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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震相의 王守仁 비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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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寒洲 李震相은 王守仁의 心卽理를 비판하면서도 오히려 心卽理를
주장한다. 心卽理說의 기초인 理氣說에서 둘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李震相은 理가 動靜의 주체이고 氣는 그것을 돕는 것이라고 하지만, 王守
仁은 理가 條理이고 氣는 운용이라고 말한다. 李震相은 王守仁에 대하여
理는 가지이고 氣가 줄기라고 해석하면서 理氣一物에 근거한 栗谷學派의
心卽氣說 같다고 비판한다. 李震相은 理는 主體이고 氣는 補助, 王守仁은
理와 氣를 條理와 運用의 관계라고 여긴 점이 다르다.
心과 사물의 관계에 대해서도 李震相은 心과 사물 모두 理의 내재를 주
장하면서 王守仁에 대하여 心 밖의 사물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王守仁은 심 밖의 사물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物에 대하여 心이
사물을 인식한 상태라는 의미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良知가 사물을
인식하였을 때 사물의 理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식하지 않는다면
사물에 理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李震相은 인간이 사
물을 인식과 관계없이 양쪽에 모두 理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이 王
守仁과 다른 점이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李震相의 心卽理說은 그 중심이 理이지만, 王守
仁은 良知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결국 王守仁은 朱子學에서 벗어나 良知에 입각한 心學인 반면에 李震相
은 朱子學의 체계인 理氣說에 입각한 理學이라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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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寒洲 李震相은 ｢心卽理說｣(1861)을 지어 栗谷學派의 心卽氣說을 비
판하면서 心卽理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王守仁의 心卽理와 글
자가 같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왕수인의 心卽理를 비판하면서
결국 그것도 율곡학파가 주장하는 心卽氣와 같다고 한다. 그것을 통
하여 자신의 심즉리와 왕수인의 심즉리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
한다. 또한 자신의 심즉리 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것
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 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고 말한다.1) 그 역
시 왕수인의 심즉리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심즉리설과 다르다는 것
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心卽理
설을 주장하면서 당시 퇴계학파의 최고 권위자였던 定齋 柳致明과 논
쟁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이진상과 유치명의 제자들끼리 거의 1백
년 동안 논쟁을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坪浦論爭이다. 2)
훗날 그의 사후 그 제자들이 문집을 陶山書院에 보냈으나 다시 돌
려 보내졌는데 朱熹와 李滉과 학설이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3)
결국 이단으로 지목되어 商山에서 그의 문집을 소각시키는 사건이 터
졌다.4) 그것이 바로 왕수인의 심즉리와 글자가 같기 때문이었던 것이
다. 아무리 이진상이 왕수인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그를 비판했다고
1) 李震相, 寒洲集 卷之三十二 ｢心卽理說｣ a_318_141a, 민족문화추진회,
2004, 吾故曰論心莫善於心卽理。而亦莫難明於心卽理。
2) 이종우, ｢坪浦논쟁의 쟁점으로서 有理無氣｣, 유교사상연구44, 한국유교
학회, 2011년 6월. 참조
3) 李承熙, 韓溪遺稿6, ｢宣錄條辨｣, 국사편찬위원회, 1978, 丁酉正月, 成, 其
三月, 敬奉一袠, 封上陶山之光明室藏書所, 其八月, 自陶山還送文集, 投牌子
于本州鄕校掌務處曰, 二十五冊, 送來本院, 其中捱拶陶山處, 不欲枚擧, 而至
以朱退二先生之論, 歸之二本, 則此冊, 非但不合於本院之藏, 凡爲淵源後承
者, 其忍正視乎, 此冊還之本家
4) 韓溪遺稿6, ｢告由文｣, 458쪽, 商山禍變 後哭吿先考文 壬寅五月, 朴海齡
赴原州 韓參判耆東葬, 興李中華, 中鳳等, 僞造通文, 列錄時到儒帖, 斥寒洲
集爲異端, 二十五日, 赴茶山 李都事種杞葬, 發此文, 八月中華 中鳳, 復僞作
陶山通文, 飛傳一省, 抵于太學, 又與柳萬植, 僞作道南通文, 以攻士論之發明
寒洲集者, 十月會商山, 盜取寒洲集一帙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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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글자가 같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이
황이 왕수인의 傳習錄을 비판하는 ｢傳習錄辨｣을 지은 후로 이단으
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이진상도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진상이 주장한 것과 같이 왕수인의 심즉리설과 다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진상과 왕수인의 심즉리설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5)

