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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四端七情論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愚潭 丁時翰(1625년 ~ 1707년)1)2)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가 가지는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愚潭 이전 논의되었던

四七論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四端七情논쟁은 退溪 李滉(1501년 ~ 1570년)와 高峰 奇大升(1527년 ~ 1572년)에 의

해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성리학에서 情을 나타내는 개념인 四端과 七情은 각기 『孟子』,

『中庸』이라는 다른 경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는 불분명했다. 이에 退溪와 高

峰3)은 이미 관계가 정립된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이라는 개념으로 四端과 七情의 관계를 설명

하려 했다. 이는 성리학의 性發爲政이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하는 논증이다. 다만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을 退溪는 상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高峰은 포함해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에, 같은 논증방식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결론을 도출시켰다. 이후 牛溪 成渾(1535년∼1598

년)과 栗谷 李珥(1536년 ~ 1584년)4)은 『中庸』에 제시된 人心, 道心이라는 개념을 가지

1) 본관은 나주, 字는 君翊, 호는 愚潭, 관찰사 彦璜의 아들이다. 그의 당파적 기반은 소북이나 그의 학문적
경향은 南人에 속하기 때문에 북인계 남인으로 규정된다. 정시한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오직 李玄逸, 李
惟樟 등과 교유하면서 학문에 힘썼다. 그의 四七 관련 저술에는 『四七辨證』이 있고, 葛庵 李玄逸과 四端
七情에 관하여 토론한 서신 등이 있다.

2) 愚潭의 개인사에 관한 논문은 최영성 ,「17-18세기 한국유학과 愚潭 정시한」『한국 철학논집』, Vol.22
No, 2007.; 정호훈, 「愚潭 정시한의 활동과 17세기 남인학계」, 『한국 철학논집』, Vol.22 No, 2007
이 주요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영성의 논문은 愚潭의 행장을 통해 그가 남인계열로 분류되지만, 서인
에 대해서도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호훈의 논문은 愚潭의 가풍이 소북계 남인이라
는 것을 밝히고, 愚潭이 당쟁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愚潭의 사상에 관한 논문은 김
경호, 「葛庵 이현일과 愚潭 정시한의 栗谷 四七論 비판」,『栗谷사상연구』, Vol.19 No, 2009; 이상익,
「愚潭 정시한의 「四七辨證」과 그 비판」, 『退溪학보』, Vol.124 No, 2008; 나대용, 「愚潭 정시한
의 理主氣補說」, 『退溪학보』, Vol.134 No, 2013를 들 수 있다. 김경호은 葛庵과 愚潭의 栗谷비판이
각각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으며, 이상익은 愚潭이 말하는 理主宰는 栗谷의 所以와 같은
개념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나대용은 愚潭의 理發은 理先氣後를 근거로 실제적으
로 發하는 것은 理이고, 이런 점에서 愚潭의 理發은 栗谷의 氣發一途와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

3) 이하 退高로 줄여서 표현함.



고 四端과 七情을 설명하려 한다. 朱子가 人心과 道心을 形氣와 性命에 연관시켰던 점을 근

거로, 牛溪는 四端과 七情 또한 理發, 氣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栗谷은

理는 발할 수 없고 오직 발하는 것은 氣이기 때문에 理發, 氣發로 人心과 道心을 나누어 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牛栗에게 있어 실질적 관심사는 四端과 七情의 관계보다는 人

心道心을 통해 互發說이 가능한지에 더 맞춰지게 된다.5)

분명 동일주제에 관한 논쟁이지만 그들은 四端과 七情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개념

을 차용했다. 그러므로 논쟁의 양상, 논쟁의 초점 또한 변화하게 됐다. 이는 논쟁의 시발점에

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退高는 天命道說의 글귀인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에서 논

쟁을 시작했다. 반면 牛栗은 心統性情圖의 “四端의 情은 理가 발하여 氣가 따르는 것으로, 저

절로 순수하고 선하며 악이 없다. 반드시 理가 發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않고서 氣에 의해서

가려지면, 그런 후에 선하지 않음으로 흘러간다.6)”는 구절을 통해 논쟁을 시작했다. 이는 退

高와 牛栗이 각기 다른 경전에 나온 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각기 다른 토대에서 논쟁을

진행했다는 증거가 된다.7) 결국 각 논자들이 心性論이란 공통된 영역에서 논의를 진행했음

에도, 理發, 氣發이라는 용어를 공유했음에도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였다. 때문에 엄

밀히 말해 退溪의 주장으로 栗谷을 반박할 수 없으며, 栗谷의 주장이 高峰의 주장과 동일하

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愚潭은 기본적으로 退溪를 지지하고 栗谷을 비판한다. 그는 나머지 논자

인 高峰과 牛溪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저작인 「四七辨證」에서

알 수 있듯이 비판의 초점은 栗谷에게만 향해 있다.8) 특히 栗谷의 退溪비판에 대해서 ‘退溪

4) 이하 牛栗로 줄여서 표현함.
5) 『牛溪集』, 卷4, 「與栗谷論理氣 第5書」, “今也無多言, 四七之對說, 爲理爲氣, 姑且置之, 只有“人心道心”
四字, 見不得分明, 敢此申稟矣.“

6) 『退溪集』, 卷7, 「進聖學十圖箚」, “如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 而掩於氣, 然後
流爲不善. 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 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

7) 退高와 牛栗의 논쟁이 어떠한 토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四端과 七情
이라는 情에 대해 退高는 리와 기의 가치發現으로서 보는 관점이 강하다. 반면 牛溪와 栗谷은 심성론의 영
역에서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출되었는지를 주요 문제로 본다. 그러므로 네 논자 모두 理發, 氣發이라
는 용어는 사용하지만 정작 '發'字에 대한 이해는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高峰과 栗谷모두 七情을 주기라
고 표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정작 氣發에 대해서는 高峰은 반대하고, 栗谷은 찬성한다.

