 시비해서 안 

될 것올 시비하기도 합니다. 뺑는 氣 속에 었다가 氣를 타고서 발 

현하는데， 理는 약하고 氣는 강하여 쩔가 氣를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이 드러날 때에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감정이 선하 

지 않음이 없다고 할 수 었으며 ， 또 어찌 사단이 선하지 않음이 없 

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46) 

46) ‘사칠이 기왕복서j r고봉2서 J ， “有如찔힘A， 或흡않，훤ft기;힘w，g영， 亦有:It

~Flt所不’짧’쏠非者‘ 경효윌lltrJ:l→ 이" 乘氣때했兒， JÆ킹iî~j폐， ’암樞{띤不땀，}t;流行 
之修， [때효有tmllt者. ，암피以mt좁無쉽‘끼:향，.， 又烏피以앓四端照不흰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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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에서 기대승은 상황에 맞지 않게 수오하거나 시비하는 경 

우를 예로 들어 ‘사단도 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 

에서 기대숭이 ‘상황에 맞음’의 여부로써 감정의 도덕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든 감정은 ‘상황에 맞아야， 즉 ‘중절해 

야 비로소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절여부를 떠 

나 그 자체만으로 도덕적인 감정’이라는 사단의 특별한 지위는 인정 

되지 않는다. 이에 기대숭은 사단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자 한다， 

칠정이 비록 氣와 관계있는 것 같지만 웰. 또한 그 가운데에 있 

습니다.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은 곧 천명의 성(天命z性) 

이고 본연의 체(本然之體)로서 맹자가 말한 사단과 내용이 같으면 

서 이름만 다른 것입니다.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은 

기품( !氣짧)과 물욕(物欲)의 작용에 의하여 더 이상 性의 본연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47) 

기대송은 우선 ‘칠정이 비록 氣와 관계있는 것 같지만 理 또한 그 

가운데에 었다’고 말함으로써 칠정에는 이와 기가 섞여 있음을 강조 

한다. 따라서 칠정이 발한 이후 氣에 의해 理가 실현될 가농성과 그 

렇지 못할 가능성은 함께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理가 실현된 경우를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워 예문에서는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을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올 확인할 수 었다 요컨대 사 

단은 ‘氣에 의해서 실현된 理’인 동시에 ‘중절한 칠정’인 것이다. 

2) 氣의 근거로서의 理

기대송은 현실에서의 理는 氣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사단과 칠정이라는 감정의 문제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감정이 

중절한 경우’는 ‘氣에 의해 1m가 실현된 경우’로 파악되어 사단으로 

규정된다. 한편， 이처럼 감정의 중절 여부로 선악을 판단하는 구도는 

47) ~사칠이기왕복서J r고봉2서 J . “然而所띔七情者， 雖i￥i步乎氣者， 而멜亦딩tE 
;J;I• rr. 其發而中節者， 乃天命之性， 本然L體. rt디與굶子fifr謂四端者， I司때쨌쥐 

者 tt!.. 훈於發不~þ節， 則乃氣찢物欲之fi}‘r얹， 而非i}ï:性之*然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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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홈순에게서도 발견된다. 

『예기J r악기」의 욕(欲)과 호오， r대학j의 친애(親쫓) . 천오(隆 

惡) • 외경(짧敬) . 애공(哀쯤). r중용』의 회 • 노 · 애 • 락 r맹자』 

의 측은 · 수오 · 사양 · 시비 퉁운 모두 사람의 감정이며 다만 명 

칭이 다를 뿐이다. 감정의 드러냥은 모두 본성에 근거한다 그것 

이 선 또는 악이 되는 것은 절도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한다.48> 

위 예문에서 나홈순은 각기 다른 경전을 출처로 하는 여러 감정들 

을 열거한 후， ‘명칭이 다를 뿐 인간의 감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나홈순은 ‘모든 감정은 본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선 또는 악은 [어디에서 근원했는지가 아닌] 감정이 절도 

에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나홈순은 자신 

이 열거한 감정 중에 사단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차 

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감정이 본성에 근거하 

였다’고 말함으로써 ‘본성의 선함을 드러내는 감정’이라는 사단만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나홈순의 입장은 사단이라는 도덕적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중절 여부로써 선악을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기대승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송은 사단칠정논변이 끝나고 3년 뒤인 1569년 