Ⅱ. 心卽理설의 기초로서 理氣관계: 리=주체,
기=보조 대 리=條理, 기=運用
이진상의 심즉리설은 그것은 理氣관계의 표현인 發者理와 發之者氣
에서 의미가 분명해진다. 기는 리를 따라 발휘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
리를 끼고 달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발자리, 발지자기’의 경우, 대개 본래 정이 仁의 發, 禮의 發, 義의
發, 智의 發이 아님이 없기 때문에 ‘발자리’라고 하지만, 기는 리가
바탕으로 삼아 발하는 것이어서 때로는 리에 순응하여 그 발휘됨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리를 끼고 그 내달리는 것을 멋대로 하기도 하
는 등, 조작하고 운용하는 허다한 계기가 모두 기에 있기 때문에 ‘발
지자기’라고 하는 것임을 말한다.6)
기가 리를 끼고 달린다는 것은 본래의 이기관계가 아니라 기가 리
보다 강했을 때 의미이다. 이에 입각하였을 때 심의 동정을 주재하는
5)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
진상이 왕수인을 비판한 글을 통해서 양자의 차이점을 연구할 것이다.
6) 寒洲集 卷之五 ｢上崔海庵｣ a_317_130a, ‘發者理, 發之者氣.’ 蓋本言情者,
莫非仁之發禮之發義之發智之發, 故曰‘發者理’; 若氣則理之所資以發者也, 或
順理而助其發揮, 或挾理而肆其馳騖, 造作運用許多機括, 都在於氣, 故曰‘發
之者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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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리이고 그것을 돕는 것이 기이므로 심즉리가 되는 것이다. 그것
은 李珥의 所以發者理, 發之者氣7)와 그 글자가 유사하다. 단지 所以
가 더 첨가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이는 理無爲, 氣有爲이지만 이
진상은 리도 능동적인 존재로서 주체라고 여긴 점이 다르다. 리를 능
동적인 주체로 여긴 점은 理主氣資에서도 나타난다. 8) 리는 동정의
오묘한 主이고 기는 동정의 갖추어진 것의 資라고 하였다. 理主氣資
에서 주는 주체, 자는 돕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리는 동정
의 주체, 기는 그것을 돕는다는 의미이다.9) 왜냐하면 이주기자는 본
래의 이기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왕수인은 리란 기의 條理라고10)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
여 이진상의 제자 尹冑夏가 비판한다. 그렇게 되면 리는 기의 지엽일
뿐이라는 것이다.
양명이 말하는 리란 기의 조리입니다. 기의 조리로써 리를 보면 이기는
일물이고 소위 리란 기의 지엽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
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心卽理란 근세에 말하는 心卽氣와 같습니다. 11)

7) 李珥, 栗谷全書 卷之九 ｢答成浩原｣壬申 a_044_194b, 민족문화추진회,
1989, 發者氣也, 所以發者理也
8) 寒洲集 卷之七 ｢與柳仲思｣ 乙卯 a_317_160a, 湖上先生曰: 理也者, 所主
以動靜之妙也 ; 氣也者, 所資以動靜之具也
9) 理主氣資에 대하여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한다. 理를 主本, 氣를 資具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금장태, ｢退溪와 寒洲의 心槪念｣－｢聖學十圖｣ 第
六<心統性情圖>에 관한 寒洲의 해석과 관련하여－퇴계학보 54, 퇴계학
연구원, 1987, 31쪽)
理를 主宰, 氣를 資料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형성, ｢寒洲 李震相
의 性理學 硏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년, 88쪽)
理를 주체, 氣를 도구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향준, ｢｢人乘馬｣ 은
유의 형성과 변형｣, 철학 79, 한국철학회, 2004 여름, 44쪽)
10) 王陽明全集(上) 卷二 語錄二 ｢傳習錄中ㆍ答陸原靜書｣【153】, 上海: 上
海古籍出版社, 2006, 理者，氣之條理
11) 尹冑夏, 膠宇先生文集 권5: 3a-b ｢答李器汝｣, 432-433쪽, 경인문화사,
1999, 陽明所謂理者乃氣之條理也, 以氣之條理便作理看, 則理氣爲一物, 而
所謂理者, 不過 是氣之枝葉也. 此豈說話也? 彼所謂心卽理者, 卽與近世所謂
心卽氣, 同一串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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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하는 그의 스승 이진상과 같이 리는 주체이고 기는 보조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왕수인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리는 기의 조리라고
하였고 그것을 지엽이라고 해석하여 비판했던 것이다. 근세의 心卽氣
란 율곡학파를 가리키는데 그는 왕수인의 心卽理를 율곡학파의 心卽
氣설과 같다고 여겼던 것이다. 왜냐하면 리가 기의 조리라면 양자가
일물이 된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율곡학파의 심즉기설은 理氣一
物에 입각하여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이에 대하여 리는 기의
조리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기일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
의 스승 이진상도 왕수인의 심즉리설에서 리란 기일 뿐이라고 해석하
여 비판했었다. 양명학의 심즉리의 근원은 陸九淵이고 그것은 참된
리가 아니라 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象山이 말하는 리는 기일 뿐이고, 그가 말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양
명학은 상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12)

그에 입각한다면 결국 양명학의 심즉리도 심즉기가 된다. 따라서
양명학의 심즉리는 율곡학파의 심즉기와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
만 윤주하가 해석한 것과 달리 율곡 이이는 理氣一物과 二物을 함께
말한다. 13) 이에 입각하여 羅欽順에 대해서도 이기일물의 미미한 병
폐가 있다고 비판했었다.