8) 「四七辨證」본문은 총 42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마다 栗谷의 글을 먼저 수록하고 거기에 대한 자
신의 반박을 올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栗谷의 편지를 한꺼번에 취합하
여 내용별로 나누어서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栗谷과 牛溪가 나누었던 人心道心論爭의 진행상황을 따
라가면서 栗谷의 글을 수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1조에서 42조까지 진행하는 과정은 牛栗論爭의 진행순
서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각 조목을 栗谷의 글과 짝지어 분류해보자면, 1조부터 5조는 『栗谷全書』卷9에
수록되어 있는 壬申년에 보낸「答成浩原7」의 내용에 기반한 愚潭의 반박이다. 6조는 『栗谷全書』卷9에
수록된 「答成浩原8」에 기반하고 있다. 7조부터 18조는 『栗谷全書』卷10에 수록되어 있는 壬申년에 보
낸 「答成浩原1」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19조부터 27조는 『栗谷全書』卷10에 수록된 「答成浩原2」의
내용을 토대로 서술된 것이다. 28조와 29조는 그 다음 편지인 『栗谷全書』卷10의 「答成浩原3」을 바탕
으로 한 것이며, 30조부터 39조는 『栗谷全書』卷10의 「答成浩原4」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40조는
『栗谷全書』卷10의 「答成浩原5」에 대한 내용이며, 41조와 42조는 각각 『栗谷全書』卷10 「答成浩原



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라는 논조로 비판한다.9) 이러한 愚潭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

행적으로 栗谷의 주장이 어떤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줬는지를 봐야 하고, 이후 愚潭의 대응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본적으로 退溪의 互發說을 栗谷이 어떻게 이해하

고 비판했는지를 살펴보고 이후 愚潭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본문에서 서술 되겠지만, 退溪의 理氣互發에 대해서 栗谷은 ‘理는 발할 수 없으므로 互發할

수 없다,’10)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초점은 理가 발할 수 있느냐에 있다. 똑같이 退溪를 비판

하지만, 高峰의 경우 理發에 대해서 긍정하는 모습을 보인다.11) 栗谷과 高峰 모두 七情이 四

端을 포함한다는 의견을 견지하면서도, 四端을 理發로 정의하는 것에 다른 의견을 보인다.

이는 理發, 혹은 ‘發’字에 대해서 栗谷과 高峰이 각기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에 유발되는 문제

라 할 수 있다. 때문에 '發'字에 대한 인식을 통해 논자들이 각기 어떻게 다른 주장을 했는

지, 어떤 토대에서 논의를 전개하는지 알 수 있다. 栗谷의 退溪비판과 마찬가지로 愚潭의 栗

谷비판 또한 '發'字에 대한 인식을 선행해야만 愚潭이 退高와 栗谷의 토대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栗谷과 愚潭이 각각 어떻게 '發'字를 이해했는지를

우선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의견이 자신의 토대에서 어떤 이론적 정합성

을 갖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후 愚潭이 자신의 '發'字 인식을 통해 四七論 논쟁 자체를 어

떤 취지에서 살펴보는지 알아보겠다.

2. 栗谷의 '發'字 이해

우선 栗谷이 互發說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만약 “四端은 理가 발함에 氣가 따른 것이며 七情은 氣가 발함에 理가 거기에 탄 것이다.”라고 말한
다면 理와 氣가 두 사물이 되어 先後가 있게 되고 離合이 있게 되어 서로 상대하는 두 갈래 길에서 각
각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 마음에 두 근본이 있을 수 있습니까?12)

6」, 같은 권 「答成浩原7」에 대한 반박이다. 내용으로 따지자면 1조부터 5조는 四七의 分開가 가지는
의의에 주력하고 있으며, 6조부터 31조까지는 四七의 對擧互言과, 理氣互發說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31조부터 마지막 조항인 42조까지는 栗谷의 理通氣局과 理의 주재성이 주요논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9) 『愚潭集』, 卷7. 「四七辨證」, “至其何從得此之說, 則若初不知出於退溪之說者然, 顯有抑揚凌駕之意, 此
等氣像, 似非吾儒法門矣.”

10) 『栗谷集』, 卷10, 「答成浩原」, “大抵發之者, 氣也, 所以發者, 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 發之
以下二十三字, 聖人復起, 不易斯言. 無先後, 無離合, 不可謂互發也.”

11) 高峰은 논쟁에서 四端發於理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곳곳에서 보인다. 그의 첫 번째 답장에서 그는
“惻隱․羞惡․辭遜․是非, 是情之所發之名, 此情之出於性而善者也.” 觀此三條, 則於心性情字, 可以思過半
矣.”라고 하여 四端을 성에서 나온 순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같은 편지에서 “而是理之發云者, 固不可
易, 而是理之發云者, 固不可易, 是氣之發云者, 非專指氣也, 此所謂不能無曲折者也.”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자면 高峰의 문제의식은 四端理發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七情氣發에 문제의식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2) 『栗谷集』, 卷9, 「答成浩原」, “故自修, 莫先於誠意, 今若曰‘四端, 理發而氣隨之, 七情, 氣發而理乘之’,



栗谷은 四端을 理發, 七情을 氣發로 나누어 말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理氣之合인 情을

理와 氣로 나누면 理氣의 不離性이 손상되어 先後, 離合이 생긴다고 본다. 즉 互發說의 가장

큰 문제는 理氣에 先後離合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는 이 주장을 마음의 지각작용이라는 측

면에 적용시켜 구체화시킨다.

이른 바 “氣가 발함에 理가 탄다.”는 것은 옳은 것이니, 七情만 그럴 뿐 아니라 四端도 또한 氣가 발
함에 理가 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상황을 본 뒤에 이에 惻隱之心을 발하는데 보
고서 측은해하는 것은 氣이니, 이것이 氣發이라는 것입니다. 또 측은함의 근본은 仁이니 이것이 理가
탄다는 것입니다.13)

그는 오직 四端이나 七情 모두 氣가 발해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四端과 七情 모두 情

인데 이 情은 어떠한 상황을 지각한 이후 생겨난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그것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의 주체는 곧 氣이고, 이런 관점에서 모든 지각작용은 氣가

발한 것이라 본다. 退溪는 四端이 마음 속 인의예지에서 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4) 반면 栗

谷은 四端 또한 情이므로 어떤 상황을 지각한 이후 발생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退溪처럼

四端을 理發 혹은 理에서 발한 것이라고 정의하면,15) 이는 어린아이가 떨어지는 상황을 보

지 않고도 저절로 측은지심이 나온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16) 여기에서 그는 退

溪가 제시한 ‘발한다.’의 의미를 지각작용의 한 일환인 情의 발출과정으로 보는 듯하다.

