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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塘 韓元震의 人物性異論에 대한 考察

                                     邢麗菊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연구수 부교수 )

목차:

1. 머리말

2. 남당 人物性異論의 이론적 기반

1) 주자의 理氣同異 문제

2) 남당의 理氣論

3. 남당 性論의 爭點

1) 超形氣와 因氣質

2) 單指와 兼指

3) 당시 동문학자들의 관점

4. 孟子“生之謂性”章에 대한 解釋

5. 맺음말

<논문 요약>

  본 논문은 주자의 理氣同異설과 연관하여 호락논쟁의 주역인 남당 한원진의 성론

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理氣同異에 대하여 주자는 초년설과 만년설이 같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시기의 

논술에서도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서 주자학의 정합성이 문제된다. 

이는 후에 논쟁의 여기를 남기게 된다. 

  理氣關係에 있어서 남당은 주자의 理氣不離와 不雜의 관계를 받아들여 주자설을 

시각별로 다시 정리하였다. 이기의 선후관계인 本無先后, 理先氣後와 氣先理后를 각

각 流行, 本原과 稟賦으로 설명한다. 이통기국에 대하여 남당은 單言와 對言이라는 

言法의 차이로  理通性局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性三層說은 남당의 독창적인 학설이다. 超形氣의 性은 一原의 측면에서 理만 單

指하고, 氣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理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만물은 理同,

性同이다. 인기질의 성은 같은 종의 보편성과 다른 종의 특수성(차별성)을 같이 나

타내는 성이다. 즉 이 단계에서 성은 기질을 인한 리이다. 같은 종에서 기질이 같으

므로 성이 같고, 다른 종에서 기질이 다르므로 성도 다르다. 방법론에서도 理氣를 

各指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그리하여 인기질의 단계에서 같은 種은 氣同,理

同,性同이나, 다른 종은 氣異,理異,性異이다. 잡기질의 성은 만물의 기질차이를 고려

한 순수한 기질지성이다. 즉 만물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방법론에서 이기

를 兼指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氣異,理異,性異는 분명하다. 

주제어: 理氣同異, 性三層說, 單指, 兼指, 經典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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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후기 최대의 학술논쟁인 호락논쟁은 기호학파 학자인 외암 이간(1677-1727)

과 남당 한원진(1682-1751) 사이에서 발생한 논변이, 주위의 학자들에게 파급되면

서 이루어진 대규모의 학술논쟁이다. 근 200여년 동안 지속되면서 유학사상을 한 

단계 발전,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이 논쟁의 주역인 

남당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주장하여 人物性同論者인 외암과 격렬한 논쟁을 벌

였다. 특히 남당은 이 논변과정에서 그의 대표적 학설인 性三層說을 제기해서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삼분법의 사유로 전통유가의 이분법 사유체계를 벗어나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그의 性三層說이 당시 동론학자들에게 쉽게 받아들

여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性三層說이 그의 성론을 뒷받침하는 핵심이

자 그의 이론을 파악하는 관건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당과 외암 사이에 벌인 人物性同異論爭은 주자에게서 발단

되는 것이다. 주자는 성리학의 集大成者이지만 주자학의 발전은 후세 많은 학자들

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주자학의 정

합성이 문제됨에 따라서 당시 많은 학자들이 주자학 연구에 기울여서 학문의 발전

을  촉진하였다. 人物性同異論爭은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 나온 것이다. 

  본 논문은 논쟁의 주역인 남당 한원진의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성

과를 보면, 특히 1990년대 이후 이에 관한 연구가 양적․ 질적 크게 향상되었다. 이

중에서 주제별로 남당의 이론을 다루는 연구가 많은 편이고, 외암과 남당을 동시에 

호락논쟁과 연관 지어 연구되는 논문도 못지않을 정도로 많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론이 상대방과의 논쟁을 벌이면서 성숙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 명을 언급하면 

다른 한명도 같이 언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의 연구는 주로 남당의 性三層說에 집중되어 연구되었으나 이는 과연 남당의 

독창적인 학설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 학계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

다. 임원빈은 남당은 스승인 한수재의 성설을 충분히 계승하고 제기된 학설이라고 

주장하였다.2) 그러나 이애희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자의 학설은 스승의 학설에 

영향을 받는다’는 고정관념에 따라 도출된 오류’ 라고 비판하였다. 그가 이렇게 주

장하는 근거를 “1.권상히의 성에 대한 삼분법은 그가 78세인 1718년에 저작한 

「논성설」에 나타나고, 남당의 性三層說은 그가 27세이고, 권상하가 68세 때인 

1708년에 권상하에게 보낸 편지인 「上師門」에 처음으로 등장된다. 2. 남당은 

『上師門』에서 권상하의 견해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식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

적인 의견으로 性三層說을 주장하고 있다”에서 찾고 있다.3) 필자는 이애희의 관점

에 따르고 남당의 독창적 학설이라고 본다.

  性三層說 이외에 남당의 학설을 연구하는 대표학자로 이상곤, 임원빈과 이향준을 

1) 최영진․ 홍정근․ 이천승, ｢호락논쟁에 관한 연구성과 분석 및 전망｣, 유교사상연구제19집, 14쪽.

2) 임원빈,「남당한원진의 인물성이론」,『인성물성론』,1994, 232-234쪽.

3) 이애희,「한원진의 인성물성론」,『한국사상사학』,제19집,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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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이상곤은 ｢남당 한원진의 氣質性理學｣(원광대 박사학위논문,1991)에서 

남당의 性善은 어디까지나 사실적 기질을 전제로 성립되는 生生의 實理였다고 보았

다. 그리고 남당은 율곡적 철학에 서면서도 율곡을 극복하였으며, 인기질의 철학하

는 방법을 통하여 강력한 실천적 기질성리학을 성립시켰다고 평가하였다. 그의 연

구는 어느 한 영역에 한정시키고 않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라는 점에

서 주목된다.