14)

왕수인은 전습록에서 리를 기의 條理, 기를 리의 運用이라고 말
하였다. 윤주하가 해석한 것과 같이 리를 기의 지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리와 기란 상호작용하는 관계이지 그가 해석한 것과 같이 줄
12) 寒洲集 卷之三十二 ｢心卽理說｣ a_318_141a, 然則象山之所謂心者氣而已,
而所謂理者非眞理也, 陽明之學, 原於象山
13) 栗谷全書 卷之十 ｢答成浩原｣壬申 a_044_199a, 夫理者, 氣之主宰也. 氣
者, 理之所乘也. 非理則氣無所根柢, 非氣則理無所依著. 旣非二物, 又非一
物, 非一物, 故一而二, 非二物, 故二而一也. 非一物者, 何謂也? 理氣雖相離不
得, 而妙合之中, 理自理氣自氣, 不相挾雜, 故非一物也 ; 非二物者, 何謂也?
雖曰: 理自理氣自氣, 而渾淪無閒, 無先後無離合, 不見其爲二物, 故非二物也.
14) 栗谷全書 卷之十 ｢答成浩原｣壬申 a_044_199a, 至如羅整菴以高明超卓之
見, 亦微有理氣一物之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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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지엽의 관계는 아니다.
리는 기의 조리이고, 기란 리의 운용이다. 조리가 없으면 운용하지 못
하고, 운용이 없으면 이른바 조리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조리
라고 말한다. 15)

윤주하가 해석하는 왕수인의 이기설은 리가 지엽이고 기가 줄기이
다. 즉 기가 주체이고 리는 그 부속물이라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즉
주체와 보조의 관계로 해석하였다. 물론 그는 리가 주체이고 기는 보
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왕수인의 이기설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따
라서 윤주하는 리와 기를 주체와 보조, 왕수인은 조리와 운용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른 점이다. 물론 윤주하는 그의 스승 이진상의 이기설
을 근거로 왕수인을 비판한 것이다. 이진상도 그와 같이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태극을 버리고 음양을 본체로 여겼다.16)

태극이 본체인데 오히려 음양을 본체로 여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상의 사물이 음양으로 인하여 생성된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
서 그것이 본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17)

태극=리, 음양=

기이므로 이진상도 왕수인의 이기설을 본체와 지엽이라고 해석하여
비판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기관계에 대하여 왕수인은 조리와 운용
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이진상은 주체와 보조의 관계로 생각했던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15) 王陽明全集(上) 卷二 語錄二 ｢傳習錄中ㆍ答陸原靜書｣ 【153】, 理者, 氣
之條理 ; 氣者, 理之運用. 無條理則不能運用 ; 無運用則亦無以見, 其所謂條
理者矣
16) 寒洲集 卷之三十二 ｢心卽理說｣ a_318_141a, 遺了太極而反以陰陽爲本體矣
17) 寒洲集 卷之三十二 ｢心卽理說｣ a_318_141a, 今以眞陰眞陽流行凝聚者當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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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진상의 왕수인 心卽理說 비판에서 나타난
양자의 차이점
1. 이진상의 왕수인 心卽理說 비판
이진상은 심즉리설을 주장하면서 글자가 같은 왕수인의 心卽理를
비판한다. 그것은 글자가 같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心卽理란 양명학자들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설이지만 우리들
은 도를 어지럽힌다고 배척하지 않음이 없는데 지금 모두 도리어 그
렇지 않으니 왜 그러한가? 18)

그는 자신의 심즉리설과 왕수인의 심즉리설이 글자만 같을 뿐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 왕수인은 상산 육구연의 설에 근거하고 있으
며, 육구연이 심즉리를 주장하지만 기를 리, 음양을 도, 정신을 심이
라고 여겼기 때문에 참된 리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기질의 추
악한 것도 리라고 여겼고 그에 입각한 행위도 리라고 여겼다는 것이
다. 이 때문에 道心을 버리고 인심을 취한 불교와 육구연의 학문은
같다는 것이다.
상산은 음양을 도, 정신을 심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주자가 상산의
학문을 비판하여 말하기를 “상산의 학문은 기질의 雜을 알지 못하고
많은 추악한 것을 모두 심의 오묘한 리라고 여겨 뜻에 따라 헛된 행위
를 해도 지극한 리가 아님이 없다고 말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석씨는 도심을 버리고 위험한 인심을 취하여 (본성이) 작용
하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상산이 이른바 심은 기이
고, 그가 이른바 리는 참된 리가 아니다.19)
18) 寒洲集 卷之三十二 ｢心卽理說｣ a_318_141a, 若所謂心卽理, 乃陽明輩猖
狂自恣者之說, 而爲吾學者莫不斥之爲亂道, 今乃一切反是何也.
19) 曺兢燮, 巖棲集 卷之十六 ｢讀寒洲李氏心卽理說｣ a_350_237c, 민족문화
추진회, 2005, 象山以陰陽爲道, 以精神爲心, 故朱子譏之曰: “象山之學, 只
在不知有氣質之雜, 把許多麄惡底事, 都做心之妙理, 率意妄行, 便謂無非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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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육구연의 학설에 근거한 것이 바로 양명학이다. 마찬가지로
양명학의 ‘心은 天理, 良知도 天理’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비판한
다. 태극이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음양을 본체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즉 리가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기를 본체로 여겼다고 비판한다.
내 마음의 천리는 이미 태극의 온전한 본체이니 지금 眞陰眞陽이 유
행하여 응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양명은) 태극을 버리고 도리어 음양
을 본체로 여겼다. 20)