(a)천지의 변화와 내 마음의 발함이 모두 氣가 발함에 理가 타는 것입니다.17)

(b)또 朱子께서 “마음의 虛靈知覺은 하나이지만, 혹 올바른 性命에 근원하기도 하고 혹 사사로운 形
氣에서 생겨나기도 한다.”18)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하나의 심(心)자를 앞에 두었으니 마음은 바로 氣
입니다. 간혹 근원하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지만 마음의 발함 아님이 없으니 어찌 氣發이 아니겠습니
까?19)

則是理氣二物, 或先或後, 相對爲兩歧, 各自出來矣, 人心豈非二本乎?”
13) 『栗谷集』, 卷10, 「答成浩原」, “所謂“氣發而理乘之”者, 可也, 非但七情爲然, 四端亦是氣發而理乘之也.
何則見孺子入井, 然後乃發惻隱之心, 見之而惻隱者, 氣也, 此所謂氣發, 惻隱之本, 則仁也, 此所謂理乘之也.

14) 『退溪集』, 卷16, 「論四端七情 第一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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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退溪는 「論四端七情 第1書」에서 “發於仁․義․禮․智之性焉爾”라고 하여 四端을 설명한다. 이후 같은
편지 마지막 구절에는 朱子의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을 언급하며 자신의 관점이 朱子와도 부합된다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發於理”와 “理發”을 동시에 사용한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의 가부는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해야 되므로 여기서는 退溪가 혼용하고 있음만을 서술한다.

16) 『栗谷集』, 卷10, 「答成浩原」, “今以惻隱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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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栗谷集』, 卷10, 「答成浩原」, “天地之化, 吾心之發, 無非氣發而理乘之也. ”

18) 『中庸章句』 序文에는 心之虛靈知覺而已矣 以爲有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
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라고 되어 있는데, 栗谷이 인용하면서 “心之虛靈知覺而已矣 或
原於性命之正 或生於形氣之私”라고 줄이고 순서도 바꿨다.



(a)에서 그는 천지의 변화와 마음의 발함은 모두 氣가 발하고 理가 탄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가 말하는 氣는 천지와 내 마음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그는 張橫渠

의 말을 근거20)로 천지와 내 마음을 동일시했다.21) 그렇다면 천지의 관점에서 氣發은 천지

의 변화이고, 나의 관점에서 氣發은 내 마음의 발함이 된다. 하지만 栗谷이 천지의 빼어난 것

인 理와, 천지에 가득찬 것인 氣를 함께 부여받아 마음이 성립되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마

음은 氣가 아닌 理氣之合으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 (b)에서 그는 朱子가 지각작용을 마음의

영역에 포함시켰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지각작용은 마음이 하는 것임을 나타내었고, 이때

마음은 氣이므로 人心과 道心 모두 氣發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栗谷은 마음의 지각작용 측

면에 입각해서 마음을 氣로 정의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에서 말한 어린아이를 보고

측은해하는 氣의 발함이란 마음의 발함이고, 그 마음이란 것은 人心과 道心이라는 지각작용

의 의 주체를 의미한다. 때문에 栗谷이 언급한 氣發의 氣이는 우주에 있어서 천지, 인간에게

있어서는 마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천지나 마음이라는 氣는 어떤 특성을 가지기에 발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理는 無爲하고 氣는 有爲합니다.22)

栗谷은 천지나 마음이라는 氣가 有爲性 즉 활동성을 가지고 있고, 인의예지나 太極과 같은

理는 無爲性 즉 활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氣發은 有爲性 혹

은 활동성을 지닌 氣가 발한다는 말이 된다. 반대로 활동성이 없는 理는 발함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된다. 이를 통해 보자면 栗谷의 理는 발할 수 없고, 氣가 발할 수 있다는 주

장에서 즉 발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有爲性 혹은 활동성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氣發이라는 개념에서 氣는 천지 혹은 우리의 마음이라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모두 有爲

性을 지니기 때문에 발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활동성을 지녀야만 발함의 주체가 될 수 있

다는 것에 입각해, 발함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a)만약 朱子께서 정말로 “理와 氣에 서로 發用함이 있어 상대하여 각기 나온다.” 고 생각하셨다면,
이는 朱子께서도 틀리신 것이니 (그가) 어떻게 朱子란 말입니까?23)

19) 『栗谷集』, 卷10, 「答成浩原」, “且朱子曰: “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 或原於性命之正, 或生於形氣之
私.”, 先下一心字在前, 則心是氣也. 或原或生而無非心之發, 則豈非氣發耶?“

20) 『張子全書』, 卷1, 「西銘」, “故天地之塞, 吾其體, 天地之帥, 吾其性.”
21) 『栗谷集』, 卷10, 「答成浩原」, “夫人也, 稟天地之帥以爲性, 分天地之塞以爲形, 故吾心之用, 卽天地之

化也.”
22) 『栗谷集』, 卷10, 「答成浩原」, “理氣元不相離, 似是一物, 而其所以異者, 理無形也, 氣有形也. 理無爲
也, 氣有爲也.”

23) 『栗谷集』, 卷10, 「答成浩原」, “若朱子眞以爲“理氣互有發用, 相對各出”, 則是朱子亦誤也, 何以爲朱子
乎?“



그는 朱子의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24)”이라는 말을 退溪의 互發說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理의 발함을 理의 發用, 氣의 발함을 氣의 發用으로 구체화시켜 退

溪의 理氣互發을 이해했다. 이는 栗谷의 편지 곳곳에서 보인다.25)26) 退溪 또한 ‘發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發'字와 ‘主’字를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

고, ‘發用’이란 단어를 사용한 경우는 단 한번 밖에 없다. 栗谷이 '發'字를 發用으로 구체화시

켰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발함이란 단어가 발하여 작용한다는 활동적인 의미를 띄게 되었

다. 이는 앞에서 無爲性과 有爲性을 통해 발함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따졌던 부분과 엮어서,

주어와 서술어의 연결구조에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 有爲性을 지닌 氣만이 발할 수 있

다고 했으므로 그가 理가 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無爲性을 지닌 理가 활동적 뉘앙스의 서술

어인 發用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어와 서술어가 공통된 속성을 가져야 주

술관계가 이루어지는데, 理發은 각각의 속성이 반대이므로 올바른 연결이라 볼 수 없다는 것

이다. 또한 氣가 發用하여 나온 情의 관점에서도 '發'字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인용문

에서 그는 互發을 서로 發用함이 있다고 풀이하지만 상대하여 각각 나온다고도 풀이하고 있

다. 그렇다면 理氣互發이란 것은 理가 發用하여 四端이 나오고, 氣가 發用하여 七情이 나온

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氣가 發用한다는 말도 되지만 情이 발출된다는 말도 된다.