에 「논곤지기」를 지어 나흠순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사단칠정 

논변에서 보였던 입장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49) 기 

48) r곤지기J. 2b.20. “樂記所짧， 점~~好델， 大I장!팎행îØl2장U형짚폈원XJ놓#. 니JIMFfr 

짧흙!$iÆ樂.:it.子所짧센IJIMï}í;.w;í1￥讀쏘~r\ 뽕쏘人情. I달名즙之不同꾀 凡↑펀之 

짧， 皆根於tl:. ;t:t‘-所以앓훤j똥忍， 係l앙有~與無節" 
49)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성티l용은 사단칠정논변에서의 기대승의 입장이 나 

홈순의 간접적인 영향올 받아 형성왼 것일 수 있음올 지적한다. “고봉이 

퇴계와의 사칠논변을 시작할 당시에는 r곤지기j릎 읽어보지 못한 상태였 

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이항 노수신과의 교유를 통하여 나정암류의 사상 

을 받아들였올 가능성은 충분히 였으며， 그러한 관점이 퇴계의 사철이기 
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데 바탕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었다， 

또 퇴계와의 사칠논변올 통하여 드러난 고봉의 사상은 여러 가지 점에서 
나정암의 사상과 접근하고 있음올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고봉이 끝 

까지 굳게 지킨， 칠정이 절도에 맞아 선한 것은 결국 사단과 다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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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숭의 나홈순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이기론에 집중된다. 

나홈순은 이와 기를 하나[-物]로 여기고 주회의 ‘소이연(所以 
然)’을 옳지 않다고 여겁니다. 이에 ‘소이 (所以)라는 글자를 붙이 

연 바로 [이와 기는] 두 가지[二物l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심과 도심올 이와 기에 분속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은데도 노수신이 깊이 

취택하는 것은 어째서인지요.50) 

[나홈순이 말하는] 맹라는 것은 氣 위에 그 절도가 있음올 인식 

한 것에 불과하다. 나홈순의 ‘理는 다만 氣의 理이다. 氣가 회전하 

고 찍이는 곳에서 [쩔를] 보아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문제접 

올 가지고 있다. 비록 그의 학설이 장황하고 찬란하며 변화무궁하 

나 그 요지는 결국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1) 

주회에게 있어서 ‘소이연(所以然、)’은 이와 기를 구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이다. 즉， 理는 ‘氣가 운동하는 근거가 된다’는 의미에 

서 氣의 소이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이연’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이는 理가 본체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에 위 첫째 

예문에서 기대송은 나홈순이 이와 기를 하나로[一物] 여겨 주회의 

‘소이연’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소이연’올 인정하지 않는다연 웰는 氣 내부의 조리 · 법칙으로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위 툴째 예문의 ‘理는 다만 氣의 理이다’는 나홈순의 

말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기대송은 ‘나홈순이 말하 

는 理란 氣 위에 절도가 있음올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며 나홈순의 

없다는 셜은 나정암의 인욕긍정흔파 부합하는 점이 있다."(성태용， r고봉 
기대숭의 사단칠정흔」 「사단칠정론J， 서광사， 1992, 71 쪽) 

50) .왕복서 2권J r先生前J:狀J ， “整I행， 則以理氣행-物， 以까i子所짧所以然者， 
짧不然， 5입‘합휩所以字， 則使成二物’즙즙， 此固不得以^心道心分짧理氣也 
ft짧li.r見之差， 亦不難辦， ~띠盧줬↑홉섯:， 乃獨深取之， (，매耶 " 

51) .고봉집 2권J r폐困知記J， “所띔웰.字者， 亦끼;過於氣上짧‘其有節j앓잃1￥. 整?흩 
所5뭔‘f맺只쏘옳之理， I짧於氣之훌핑折處觀之’~， 正是此病tÞ.. 維:J:tj홉，행， 張훌없 
짧， gm해짧端， 而필其指歸， 終亦不m於此훗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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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l맨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면 다른 주제에 대한 입장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대숭 

은 ‘나홈순의 학셜은 모두 이와 기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고 말한다. 이처럼 기대송은 나홈순이 J!P:를 본체로 여기 

지 않는다고 여겼으며， 이를 자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 

였다. 그렇다면 강정의 중절 여부로 선악을 판단하는 구도는 나홈순 

과 기대승이 서로 비슷하지만 ‘팽를 본체로 여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기대승은 태극이기논변에서 ‘맨를 본체로 여겨야 함’을 