그러나 그것은 왕수인의 심즉리설과 글자가 같은 것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이진상은 그들의 심즉리와 자신의 심즉리의 다른 점을 적
극적으로 밝힌다. 왕수인은 심즉리의 심을 良知라고 하여 그것을 리
라고 주장하였지만, 자신은 그것을 기라고 해석한 점이 다르다는 것
이다.

21)

그는 주희가 육구연을 비판한 것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심즉

리는 오히려 주희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영
남학파의 許薰은 그의 심즉리설이 왕수인의 그것과 다르고 주리설로
서 주기설을 배척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하였다.22)
이진상은 陸九淵과 王守仁을 모두 비판하면서 후자가 전자에 근거
理.” 又曰: “釋氏棄了道心, 却就人心之危者而作用之.” 然則象山之所謂心者,
氣而已, 而所謂理者, 非眞理也.
윗글은 조긍섭이 寒洲集을 인용한 글인데 그 글자가 일부 다르다. 밑줄
친 글자가 다르다.( 寒洲集 卷之三十二 ｢心卽理說｣ a_318_141a, 象山以
陰陽爲道, 以精神爲心, 朱子譏之曰: 象山之學, 只在不知有氣稟之雜, 把許多
麤惡底氣, 都做心之妙理, 率意妄行, 便謂無非至理, 又曰: 釋氏棄了道心. 卻
取人心之危者而作用之, 然則象山之所謂心者氣而已, 而所謂理者, 非眞理也)
20) 寒洲集 卷之三十二 ｢心卽理說｣ a_318_141a, 夫吾心之天理, 卽太極之全
體, 而今以眞陰眞陽流行凝聚者當之, 則遺了太極而反以陰陽爲本體矣.
21) 寒洲集 卷之三十二 ｢心卽理說｣ a_318_141a, 乃陽明輩猖狂自恣者之說,
爲吾學者莫不斥之爲亂道......然則象山之所謂心者氣而已. 而所謂理者非眞理
也, 陽明之學, 原於象山, 而其言曰吾心之良知, 卽所謂天理, 致吾心良知於事
事物物則皆得其理矣, 又曰: 良知一也, 以其妙用而謂之神 ; 以其流行而謂之
氣 ; 以其凝聚而謂之精, 安可以形象方所求哉?
22) 許薰, 舫山集 卷之十一 ｢心說｣ a_327_651c, 민족문화추진회, 2004, 近世
又有心卽理之說, 其指意與陽明不同, 主理斥氣, 若可有功於斯學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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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육구연을 비판하는 이유는 심즉리이기 때문
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리가 아님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23)

그것은

조선후기 양명학자로 알려진 정제두가 양명학을 우려한데서도 나타난
다. 그는 任情縱欲의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 왕수인 당시 顧東橋도 그러한 것을 지적하였다. 25)

24)

마찬가지

2. 心外無物ㆍ無理ㆍ無事 : 심이 인식한 상태 對 독립된 존재
이진상은 스스로 심즉리를 주장하면서 왕수인의 心外無事, 心外無
理를 비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말하기를 “天心이란 리이고, 천하에 심 밖에 事가 있으며, 심 밖에
리가 있겠는가?” 26)