비록 聖人의 마음이라도 感하지 않고 저절로 움직인 적은 없었으니, 반드시 감함이 있어 움직이는
것이며, 감하는 대상은 모두 外物입니다. ~ 천하에 어찌 감하지 않고 속에서부터 저절로 발하는 情이

있겠습니까?27)

栗谷은 성인의 마음도 외물이라는 대상을 감한 이후 움직인다는 것을 근거로, 모든 情은

감하여 발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성인의 마음도 감하여 동하는 것임을 먼저 제시하고

뒤이어 모든 情은 감하여 발한다고 말했다. 이때 성인의 마음은 순선한 것이므로 그것과 같

은 가치적 위상을 지닌 四端 또한 감하여 동한 것이며, 감하여 발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때문

24) 『朱子語類』, 卷53, 「孟子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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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사실 發用으로 發을 풀이한 것은 退溪에게서도 나타난다. 退溪는 「論四端七情書 第2書」에서 “蓋人之一
身, 理與氣合而生, 故二者互有發用, 而其發又相須也.”라고 서술하였고, 이에 高峰에게 “朱子曰, “氣則能凝結
造作, 理却無情意無計度無造作, 只此氣凝聚處, 理便在其中.” 正謂此也.今曰“互有發用, 而其發又相須.”則理
却是有情意․有計度․有造作矣.”라고 반박당했다. 문제는 退溪가 이후에 高峰의 반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반박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發用으로 발을 설명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發用이 구체적으로
退溪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26) 이 부분 이외에도 栗谷의 네 번째 편지에서 “理는, 形而上者也, 氣, 形而下者也. 二者不能相離, 旣不能相
離, 則其發用一也, 不可謂互有發用也.”라고 서술했고 여섯번째 편지에서도 “氣之聽命與否, 皆氣之所爲也,
理則無爲也, 不可謂互有發用也.”라고 서술했다.

27) 『栗谷集』, 卷10, 「答成浩原」, “雖聖人之心, 未嘗有無感而自動者也, 必有感而動, 而所感, 皆外物也. 何
以言之. 感於父, 則孝動焉; 感於君, 則忠動焉; 感於兄, 則敬動焉. 父也, 君也, 兄也, 豈是在中之理乎? 天下
安有無感而由中自發之情乎? 特所感, 有正有邪, 其動, 有過有不及, 斯有善惡之分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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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감동한다와 감발한다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는 앞서 발을 發用이라고 풀이한

것처럼 발을 동과 연결시켜 그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 앞서 모든 情은 氣發이라고 하였

으므로 氣發은 마음이 감동한다, 감발한다는 말이 된다. 마음의 관점에서 氣發을 보면 지각

작용을 하는 마음이 어떤 대상에 감하여 四端이나 七情같은 情을 발출시킨다는 것이 된다.

비록 성리학에서는 情에 대해 性發爲情이라는 명제로 情과 性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그것

이 情의 실제적 발출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性은 理이므로 無爲한 것이다. 그러

므로 그것은 실질적인 발출의 직접적 주체가 될 수 없다. 때문에 性이 발하여 情이 된다는

말은 , 性과 情이 가치적으로 연속적인 것이므로 情에서 聖善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출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

리과정의 주체인 마음을 통해서만 情의 발출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이 점에서 栗谷의 氣發

一途는 情의 실질적 발출과정을 논증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곧 그의 '發'字 이해는 情의 발

출과정이라는 토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의 주장들은 이 토대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

다. 또 그는 마음이 직접 어떤 대상을 지각하고 그것을 통해 특정 감정이 형성되는 측면에서

'發'字를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未發과 已發에서 쓰이는 '發'字와 동일한 의미이다. 그

러므로 心性論에서도 특별히 심리과정에서 초점을 맞춰서 四端과 七情, 理氣互發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가 理發을 부정하는 것 또한 情의 발출이라는 심리과정

을 바탕으로 도출시킨 결론이므로 크게 무리가 없다. 또한 氣發一途라는 동일한 발출경로로

四端과 七情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互發로 정의하려 한다면, 다시 발출경로가 이원화

된다. 이것이 그가 互發說을 비판하고 一途說을 주장하는 근거이며, 高峰과 달리 七情主氣를

반대하면서도 七情 氣發을 찬성하는 이유이다.

3. 愚潭의 '發'字이해

愚潭은 退溪의 互發說이 理氣의 先後, 離合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는

栗谷의 互發이해에 대해 ‘退溪를 잘못이해하고 있다.’28) 비판한다. 그렇다면 愚潭의 입장에

서 退溪가 말한 互發說은 栗谷이 이해하는 것처럼 理가 發用 혹은 발동하고, 氣가 發用 혹은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愚潭이 어떤 관점에서 互發說을 이해하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지의 변화가 비록 氣化理乘이지만 그러나 또한 모두 理를 먼저 말하고 氣를 뒤에 말한다. 周濂溪
께서 말씀하시길 “太極이 動하여 陽을 낳고 靜하여 陰을 낳았다.”고 하셨고29) 朱子께서는 “理에 動靜
이 있으므로 氣에 動靜이 있다. 만약 理가 動靜이 없다면 氣가 어떻게 스스로 動靜하겠는가?” 라고 하

28) 『愚潭集』, 卷7. 「四七辨證」, “至其何從得此之說, 則若初不知出於退溪之說者然, 顯有抑揚凌駕之意, 此
等氣像, 似非吾儒法門矣.”

29) 太極圖說,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隂, 靜極復動, 一動一靜, 亙為其根, 分隂分陽, 兩儀立焉.”



셨다.30)31)

그는 우선적으로 栗谷이 말하는 ‘모든 작용은 氣化理乘이다.’32)는 말을 긍정한다. 즉 모든

현상은 氣가 작용하는 것이고 理가 그것에 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전 학자들은 化자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動靜을 理에 배속시킨 선례가 있음을 주장한다. 濂溪는 太極의

動靜을 논했고, 朱子는 理에 動靜이 있기 때문에 氣가 動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말

은 理氣不離에 입각해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理가 실질적인 動靜을 하진 않더라도

理는 氣에 타고 있기 때문에(理乘) 氣가 動靜할 때마다 그 안에 탄 理도 動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理氣不離의 관점에서 理에 動靜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이지, 실질적으

로 理가 動靜한다는 말은 아니므로 ‘理는 발할 수 없다.’는 栗谷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이 될

수 없다.