피력하였다. ‘웰가 본체임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자연세계를 설명하 

는데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인간의 도덕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력， 계절의 변화와도 같은 자연의 

법칙은 늘 일정하지만 인간은 도덕적으로 행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핍를 본체로 여긴다’는 것은 곧 시대와 장소를 

떠나 영원불변한 도덕적인 가치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를 

준수해야한다는 당위를 제공한다. 요컨대 도덕적인 가치가 보편화되 

고 객관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理가 세계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악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단찰정논변에서의 ‘팽는 개념적으로는 

氣를 주재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氣의 발현과 유행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기대숭의 언급은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현실에서 

의 뀔!는 氣에 의해서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악이란 다만 氣가 理를 

실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에 악은 氣의 탓이 

되므로， 땐.의 도덕적 가치와 보편성은 손상되지 않는다. 같은 논리로 

현실적 존재라는 점에서 氣인 인간은 理인 도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실패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인간에게 돌아간다， 즉， 

‘자유의지와 책임’이라는 도덕의 영역이 확보된다. 

한편， 인간이 실현해야 할 理는 삼강오륜과도 같은 구체적인 규범， 

예법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규범을 내면화하여 구체적인 상황 

에 적절히 대웅하는 것은 ‘중절함’으로 평가되어 ‘理를 실현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감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중절한 감정은 곧 땐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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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송은 사단을 ‘氣에 의해서 실 

현된 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중절한 칠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요컨대 기대송은 ‘理가 실현되었다’는 의미에서 중절을 선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理가 실현되었다’는 의미에서 중절올 중시하는 입장과 다 

만 중절만을 말하는 입장의 차이는 ‘무엇이 중절인가’에 대한 보편적 

인 기준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기대송에게 있어서 중절이라는 기준 

은 理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는 미발(未發)의 본성이기도 하며 경전 또는 예법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은 미발함양(未發‘댐養)이나 경전공부를 통해 무엇 

이 중절인지를 잘 파악해서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중절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만일 理를 본체로 인정 

하지 않는다면， 이는 理가 氣의 중절의 근거라는 지위를 상실하고 단 

지 氣의 중절에 의한 결과가 팽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선 

악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보면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의 적합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단지 상황에 맞는 행위 자체가 중시될 뿐이며， 

그 기준 또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감정 또는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만족시킨다연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된다.앞)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앞에서 다루었던 기대숭의 언급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氣가 자연스럽게 발현하여 과불급이 없는 것이 理라는 본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측은， 수오의 감정 또한 氣가 자연스럽게 

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큰거(所以)는 理

입니다. 그러므로 理에서 발한다고 한 것일 뿐입니다.퍼) 

52) 여기에서는 ‘기대숭이 비판하고자 하는 나홈순’에 초점올 맞추어서 서숭하 
였다. 따라서 기대숭아 이해하는 나홈순과 실제의 나홉순의 입장이 일치 
하는지는 논외로 한다. 

53) r사칠이기왕복서./고봉2서 J . “然則氣之팀然、發見， 無j원不'&$f， 뿔非理之끼§ 

Il'~乎? 且如뼈隱處뤘， 끼;월非氣之뎌然發n者乎? 然~t所以然햄·則탱~. :lÊ以

펌之發lì‘JlJl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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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은 ‘이와 기를 구분하지 않은 점에서는 나홈순과 비슷하다’ 

는 이황의 비판에 대한 기대숭의 해명에 해당한다. 기대숭은 우선 

‘氣가 자연스럽게 발현한 것이 理라는 본체’라고 말한다. 이어서 사단 

의 대표적인 감정인 측은과 수오 또한 氣가 자연스럽게 발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기대숭은 다만 중절만올 

말하는， ‘기대숭이 비판하는 나홈순’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 

나 기대송은 ‘그렇게 되는 근거는 뿔’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말하는 

중절은 ’본체로서의 理를 근거로 한 것임’을 밝힌다. 

앞에서 필자는 위 예문의 의미에 대하여 ‘理가 현실에서는 氣와 

섞여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氣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의 원인을 理에서 찾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현실 

적인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역시 氣’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제 주목해야할 사항은 ‘氣가 움직이는 방향올 제시해주는 

것이 팽’라는 점이다. 요컨대 뿔는 주도적으로 氣의 움직임을 조정하 

지는 않는다. 다만 氣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며， 

氣가 실현해야만 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준’ 또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기대숭은 이와 기의 관계를 해와 운무에 비유한다. 