심즉리라고 하면 이진상 역시 心外無事, 心外無理를 주장할 수 있
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왕수인의 심즉
리와 심외무사, 심외무리에 대하여 글자 그대로 해석함에 따라 심 밖
에 존재를 부정하는 유심론으로 여겨 비판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
은 왕수인 당시에도 있었고27) 현대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28)
23) 寒洲集 卷之三十二 ｢心卽理說｣ a_318_141a, 象山...率意妄行, 便謂無非至理
24) 鄭齊斗, 霞谷集 권9 ｢存言｣下 <朱王學東儒>, 민족문화추진회, 1995, 余觀
陽明集, 其道有簡要而甚精者, 心深欣會而好之, 辛亥六月, 適往東湖宿焉, 夢中
忽思得王氏致良知之學甚精, 抑其弊或有任情縱欲之患 此四字眞得王學之病
25) 王陽明全集(上) 卷2 語錄二 傳習錄中 <答顧東橋>【136】, 來書云: 人
之心體, 本無不明, 而氣拘物蔽, 鮮有不昏, 非學問思辨, 以明天下之理, 則善
惡之機, 眞妄之辨, 不能自覺, 任情恣意, 其害有不可勝言者矣
26) 寒洲集 卷之三十二 ｢心卽理說｣ a_318_141a, 又曰天心者理也, 天下有心
外之事有心外之理乎?
27) 당시 陳九川이 “물이 밖에 있는데 어찌 身ㆍ心ㆍ意ㆍ知가 한가지 일수
있겠는가?”(王陽明全集(上) 卷2 語錄三, 傳習錄下ㆍ門人漺丸川錄｣, 201
조, 九川疑曰: 物在外, 如何與身, 心, 意, 知是一件)라고 하여 마음 밖의 물
의 존재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심 밖에 물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견해가 있다.(안재호, ｢객관(현상)세계에
대한 가치세계의 포섭－陽明 心外無理ㆍ無物說 淺析－｣, 철학탐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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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왕수인의 제자도 의문을 제기하였다.29) 하지만 왕수인은
반드시 그들이 해석하는 유심론자는 아니다. 그가 말하는 物은 심과
무관하고 독립된 물이 아니라 事親ㆍ事君ㆍ人民愛物ㆍ視聽言動, 治民ㆍ
讀書ㆍ聽訟이라고30) 하여 심이 대상을 인식 또는 그 이후의 행위를
의미한다. 물이란 事親ㆍ事君 등으로서 윤리적 행위, 言動ㆍ讀書로서
일반적 행위, 視聽으로서 감각적 인식을 의미한다. 物은 인식과 독립
된 존재가 아니라 意가 다다른 상태를 의미한다. 親ㆍ君ㆍ民ㆍ書ㆍ訟
등을 物이라고 지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事親ㆍ事君ㆍ人民愛物ㆍ
讀書ㆍ聽訟 등을 物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事親ㆍ事君ㆍ
人民愛物ㆍ視聽言動ㆍ治民ㆍ讀書ㆍ聽訟 등의 物은 事이기도 하다. 그
러한 事는 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다.31) 이처럼 그가 말하는 사는 인간
의 인식과 행동을 의미한 것이었다. 의가 事親ㆍ事君ㆍ人民愛物ㆍ視
聽言動을 할 때 그것이 물이다. 이 때문에 그는 의가 없으면 물이 없
다고 하여 의의 작용이 바로 물이라고 하였다.

28)
29)

30)
31)
32)

32)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09) 이와 같은 견해는 여러 학자들에게서도 나
타난다. “마음을 벗어난 외부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였다.”(沈善洪ㆍ
王鳳賢, 王陽明哲學硏究, 46쪽), “그는 근본에서부터 객관사물이 의식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였다”(蒙培元, 理學的 演變, 文
津出版社, 民國79, 347쪽) 任繼愈는 唯我論이라고 해석하였다.( 中國哲學
史第三冊, 北京: 人民出版社, 1979, 302쪽)
반면에 위와 같은 해석 즉 沈善洪ㆍ王鳳賢, 蒙培元, 任繼愈를 비판하면서
심 밖에 물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다.(한정길, ｢왕양명의
심본체론｣, 양명학4, 한국양명학회, 2000, 263-264쪽)
시마다 겐지는 주관유심론이라고 해석하였다.(시마다 겐지 저, 김석근 이
근우 옮김, 주자학과 양명학, 까치, 1994)
王陽明全集(上) 卷3 語錄三 傳習錄下｣ <錢德洪序>, 336조, 又問: 天地
鬼神萬物, 千古見在, 何沒了我的靈明, 便俱無了? 曰: 今看死的人, 他這些精
靈游散了, 他的天地鬼神萬物, 尙在何處?
王陽明全集(上) 卷2 語錄二, 傳習錄中｣ ｢答顧東橋書｣, 意用於治民, 卽
治民爲一物, 意用於讀書，卽讀書爲一物，意用於聽訟，郥聽訟爲一物
王陽明全集(上) 卷2 語錄一, 傳習錄上｣ ｢徐愛錄｣, 愛問......卽是事字, 皆
從心上說, 先生曰: 然
이종우, ｢왕수인의 심과 帝의 주재｣, 양명학27, 한국양명학회, 2010년12
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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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의가 작용하는 곳에 물이라는 것이 없지 않다. 그 의가 있으면 그 물
이 있고, 그 의가 없으면 그 물이 없다. 물은 의의 작용이 아니겠는가? 33)

따라서 이진상의 비판은 ‘心外無物, 心外無理’라는 글자에 국한해서
비판했던 것이다. 이진상은 심 밖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생각한다. 사물에도 리가 있고, 심에도 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
밖에 리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심 밖의 사
물에 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를 관찰하여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가 말하는 물이란 내 마음이 사물을 인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사물 그 자체로 존재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수인과 다른 점이다. 단지 그러한 물에
도 當然之則이 있다는 것이다.
천지의 사이에 물로 가득 차 있다. 이미 물이 있고 그것이 물이 되는
까닭은 각각 當然之則이 있기 때문이다. 34)