지금 천지의 변화로써 그것을 논하는데 太極이 動靜하는 이치는 四時를 관통하며 四時의 올바른 운
행은 모두 太極의 動靜에 근원하는 것이다. 즉 천지의 변화는 太極이 流行하는 묘가 아닌 것이 없
다.33)

그는 栗谷이 말하는 천지의 변화는 모두 太極의 動靜에 근원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太極은

직접적으로 動靜하여 실재 세계의 현상인 천지의 변화를 낳지는 못한다. 하지만 氣가 변화함

에 理가 타는 실질적 현상은 모두 太極에 動靜에 기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太極의 動靜은 氣化理乘에서 논의되는 차원보다 근저의 것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현상

의 所以로써 理를 제시한 栗谷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愚潭이 논의하는 太極

의 動靜, 혹은 理의 발함은 栗谷이 말하는 발함과는 다른 차원의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愚潭

은 理發에 대해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栗谷의 氣發一途 자체를 문제 삼

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천지와 四時의 운행과 일월성신의 궤도가 예나 지금이나 조금의 어긋남도 없는 것이 이 理의 妙用이
니, 어찌 理는 無爲이고 氣는 有爲라고 하여 부득불 氣를 먼저 말할 수가 있는가?34)

그러므로 愚潭이 말하는 太極의 動靜 혹은 理의 발함은 천지, 四時의 운행과 별들의 궤도

30) 朱子大全, 卷56, 答鄭子上 , “理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則氣何自而有動靜乎?”
31) 『愚潭集』, 卷7. 「四七辨證」, “天地之化, 雖是氣化理乘, 而亦皆先言理, 後言氣. 周子曰, “太極動而生

陽, 靜而生陰.”, 朱子曰, “理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氣何自而動靜乎?”, 以此觀之, 天地之化, 理動
而氣動, 理靜而氣靜者, 果有異於理發氣隨之說, 而亦可謂之分明有先後乎?“

32) 『栗谷集』, 卷10, 「答成浩原」, “天地之化, 無非氣化而理乘之也.”
33) 『愚潭集』, 卷8. 「四七辨證」, “今且以天地之化論之, 太極動靜之理, 通貫四時, 四時之成功, 皆原於太極
之動靜, 則天地之化, 無非太極流行之妙也.”

34) 『愚潭集』, 卷8. 「四七辨證」, “而天地四時之運行, 日月星辰之躔度, 亘古亘今, 無少差忒者, 莫非此理之
妙用, 豈可以理無爲氣有爲爲辭, 而不得不先言氣也耶?”



를 발생시키지는 못하지만, 천지와 별들의 궤도가 어긋남 없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다. 그는 이것을 理의 妙用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통해 理가 無爲하므로 직접적인 활동성은

없다 하더라도 氣만 발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愚潭은 理의 妙用이라는 개

념을 제시하여 氣의 변화 혹은 發用과 상대시켜서 말하고 있다. 栗谷이 말하는 發用은 현상

에서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지만, 愚潭이 말하는 妙用은 현상의 근저에서 유추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愚潭이 긍정하는 理發은 우주론 차원에서는 모

든 현상의 근저에서 理가 所以로서 작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진술을 인간의 마음에 그

대로 옮겨보면 四端이 理發이라는 것은 四端이라는 情의 所以가 理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栗谷이 주장하는 氣發一途와 일치하는 내용이므로, 愚潭이 栗谷에 대해 반박했다고 보기 어

렵다. 그렇다면 모든 현상을 太極動靜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인간의 마음에서 四

端을 理發이라 하고 七情을 氣發이라고 하여, 나누어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a) 비록 그가 스스로 ‘그 발함이 正理에서 직출하여 氣가 用事하지 않는 것은 道心이다.’35)고 한
것을 본다면, 그 발함이 正理에서 나온 것은 理發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氣는 用事하지 않았으니 발
한 것이 氣라고 할 수도 없다.36)

(b) 그러나 孟子께서 가리켜 말한 본래 선한 性은 곧 四端의 情을 도출시키고 그 단서의 순선으로
그 性의 본선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신 仁의 단서, 義의 단서는 곧 仁이 발하여
측은이 되고 義가 발하여 수오가 된다는 말이니, 체용이 떨어지지 않고 본말이 서로 이어져 氣에 섞이
지 않고 理에서 나옴을 알 수 있다.37)

(a)에 인용된 栗谷의 말을 보면 발출된 情이 正理에서 직출하여 氣가 用事하지 않은 것을

道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栗谷은 道心을 氣發理乘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발출된

정이 정리에서 직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발출과정은 氣發理乘을 따른다. 그렇다면 이후

제시된 氣의 用事는 氣發理乘과는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다. 栗谷은 氣의 用事 여부로 道心

과 人心을 나누고 있고38), 비슷하게 氣에 가려짐 여부로도 道心과 人心을 구분한다.39) 즉

氣의 用事는 氣發과는 다른 의미이고 氣에 가려졌다는 것과는 동일하다. 栗谷에게 氣發理乘

은 발출과정을 뜻하므로 氣의 用事함은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人心과 道心은 같은 발

출과정을 지녔지만 하나는 순선하고 하나는 가선가악한 가치적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氣

35) 『栗谷集』, 卷9, 「答成浩原」, “其發直出於正理, 而氣不用事, 則道心也.”
36) 『愚潭集』, 卷7. 「四七辨證」, “雖以其所自謂“其發直出於正理而氣不用事, 則道心”云者觀之, 其發直出於

正理, 則可謂之理發, 氣不用事, 則不可謂發者氣也.”
37) 『愚潭集』, 卷7. 「四七辨證」, “然而其所指言本善之性者, 卽在乎拈出惻隱 羞惡 辭讓 是非之情, 以其端
之純善, 明其性之本善, 其曰仁之端, 義之端, 則仁發而爲惻隱, 義發而爲羞惡, 體用不離, 本末相連, 可見其不
雜於氣而一出於理.”

38) 『栗谷集』, 卷9, 「答成浩原」, “其發直出於正理而氣不用事則道心也, 七情之善一邊也. 發之之際, 氣已用
事則人心也, 七情之合善惡也.”

39) 『栗谷集』, 卷10, 「答成浩原」, “但理無爲而氣有爲, 故以情之出乎本然之性, 而不揜於形氣者, 屬之理,
當初雖出於本然, 而形氣揜之者, 屬之氣, 此亦不得已之論也.”