비유하자연 해가 공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은 만고(萬 

파)에 항상 새로워서 비록 구름과 안개가 일어 흐려진다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고 본래 그대로입니다. 다만 구름과 안개에 가려졌기 

때문에 흐리거나 개이거나 할 뿐입나다. 구릅이 흩어지고 안개가 

걷히연 그 빛은 땅까지 두루 비치지만 더해진 것이 아니라 본래 

그대로입니다. 페!가 氣에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l ) 

해는 항상 밝게 빛나고 있지만 그 빛은 땅까지 전달되기도 하고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 이는 해와 땅 사이에 층이 하나 더 있기 때 

문이다. 그 층의 상태에 따라서 빛이 땅까지 전달되는 정도가 달라진 

54) ’사칠이기왕복서j r고봉3서 J ， “뽑如日之在쪼lJl. 其光깡， 패古땀新， 戰힐쌓淑 
침';， iTiïJt光앉， 非有ffr행， 固自깜lQ. 但앓雲編所빼， 故:Jtl영H휩之候， 有~1t쨌j홉

m. 及其雲~j據卷. RIJ“!1띤댐!!씬下十， 때;tt~J;(， 非有所:JJ11， 亦뼈若1.!1， 쩔之:fE 
쩌 꺼q썽파;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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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상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다. 날씨를 결정하는 것은 변합없는 해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대기충 

이기 때문이다. 

기대숭은 이 비유를 이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용하였다. 땅에서 

는 대기층의 상태가 좋아야만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의 

웰는 氣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는 의미에서였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가 빛나지 않는다면 구름이나 안개가 없어도 땅에서는 빛 

을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대승에게 있어서는 해와 대기충 

이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이에 기대승은 사단칠정논변에서 

는 ‘벚올 전달하거나 은폐하는 대기충， 즉 氣’의 존재를， 태극이기논 

변에서는 ‘변함없이 빛나는 해， 즉 팽’의 존재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II. 결론 

태극이기논변에서 기대송과 이항은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며 대 

립한다. 이항이 ‘태극과 음양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기대숭은 ‘태극이 음양파는 구별되는 존재임’올 강조한다. 이 

처럼 기대승이 태극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태극， 즉 웰가 세 

계의 본체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기대숭에 의하면 理는 현실에 

서는 언제나 氣와 함께 있지만， 氣와는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형이 

상자이다. 

기대숭의 태극이기논변에서의 입장은 오징 비판에도 일관되게 반 

영된다. 기대숭은 ‘태극에는 통정(動靜)이 없다’는 오징의 주장에 대 

하여 ‘태극에는 동정이 있음’올 피력한다. 그러나 태극은 형이상의 존 

재이므로 스스로 운동할 수는 없다. 이에 기대숭은 ‘음양의 통정을 

인하여 그 까닮(所以然)올 구하면 태극에 통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말한다. 즉， 태극은 현상 사물의 움직임의 근거(所以然)가 된다는 

의미에서， 비록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동정한다’고 말할 수 있 

다. 반대의 논리로 ‘음양의 동정을 인해서 태극의 동정을 알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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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곧， ‘태극의 통정이 음양의 동정올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요컨대 태극은 음양의 근거이지만， 동시에 음양을 

통해서만 현실에서 드러난다. 

이처럼 ‘}_~는 세계의 본체이지만， 현실에서의 l!Il는 氣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는 발상은 인간의 도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력， 계절의 변화와도 같은 자연의 법칙은 늘 일정하지만 

인간은 도덕적으로 행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뭔 

를 본체로 여긴다’는 것은 곧 시대와 장소를 떠나 영원불변한 도덕적 

인 가치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를 준수해야한다는 당위를 

제공한다. 요컨대 도덕적인 가치가 보편화되고 객관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웬가 세계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악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실에서의 뽑는 氣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는 규정은 이에 

대한 답이 휠 수 있다. ‘현실에서의 理는 氣에 의해서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악이란 다만 氣가 理를 실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에 악은 氣의 탓이 되므로 理의 도덕적 가치와 보편성은 

손상되지 않는다. 같은 논리로 현실적 존재라는 점에서 氣인 인간은， 

理인 도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실패했을 경우에 그 책 

임은 인간에게 돌아간다， 즉， ‘자유의지와 책임’이라는 도덕의 영역이 

확보된다. 