그가 말하는 當然之則이 바로 리이다. 그러한 리는 사람 뿐만 아니
라 사물에도 있으며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고 한다.
이것은 모두 당연지칙이 있으니 이른바 리이다. 밖에서부터 사람에 이
름에 사람의 리와 다르지 않다. 멀리 물에 이름에 물의 리가 사람과
다르지 않다. 35)

이처럼 이진상에게서 物이란 인간이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된 존재
이지만, 왕수인은 인간이 인식 또는 그 이후의 상태를 물이라고 한
것이 다른 점이다. 또한 이진상은 인간과 다른 사물에게 모두 당연지
33) 王陽明全集(上) 卷2 語錄二, 傳習錄中｣ ｢答顧東橋書｣, 凡意之所用, 無
有無物者, 有是意卽有是物, 無是意卽無是物矣, 物非意之用乎?
34) 寒洲全書2 理學綜要 권13: 12a ｢學｣제72, 208쪽, 아세아문화사, 1980
년, 盈於天地之間者, 物也. 旣有是物, 則其所以爲是物者, 莫不各有當然之則
35) 寒洲全書2 理學綜要 권13: 12a ｢學｣제72, 208쪽, 是皆必有當然之則, 所
謂理也. 外而至於人則人之理不異於已也 ; 遠而至於物則物之理不異於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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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있다고 한다. 반면에 왕수인의 심즉리는 자신의 심에만 당연지
칙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점이 이진상과 다르다.

3. 心의 良知 : 주자학에서 벗어난 良知 중심 對 주자학적 理 중심
왕수인은 양지란 하나이지만 그 묘용은 神, 유행은 氣, 응취하면
精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서 이진상이 문제 삼았던 것이 精이다. 왕
수인은 眞陰의 精이 眞陽의 氣의 母이고, 진양의 기가 진음의 정의
父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는다. 그렇게 되면 양지는 음양 또는 기가
되기 때문이다. 양지를 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라고 한다면 어폐
가 있다고 이진상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했던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나의 심의 양지가 바로 이른바 天理이니, 나의 심의
양지가 事事物物에 이르러 모두 그 리를 얻는다”36)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양지는 하나이나 그 妙用으로 말하면 神이고, 유행으로 말
하면 氣이고, 응취로 말하면 精이니, 어찌 方所를 형상화할 수 있겠는
가? 眞陰의 精이 바로 眞陽의 氣의 母이고, 眞陽의 氣가 바로 眞陰의
精의 父이다. 음은 양에 뿌리를 두고, 양은 음에 뿌리를 두니 두 가지
가 있는 것이 아니다.”37)라고 하였다. 38)

이진상은 왕수인의 논리로서 그의 주장을 해석하였을 때 양지를
천리라고 하면서 기의 유행이라고 한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였
던 것이다. 따라서 양지를 음양 또는 기라고 한다면 결국 심즉리가
36) 王陽明全集(上) 卷2 語錄二, 傳習錄中｣ <答顧東橋書>, 45쪽, “吾心之良
知, 卽所謂天理也. 致吾心良知之天理於事事物物, 則事事物物皆得其理矣.”
37) 王陽明全集(上) 卷2 語錄二, 傳習錄中｣ <答陸原靜書>, 62쪽, “夫良知
一也, 以其妙用而言謂之神, 以其流行而言謂之氣, 以其凝聚而言謂之精, 安
可以形象方所求哉? 眞陰之精, 卽眞陽之氣之母; 眞陽之氣, 卽眞陰之精之父;
陰根陽, 陽根陰, 亦非有二也.” 참조.
38) 寒洲集 卷之三十二 ｢心卽理說｣ a_318_141a, 而其言曰: 吾心之良知, 卽所
謂天理, 致吾心良知於事事物物則皆得其理矣. 又曰: 良知一也, 以其妙用而
謂之神 ; 以其流行而謂之氣 ; 以其凝聚而謂之精, 安可以形象方所求哉? 眞
陰之精, 卽眞陽之氣之母 ; 眞陽之氣, 卽眞陰之精之父. 陰根陽 ; 陽根陰, 非
有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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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심즉기가 된다고 해석하였다. 심은 본래 태극의 온전한 본체
로서 깨끗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음양의 유행과 응취라고 한다
면 난잡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음양의 작용을 기의 작용이라고
여겼고, 기를 선이 적고 악이 많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했던
것이다.39) 이 때문에 왕수인의 심즉리는 율곡학파가 주장하는 심즉기
가 된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리란 과연 어떠한 리인가? 바로 예전에 陰陽ㆍ精ㆍ氣
가 유행하고 凝聚한 物일 따름이니, 이것이 어찌 心卽氣를 말하는 것
이 아니겠는가?40)