의 用事는 人心과 道心의 가치적 차이를 구분시켜주는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愚潭은 栗谷과 달리 氣가 用事하지 않았다면 氣發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栗谷이 用事와

'發'字를 다르게 이해했다면, 愚潭은 그 둘을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다. 앞서 愚潭 또한 모든

것이 氣化理乘임을 인정했으므로 氣發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栗谷이 말하는 理發과 같은 의

미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發'字와 用事를 일치시켰다는 것은 '發'字의 의미가 실제 발동

의 의미보다는 用事와 같이 가치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b)에서 四

端에서 단서라는 의미를 ‘발하여 四端이라는 情이 된다.’고 설명한다. 『孟子』에서 제시되는

단서를 朱子는 실마리로서 해석하였다. 이는 바깥에 그것이 보이므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단서는 바깥에 드러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그렇다

면 측은지심이 仁의 단서라는 말은 측은지심을 통해서 그 안에 仁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말

이다. 따라서 愚潭의 仁이 발하여 측은이 된다는 말은 측은지심이 발출된 것 자체가 인이 있

다는 증거가 된다는 뉘앙스로 해석해야 朱子의 설명과 일치하게 된다. 아직 구체적으로 愚潭

이 '發'字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적어도 愚潭은 氣의 用事를 氣의 발함과 동치시키고, 聖

善의 단서를 理의 발함과 동치시켰다. 그렇다면 그가 이해하는 '發'字는 적어도 가치적 차원

에서 理와 四端이 氣와 七情이 연결되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술어임을 알 수 있다.

退溪의 이른바 理氣 互發이라는 것은 대개 理와 氣가 합하여 마음이 되니 理氣가 혼연한 하나의 마
음 가운데 감하여 발한 대상에 따라 혹 理發인 경우도 있고 氣發인 경우도 있어서 서로 發現됐다는 말
일 것이다.40)

愚潭은 退溪의 互發說을 마음이 대상에 감하여 발출된 것에 따라 어떤 것은 理發이고 어떤

것은 氣發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마음이 감발하여 나온 情을 理發, 혹은 氣發이라고 부

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끝 부분에서 互發을 ‘서로 發現한다.’라고 구체화 시켜서 설명하고 있

다. 그렇다면 그는 마음이 감발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理가 發現된 것이고, 어떤 것은 氣

가 發現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앞서 仁의 단서에 대해서 ‘仁이 발하여 측은이 되었다.’라고

서술했는데 인용문에서 설명하는 '發'字의 의미를 접목시켜 보면 仁이 發現한 것이 측은지심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는 '發'字를 발동이나 發用 혹은 발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

한 가치의 發現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氣의 用事를 氣發로 보는 것은 氣的 가치를 지녔으므

로 그 情은 氣가 發現한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發'字를 發現으로 보기 때문에 理

發, 氣發은 어떠한 현상의 직접적인 발생과정, 어떠한 情의 발출과정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

게 된다. 오히려 어떠한 현상과 情이 어떤 가치를 지녔냐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다. 이는 發現된 것을 主理, 主氣로 나누는 그의 말에서 더욱 알 수 있다.41) 그러므로 發이

40) 『愚潭集』, 卷7. 「四七辨證」, “退溪所謂理氣互發者, 槩‘以爲理與氣合以爲心, 理氣混然一心之中, 隨所感
而發, 或有理發之時, 或有氣發之時, 互相發現’云爾”.

41) 『愚潭集』, 卷7. 「四七辨證」, “天地, 雖無二本, 而其所賦與於人者, 旣有理而有氣, 則人心, 雖無二源,
而其所發現於外者, 豈不可以主理 主氣而互言之乎?”



라는 서술어의 주어가 꼭 활동성을 지닐 필요가 없다. 이미 그가 인식하는 理發, 氣發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치가 구현됐냐는 것이지, 무엇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냐는 말이 아니기 때문

이다.

愚潭은 發의 의미를 理氣의 가치 發現으로 보고 있다. 앞서 栗谷이 발을 직접적인 발동으

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愚潭이 '發'字와 ‘主’字를 동

일하게 보는 것은 退溪와 高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退溪와 高峰은 所主와 '發'字를 거의 혼

용해서 쓰고 있다. 앞서 高峰과 栗谷과 비교할 때 高峰이 七情에 대해 主氣와 氣發로 표현하

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愚潭 또한 互發說을 가치의 구현 혹은 도출이라는

토대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가 栗谷을 비판하는 것 또한 退溪의 토대를 栗谷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愚潭이 진행한 논증은, 가치

發現이라는 토대에서 退溪의 互發說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왜 가치 發現이

라는 토대에서 互發說을 이해하는지를 파악해 봐야 한다.

4. 互發說의 의미

愚潭은 우선 互發說의 주요 전거로 쓰였던 朱子의 ‘四端은 理의 발함이고, 七情은 氣의 발

함이다.’는 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朱子의 말씀은 곧 사람이 태어나 품부받은 천지의 理와 氣를 바탕으로, 그 理와 氣에서 나온 지각을
가리켜, 虞舜께서 대거하고 분언하신 본의를 밝힌 것이니, 학자들에게 幾微를 살피는 공부의 비결을
보이신 것이다.42)

愚潭은 朱子가 四端을 理發, 七情을 氣發이라고 말한 취지를 인용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여기서 理와 氣에서 나온 지각이라는 말은 陳淳 또한 人心과 道心의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한 말이다.43) 또 이는 牛溪가 互發說을 변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44)

다만 앞서 愚潭의 '發'字해석과 연결해보면 ‘從’字는 발출과정의 근원으로 보기는 보다는 가

치發現의 근거로서 봐야한다. 즉 사람에게서 理的인 性命이 있고, 氣的인 形氣가 있기 때문

에 마음이 발동하였을 때 각각 人心과 道心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말이다. 愚潭은 朱子의 말

과 虞舜의 人心, 道心의 언급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四端, 七情의 나뉨과

人心, 道心의 나뉨을 통해 幾微를 살피는 공부를 드러냈다고 본다. 그는 栗谷의 人心道心相

42) 『愚潭集』, 卷7. 「四七辨證」, “朱子之言, 乃因人生稟賦天地之理氣者, 而指其從理從氣之知覺, 以明虞舜
對擧分言之本意, 以示學者審幾用工之訣.”

43) 『北溪字義』, “知覺從理上發來하면，便是仁義禮智之心이니，便是道心이라.若知覺從形氣上發來면，便是
人心이니，便易與理相違라.”

44) 『牛溪集』, 卷4, 「與栗谷論理氣 第5書」, “果如此也, 朱子何以曰“或生或原”, 北溪何以曰“這知覺, 有從理
而發, 有從氣而發”?