한편， 사단칠정논변에서 이황은 사단이 ‘도덕적 감정’엄올 강조하기 

위해 이를 일반적 감정인 칠정과는 구분하고자 한다. 그가 사단과 칠 

정을 각각 이와 기로 대비해서 파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달 

리 기대숭은 ‘칠정 중에서 중절한 것이 사단’업을 주장하면서 사단과 

칠정을 대비하는 표현을 반대한다. 기대승의 입장에서는 모든 감정은 

칠정으로 총칭되며， 사실상 일반적인 감정과 구분되는 도덕적인 감정 

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단칠정논변의 주요 쟁점은 ‘도 

덕적 감정의 존재에 대한 인정여부’이며 ‘이와 기’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변은 상 

대방의 이기론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해명으로 이어지는 양상올 

보인다. 

기대승은 무엇보다도 이황이 사단을 ‘땐가 발하고 氣가 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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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규정한 것을 비판한다. 기대숭에 의하면 理는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사단을 ‘理가 발하고 氣가 따르는 것’으로 규 

정할 수는 없다. 즉， 현실세계에서 운동성을 가질 수 있는 폰재는 오 

직 氣뿐이며， 理는 운동성을 가질 수 없다. 이에 기대숭은 ‘理는 정의 

(情意)도 없고， 계탁(計度)도 없고， 조작(造作)도 없다1는 주희의 언급 

을 근거로 하여 이황이 理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어기고 

있음을 지적한다. 태극이기논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대숭은 ‘理는 세 

계의 본체이지만， 현실에서의 理는 氣에 의해서만 드러난다’고 생각 

하였고， 이를 사단과 칠정이라는 감정의 문제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감정이 중절한 경우’는 ‘氣에 의해 理가 실현된 경우’로 파악되어 사 

단으로 규정된다. 요컨대 기대송은 ‘理가 실현되었다’는 의미에서 중 

절을 선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理가 실현되었다’는 의미에서 중절을 중시하는 입장과 다 

만 중절만을 말하는 입장의 차。l는 ‘무엇이 중절인7F에 대한 보편적 

인 기준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기대숭에게 있어서 중절이라는 기준 

은 理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는 미발(未發)의 본성이기도 하며 경전 또는 예법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은 미발함양(未發뼈養)이나 경전공부를 통해 무엇 

이 중절인지를 잘 파악해서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중절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만일 쟁률 본체로 인정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맴가 氣의 중절의 근거라는 지위를 상실하고 단 

지 氣의 중절에 의한 결과가 웹.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선 

악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의 적합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단지 상황에 맞는 행위 자체가 중시될 뿐이며， 

그 기준 또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감정 또는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만족시킨다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된다. 

태극이기논변과 사단칠정논변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각각의 논변에서의 기대숭의 입장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렴 

보인다. 태극이기논변에서는 태극파 음양을 뚜렷이 구분하여 ‘이기를 

둘[二物]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는 반면에， 사단철정논변에서는 이황 

이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와 기에 분속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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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物]로 여긴다’는 비판올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훨자는 

기대숭아 태극이기논변에서는 ‘理가 세계의 본체이므로 氣와는 구분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에 사단칠정논변에서는 ‘현실에서의 쟁는 

氣와 섞여 있으며， 氣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점올 강조하였다고 생 

각한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주장은 서로 일관된 맥락을 형성한다. 

한편， 사단철정논변에서의 기대숭의 입장은 이이의 지지를 받는다. 

이는 이이가 이와 기의 역할을 업격히 구분하는 이통기국(웰通氣局) 

의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일기분수(理-氣分랬)로서의 

이통기국론은 본체는 理를 중심으로 논하고 현상인 분수는 氣를 중 

심으로 논한다. 이처럼 본체와 현상은 이와 기라는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해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서로 떨어져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이통기국론은 자연스럽게 이황의 이동셜(理勳， 

說)에 대한 반명제라는 성격을 지닌다. 이통기국론에서 理는 氣와 떨 

어져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대숭의 이 

기론과 이이의 이통기국론은 ‘개념적으로는 본체인 웰를 구분하면서 

도， 현실에서는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음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서는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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