이진상은 왕수인의 음양과 양지의 관계에 대하여 음양이 서로 호응
하는 것이고 그 뿌리가 양지라고 해석하였다.41) 음양을 호응하는 관계
라고 한 것은 왕수인이 진음의 정이 진양의 기의 모이고 진양의 기가
진음의 정의 부라고 말한 것, 음은 양에 뿌리를 두고, 양은 음에 뿌리
를 두었다고 말한 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양지를 기의 유행이라
고 한 말에 대하여 음양의 뿌리가 바로 良知라고 해석하였다.
眞陰의 精이 바로 眞陽의 氣의 母이고, 眞陽의 氣가 바로 眞陰의 精의
父이다. 음은 양에 뿌리를 두고, 양은 음에 뿌리를 두니 두 가지가 있
는 것이 아니다.42)

이진상은 양지에 대하여 리 또는 기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단지 양지는 성이라고 여기는 정도이다. 물론 그러한 성은 기질지성

39) 寒洲全書2 理學綜要 권6 ｢心(理之主宰)第四上｣, 氣則小善而多惡
40) 寒洲集 卷之三十二 ｢心卽理說｣ a_318_141a, 所謂理者果何理也? 卽向所
謂陰陽精氣流行凝聚之物而已, 此豈非心卽氣之謂乎?
41) 寒洲集 卷之三十三 ｢中庸箚義後說｣ a_318_166a, 陽明以陰陽互根爲良知
42) 王陽明全集(上) 卷2 語錄二, 傳習錄中｣ <答陸原靜書>, 62쪽, 夫良知一
也, 以其妙用而言謂之神, 以其流行而言謂之氣, 以其凝聚而言謂之精, 安可
以形象方所求哉? 眞陰之精, 卽眞陽之氣之母; 眞陽之氣, 卽眞陰之精之父;
陰根陽, 陽根陰, 亦非有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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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본연지성이다. 왜냐하면 愛敬을 양지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애경은 인심 또는 기질지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지라고 한다면 결국 人心이 되는 것이라
고 비판한다. 43)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양지를 구태여 理氣에 연결
시킨다면 본연지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다. 그는 양지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

44)

그것

은 본래 인간에게 있는 知이고 바로 본심의 양지라고 하였다.45) 또한
그러한 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성을 갖는 것이라
고 한다.46) 따라서 그 知란 심이 주재자가 되는 원인이라고 한다. 또
한 그러한 지는 성정을 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심이 주재자가 되는 까닭은 지가 있기 때문이고, 지는 능히 성정의 덕
을 운용한다. 47)

반면에 왕수인이 말하는 양지는 천리이면서 기의 유행이라고 한
것이 이진상과 다른 점이다. 그는 양지가 바로 천리이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인식하는데 그 때에 비로소 사물이 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따
라서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지 않으면 사물은 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
된다. 리란 인간의 양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과 독립된 채로 존재하
는 사물에 없다는 것이다.

43) 寒洲集 卷之十七 ｢答鄭厚允｣ a_317_387d, <別紙>, 按程子言良知, 以爲
出乎天而不繫乎人, 今以愛敬獨爲天理, 而良知只屬人心者, 果何如也? 朱子
之言本然之善, 以其出於性之所同, 則良知之爲性發明矣. 今於良知絶之於性,
猶恐其或混者, 果何如哉?
44) 寒洲集 卷之十三 ｢答宋楚叟｣ 丙寅 a_317_313d, 人之良知固有
45) 寒洲集 卷之二十七 ｢答莘巷齋儒生宋子三 鎬文，宋敬夫 乾明，宋士範 箕
用，宋子敬 鎬彥｣ a_318_059d, <大學補亡章知字>, 莫不有知, 是其本心之良知
46) 寒洲集 卷之二十七 ｢答莘巷齋儒生宋子三 鎬文，宋敬夫 乾明，宋士範
箕用，宋子敬 鎬彥｣ a_318_059d, <大學補亡章知字>, 莫不有知, 是其本心
之良知, 而知有不盡
47) 寒洲全書2 理學綜要 권7 ｢心(理之主宰)第四中｣,101쪽, “心之所以爲主
宰者, 以其有知也, 知能妙性情之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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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양지는 이른바 천리이다. 내 마음의 양지의 천리가 사물에
이르면 사물이 모두 그 리를 얻게 된다. 48)

그는 양지가 신, 기, 정의 근원적인 것이라고 한다. 즉 정 기 신의
근원에 양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저 양지는 하나이다. 그 묘용으로써 말하면 신, 그 유행으로써 말하
면 기, 그 응취로써 말하면 정이다.49)