爲終始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말하길 ‘形氣에서 나옴에 正理를 거스르더라도 그릇된 것을 알아 굴복시켜 그 욕구를 따르
면’45)이라고 말한 것은 곧 人慾에 빠진 이후 매우 힘써야 할 일이지, 위태로운 幾微에서 정밀히 살피
는 공부가 아니다.46)

栗谷은 道心이 性命에서 나왔더라도 人心이 될 수 있으며, 形氣에서 人心이 나왔더라도 그

이후의 道心의 명을 듣게 하면 人心이 道心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愚潭은

두 가지로 비판하는데, 첫 번째 形氣에서 나와서 정리를 거슬렀다면 그 이후에는 이미 人慾

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人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形氣에서 나왔던 직후를 人心

이라고 불러야지, 이미 正理를 거스르고 道心이 없어진 상태면 그것은 人慾에 빠졌다고 정의

해야 된다는 것이다.47) 두 번째로 誠意 공부에 대해 비판한다. 栗谷은 人心이 正理를 거스르

더라도 道心의 명을 듣게 하는 공부 일련을 모두 誠意공부로 정의한다. 이에 대해 愚潭은 그

러한 공부는 人慾에 힘쓰는 공부이지 人心에 힘쓰는 공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정밀히 살핌’이란 공부는 幾微의 위태롭고 은미함 여부를 살피는 공부를 의미한다. 이를 통

해 栗谷과 愚潭이 각각 人心道心에 대해 다른 공부방법을 대입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

론 省察과 誠意의 관계는 좀 더 고찰해봐야 하므로 당장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人心道心

편지에서 栗谷은 마음이 발한 이후 지각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道心의 명을 받게 하는 것을

人心, 道心에 대한 誠意공부로 본다. 반면 愚潭은 마음이 막 발할 적에 그 幾微를 살피는 공

부가 人心, 道心에 대한 공부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愚潭은 互發說의 취지가 幾微를 살

피는 공부를 강조함에 있다고 본다.

마음이라는 것은 理와 氣를 합하고 性과 情을 통섭하기 때문에, 性이 발하여 情이 되는 즈음에 마음
은 그 幾微를 잘 살필 수 있으니, 이에 理를 주로 하여 氣를 제어함으로써 率性之道를 다하여 性을 주
체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밖에서 작용하는 일은 없다. 여기에서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는 것
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48) 라고 말한 까닭은 단지 氣의 작용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사
람이 능히 도를 넓힌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49)

栗谷은 理가 無爲하므로 발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論語』의 ‘人能弘道’ 구절을

인용한다. 栗谷은 道와 사람을, 理와 氣로 대비시켜서 밝힐 수 있음과 없음을 논증한다.50)

45) 『栗谷集』, 卷9, 「答成浩原」, “或咈乎正理, 而知非制伏, 不從其欲.”
46) 『愚潭集』, 卷7. 「四七辨證」, “其曰“出乎形氣, 拂乎正理而知非制伏, 不從其欲”云者, 乃是人欲汨亂以後,
大段著力之事, 非若精察用工於惟危之幾者也.“

47) 『愚潭集』, 卷7. 「四七辨證」, “其曰“今人之心, 直出於性命之正, 而或不能順以遂之, 間之以私意”云者,
乃是理發不遂而揜於氣, 道心滅息之致, 不可云‘終以人心’.”

48) 『論語』 , 「衛靈公」, “子曰, 人能弘道, 非道弘人.”
49) 『愚潭集』, 卷8. 「四七辨證」, “夫心者合理氣統性情, 故性發爲情之際, 心能審察幾微, 主理御氣, 以盡率
性之道, 而性爲主體, 無有外心作用底事. 此所以“人能弘道, 非道弘人”, 非謂只任氣之作用而曰人能弘道, 更無
理之主宰而曰非道弘人也, 烏可以是爲氣發理乘一途之明驗也耶?”



반면 愚潭은 수양론 차원에서 ‘人能弘道’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情이 발출될 때 마음이

幾微를 살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理를 주로 하여 率性之道를 다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人能弘道’ 구절 자체는 수양의 주체와 대상에 관한 말이지, 無爲와 有爲에 관한 언

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가 幾微를 살피는 공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幾微를 살피는 공부가 단순히 情이 발출될 때 주의를 요한다는 것인지 혹은 그 이외에

다른 공부까지 수반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幾微를 살피는 것이 四七, 人道

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봐야 한다.

感而遂通에 이르면 仁義禮智의 발함은 미묘하여 드러나기 어려우며 耳目口鼻의 욕구는 위태로워 어
그러지기 쉽다. 그러므로 虞舜은 하나의 마음에 나아가 바야흐로 그것이 막 싹트기 시작할 때 그 위태
롭고 은미한 기틀을 분별하고 처음으로 人心과 道心이라 명명하여, 그것을 나누어 말함으로써 사람들
이 그 두 가지 사이를 정밀하게 살피고, 본심의 바름을 전일하게 지켜 중을 잡는 공부를 하도록 하였

다.51)

愚潭은 마음이 감통할 때 聖善이 發現된 것은 드러나기 어렵고, 形氣의 욕구는 위태롭기

때문에 虞舜이 人心道心을 설명하여 각각의 幾微를 분별하여 거기에 맞게 精一의 공부를 요

구했다고 주장한다. 즉 幾微를 살펴서 그것이 理가 發現된 道心인지, 氣가 發現된 人心인지

구별하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四七辨證」 본문에서는 ‘理와 氣의

나뉨을 살피고 幾微의 때에 힘써 공부하여 四端의 왕성함을 확충하고 七情의 불타오름을 단

속할 수 있다면 朱子와 退溪의 道가 행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52) 그러므로 幾微를 살피

는 공부는 내 마음이 막 발할 적에 어떤 것이 발출되었는지를 관찰해서 그에 맞게 공부를 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순선한 性을 지니기도 하지만 가선가악한 形氣를 지닌 존재이

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는 자신에게 내재된 순선함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

우는 자신을 형성하는 形氣에 의해 욕구가 발동되는 경우도 있다. 위험에 빠진 아이를 구하

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났을 때는 그 마음을 실천까지 확장시켜야 하고, 식욕이 일어났을 때

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한다. 즉 마음이 발동하여 드러난 인간

의 情은 간혹 긍정적으로 인식될 만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주의를 요할 만한 것도 있다. 각

각 다른 가치성을 띄고 각각 거기에 대한 다른 수양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情임에도

四端과 七情으로 나누어 말하는 것이고, 같은 已發心임에도 人心과 道心을 나누어 말한다는

것이다.

50) 『栗谷集』, 卷10, 「答成浩原」, “若非氣發理乘一途, 而理亦別有作用, 則不可謂理無爲也. 孔子何以曰“人
能弘道, 非道弘人”乎?”