반면에 이진상은 리는 동정의 주체이고 기는 그것을 돕는 것이다.
이진상에게서 유행이란 동정을 의미하고 그것은 태극의 유행이며50)
리의 유행이다. 왕수인은 기가 유행한다고 하지만 이진상은 태극이
유행한다는 것이 양자의 차이점이다. 물론 왕수인은 양지가 천리이면
서 기의 유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의 유행도 그 근거가 양지이다.
따라서 그 중심은 양지이다. 하지만 이진상은 양지가 아니라 주자학
의 체계인 이기설에서 리이다. 왕수인과 달리 그는 인간의 인식에 관
계없이 사물에도 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Ⅳ. 결론
이진상은 왕수인의 心卽理를 비판하면서도 오히려 心卽理를 주장한
다. 그가 말하는 심즉리의 중심은 리이다. 하지만 왕수인은 良知이고
그것이 양자의 차이점이다. 왕수인의 양지는 천리이면서 유행하는 기
이다. 그는 양지가 사물을 인식하였을 때 그 사물이 비로소 리를 얻
48) 王陽明全集(上) 卷2 語錄二 傳習錄中ㆍ答顧東橋書｣, 吾心之良知, 卽所
謂天理也. 致吾心良知之天理於事事物物, 則事事物物皆得其理矣.
49) 王陽明全集(上) 卷2 語錄二 傳習錄中ㆍ答陸原靜書｣, 夫良知一也, 以其
妙用而言謂之神, 以其流行而言謂之氣, 以其凝聚而言謂之精
50) 寒洲集 卷之五 ｢上崔海庵｣ a_317_130a, 動靜者, 太極之流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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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고 말한다. 리란 인간의 양지에게만 있는 것이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이진상은 인간이 사물을 인식
하든 그렇지 않든 그 속에 리는 있다고 여긴다. 물론 이진상도 양지
를 본심이고, 선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성을 갖는 지이고
본연의 성으로서 리라고 생각한다. 이진상은 리는 주체이고 기는 보
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왕수인은 양지를 천리 즉 리이면서 기의 유
행이라고 말한 것이 다른 점이다. 이진상은 리와 기를 주체와 보조의
관계로 생각하지만, 왕수인은 그렇지 않고 조리와 운용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진상이 理主氣資라 하고, 왕수인은
리는 기의 조리이고 기는 리의 운용이라고 말한 점에서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진상은 이기설에 입각하여 심 또는 양지를 말하지만 왕수인은 양
지에 입각하여 이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즉 이진상의 심
즉리는 이주기자에 입각한 것이다. 하지만 왕수인은 이기설에 입각하
여 심즉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지가 그 중심이었다. 반면
에 이진상은 양지도 이기설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心外無物의 물에 대해서도 왕수인은 심이 밖의 사물을 인식
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이진상은 인간이 사물을 인식
하든 그렇지 않든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왕수인은 심을
떠나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심이 인식한 상태 또는
그 이후를 의미한다. 반면에 이진상은 심을 떠나서 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의 물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왕수인의 心卽理說은 그 중심이 양지이지
만, 이진상의 그것은 그 중심이 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수인은
주자학의 체계를 벗어나 良知를 바탕으로 정립한 心學이지만 이진상
은 주자학의 체계인 이기설에 입각한 理學이라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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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ABSTRACT

A Study on Yi Chinsang’s Criticism
of Wang Shouren

Yi, Jong-Woo
The critic Hanchu Yi Chinsang argued against the ‘mind is
principle(li, 理)’ concept espoused by Wang Shouren. The concept
of the ‘mind is principle’’s basis on ‘principle and material
force(chi, 氣)’ appears a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ir views. Yi
Chinsang interpreted that li is the subject of movement and chi
assists li; however, Wang Shouren interpreted that li is a principle
and chi operates it. Yi Chinsang criticized Wang Shouren because
he interpreted Wang Shouren’s belief that li acts as a stem and chi
acts as a branch. He criticized Wang Shouren because he interpreted
that the theory of Wang Shouren is the same as the idea that the
'mind is material force', which is based on the 'li and chi is one'
idea of the Yukok school. Yi Chinsang interpreted that li is the
main agent and chi is its assistant. But Wang Shouren interpreted
that li is a principle and chi is an operation.
Yi

Chinsang

also

criticized

Wang

Shouren’s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d and things. Yi Chinsang asserted that
the mind and all things are inherent in li and he criticized Wang
Shouren’s interpretation that denied the existence of things outside
of the mind. However, in actuality, Wang Shouren did not deny the
existence of things outside of the mind. Rather, he claim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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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is necessary to know what things are. Thus, the li of things
is when the intuitive knowledge of humans allows them to know
things. If man does not have knowledge about things, then the
principle does not exist. However, Yi Chinsang thought that both
things and man are inherent in li.
Therefore, the concept of li is at the center of Yi Chinsang's
concept of 'mind is principle' while Wang Shouren's theory focuses
on intuitive knowledge. Eventually, Wang Shouren’s theory of the
mind based intuitive knowledge away from Chu Xi's, but Yi
Chinsang’s theory of li was based on Chu Xi's theories on li and
chi. Keywords: mind is principle(li, 理), intuitive knowledge, there
is not a thing outside the mind, theory of mind, theory of
principle(li, 理)
Keywords: mind is principle(li, 理), intuitive knowledge, there is
not a thing outside mind, theory of mind, theory of
principle(li, 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