51) 『愚潭集』, 卷8. 「四七辨證」, “而及其感而遂通之際, 仁 義 禮 智之發, 微妙而難見, 耳 目 口 鼻之欲,
危殆而易差. 故虞舜就一心之中, 方其萌動之始, 卞其危微之幾. 首以人心 道心命名而分言之, 使人精以察之於
二者之間, 一以守之於本心之正, 以致執中之功.”

52) 『愚潭集』, 卷7. 「四七辨證」, “因其言, 而得其本意, 深察理氣之辨, 用功幾微之際, 擴四端之藹然, 約七
情之熾蕩, 則庶幾不迷於義 利之分, 舜 蹠之途, 而朱子 退溪之道, 可以得行於世矣.”



愚潭의 이러한 주장은 四端七情論爭의 주역들에게도 보이고 있다. 高峰은 「四端七情後

說」에서 ‘四端은 확충해야 하고 七情은 알맞게 해야 한다.’53)고 주장했고 退溪 또한 이에 대

해서 동의하였다.54) 栗谷은 ‘道心은 존양 확충해야 하고 人心은 그 과불급을 살펴 절제해야

한다.’55)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四端과 七情, 人心과 道心에 대해 다른 수양을 가한다는 것

은 토대의 차이를 떠나서 논쟁의 주역들은 모두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愚潭

은 ‘幾微를 살펴 다른 수양을 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四七論의 주요취지라고 본다. 하지만

退溪가 그러한 수양론적 취지를 가지고 四七論을 전개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가 四七論을

전개해 나간 것은 鄭秋巒(1509년 ~ 1561년)의 天命道說을 수정하면서부터이다. 天命道說

을 수정한 이후 高峰의 편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의론을 펼쳤다. 그가 「論四端七情書 第 1

書」 별지에 처음 남긴 말은 ‘앞선 학자들이 性과 情에 대해서는 잘 밝혔으나, 四端과 七情에

대해서는 情이라고만 하고 理와 氣로 나눈 적이 없다.’56)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退溪가 四端

과 七情을 나누어 말한 것에 대해 그가 처음부터 수양론적 목적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退溪와 高峰에게서 四七에 대한 수양론을 자세하게 논의한 구문은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四七論에 대한 수양론적 접근은 이전 논쟁자들에게 보이지 않은 면이

라 볼 수 있다.

5.결론

지금까지 互發說의 '發'字를 栗谷과 愚潭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보고, 愚潭의 '發'字 인

식을 통해 그가 互發說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四七論

은 退高의 논쟁과, 牛栗의 논쟁을 겪으면서 복잡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이 복잡 다양

한 모습을 띄고 있는 건 각 논자들이 각각의 토대에서 자신의 논의를 진행시켰기 때문이다.

각각 상이한 개념을 통해 四端과 七情을 관계규정하려 하고 互發의 가부여부를 논증한다. 적

어도 四端과 七情의 관계 규정에는 논의 토대에 상관없이 栗谷과 高峰이, 退溪와 牛溪가 부

분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互發이라는 개념에서는 각기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愚潭 또한 退溪를 변호하고 栗谷을 비판하지만, 역시 이 토대의 차이에서 쉽사리 벗어

나지 못한다. 그는 栗谷을 비판하면서도 栗谷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53) 『高峯集』, 「往復書」, 卷2, 「四端七情後說」, “孟子論四端, 以爲“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 夫
有是四端, 而欲其擴而充之, 則四端是理之發者, 是固然矣.程子論七情, 以爲情旣熾而益蕩, 其性鑿矣, 故覺者
約其情, 使合於中.夫以七情之熾而益蕩, 而欲其約之以合於中, 則七情是氣之發者, 不亦然乎!”

54) 『退溪集』, 卷17, 「答奇明彦」, “四端七情緫說後說兩篇, 議論極明快, 無惹纏紛挐之病.”
55) 『栗谷集』, 卷10, 「答成浩原」, “是故聖人有憂焉, 乃以情之直遂其性命之本然者, 目之以道心, 使人存養
而充廣之, 情之揜乎形氣而不能直遂其性命之本然者, 目之以人心, 使人審其過不及而節制之, 節制之者, 道心
之所爲也.”

56) 『退溪集』, 卷16, 「論四端七情書 第1書」, “性情之辯, 先儒發明詳矣, 惟四端七情之云, 但俱謂之情, 而
未見有以理氣分說者焉.”



적어도 栗谷이 논의하는 토대안에서는 栗谷의 주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

다. 반대로 그가 退溪를 변호하면서도 退溪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이 많다. 그가

退溪의 互發說에 대해 ‘감하여 발한 바에 따라 理發과 氣發로 나눠진다.’것이라고 이해한 부

분은 분명 栗谷의 ‘或生或原’ 논증과 일정부분 닮아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栗谷

이 비판한 所從來개념을 변호하기 위해서 栗谷의 ‘或生或原’ 설명을 사용하는 모습은57) 그도

모르게 退溪의 논지와 차별점을 가지게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논문

을 서술하면서 더더욱 四七論에 있어 논쟁의 토대연구가 중요함을 느끼게 된다. 이전까지 退

高와 牛栗을 논쟁의 연장선에서 평가한 연구가 많았고 退溪 이후의 南人들에 대한 연구 또한

이 연장선 안에 종속되었다. 마치 하나의 진리가 있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캐내기 위해 투신한 것 같이 四七論의 전개과정을 그린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필자

는 四七論의 주역들이 동일 개념에 대해서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간략하게나마 본 논

문에서는 살펴보려 했다. 이런 시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드러난 주장이 아니라, 그

들이 어느 토대에 서 있냐는 것이었다. 어떤 토대에 서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고찰도 되고, 그들이 논의를 진행할 당시 어떤 개념들

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 수도 있다. 토대연구를 통한 四七論 연구는 四七論을 통

해 당시 학술 분위기, 시대의 요구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반면 명제를

통한 논쟁의 찬반양상만 분석하는 四七論 연구는 당시 학자들의 끊임없는 자기 의견 개진을

발굴하는 작업에 불과할 것이다.

57) 『愚潭集』, 卷7. 「四七辨證」, “此段所謂 “人心 道心, 雖二名, 而其源則只是一心. 其發也, 或爲理義, 或
爲食色, 故隨其發而二其名.”云者, 初不外於退溪之說矣. 旣謂之“隨其發而二其名”, 則豈不可謂理發氣發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