  임원빈은 ｢남당 한원진 철학의 리에 관한 연구｣(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에서 

남당이 기의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리의 동일성에 주목하여 기존의 이일분수설을 

세분히여 특히 분수는 류의 동일성에 주목한 논의로서 남당은 성선설을 논의하는 

지평을 일원뿐만 아니라 분수에도 두고자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4)

  이향준은 ｢남당 한원진의 성론연구｣(전남대 박사학위눈문, 2002)에서 남당이 이

통기국을 재해석해서 기국으로부터 기국의 리를 구별함으로써 자신의 독창적 성론

을 획립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남당이 성을 인기질의 리로 정의하였으며, 더 나아

가 성을 상층으로 분류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는 리기를 중

심으로 남당의 성론을 고찰하였으나 理氣同異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종합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가 비록 많은 데도 불구하고 남당의 성론을 주자의 理

氣同異論과 연관 지어 다루는 논문이 거의 없고, 게다가 남당이 논거로 삼았던 맹

자‘생지위성’장에 대한 분석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바로 기존연구의 바탕에서 위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자의 理氣同異문제와 

연관하여 남당의 학설을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남당의 理氣論을 분석하고, 이어서 그의 성론의 쟁

점부분, 다음에 그가 人物性異論을 주장하는 典據인 맹자“생지위성”장의 대한 해

석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앞의 논의를 종합해서, 주자의 理氣同異

論으로 남당의 性三層說을 다시 정리할 순서이다.

  

2. 남당 人物性異論의 이론적 기반

1) 주자의  理氣同異 문제

  人物性同異論爭은 주자에게서 발단되는 것이다. 주자는 중용 ‘천명지위성’장에 

대한 주석과 맹자‘생지위성’장에 대한 주석이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자

의 저술에서 人物性에 대한 언급이 서로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말하자

면 주자는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하기도 하고, 다르다고 하기도 한다. 근원적으로 

인간과 사물은 똑같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리를 성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性이 같으

나, 현실적으로 품수받은 기의 차이로 인해 性이 다르다는 것이다. 결국 人性과 物

性의 同異문제는 理氣同異 문제로 귀결된다. 

  주자 초년에는 인간과 사물의 리가 같다는데 기울이고 ‘一物一太極’과 ‘理同氣異’

4) 최영진, 홍정근, 이천승, ｢호락논쟁에 관한 연구성과 분석 및 전망｣, 유교사상연구제19집, 2003,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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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理同氣異’사상은 스승인 李侗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다

『太極圖說解에서 이미 주자의 ‘理同氣異’사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주자는 “혼연한 

태극의 전체가 하나의 사물 가운데 구비되어 있지 않음이 없다”,5) “사람과 만물이 

생겨남에 태극의 리가 있지 않음이 없다”6)고 하여 인간과 만물이 예외 없이 태극

의 전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극의 전체가 기의 淸濁․ 偏正․ 通蔽․ 開塞

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다. 주자는 더 나아가서 인간과 만물이 본원지성에

서 똑같은데 기질지성에서는 단지 發見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주자는『대학장구』와『중용장구』에서도 ‘理同氣異’의 관점이 바뀌

지 않았다. 특히 『중용』의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에 

대하여, 주자는 “사람과 만물의 성은 역시 나의 성이며, 단지 그 부여한 형기에 따

라 다를 뿐이다”7)라고 주석하였다. 

  주자는 ‘理同氣異’를 굳게 믿었으나 이것이 주자가 이후에도 ‘리동기이’설을 시종

일관 견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자의 이러한 사상에는 전통적인 유가사

상과 모순이 있다. 공자를 비롯한 유가의 성현들이 “天地之性人爲貴”라고 하여 인

간에게만 인의예지의 덕이 내재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자가 굳게 

지키던 ‘理同氣異’설이 동요하게 되었다.

 『맹자집주』「고자상」에 나오는 “然則犬之性猶牛之性, 牛之性猶人之性歟”에 대

하여 주자가 “以氣言之, 則知覺運動, 人與物若不異也. 以理言之, 則仁義禮智之禀, 豈

物之所得而全哉”라고 주석한다. 앞 구절의 핵심 포인트는 ‘氣同’에 두고 있으나 ‘以

理言之’ 뒤의 내용은 분명히 ‘理異’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氣同理異'이다. 

  그러나 『맹자집주』에서도 '氣同理異’로 일관되는 것이 아니다.  ‘人之所以異於禽

獸者几希’에 대한 해석에서 주자는 “人物之生, 同得天地之理, 以爲性, 同得天地之氣,

以爲形. 其不同者, 獨人於其間, 得形氣之正, 而能有以全其性, 爲少異耳”라고 하여 분

명히 ‘理同氣異’를 주장한다. 

  사실 四書集註를 세상에 내놓을 때까지 ‘理同氣異’와 ‘氣同理異’에 대한 주자의 

관점은 명확하지 않았다. 후에 제자들이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관계

로 그로 하여금 해결 방법을 찾게 하였다.

  孟子集註가 완성된 후에 주자는 程正思에게 답한 편지에서 ‘생지위성’에 대한 

해석을 ‘氣異理異’8)로 바꿨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알기 어려워서 주자 만년에 편집한 

孟子要略』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실질상 『맹자』본문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주자가 해석에서 ‘生之謂性章’의 본래 의미에 맞게 성리학의 ‘理之一原’을 밝히는 것

이 어렵다는 것이다. 9)

5)『太極圖說解』: 天下豈有性外之物哉! 然五行之生, 隨其氣質而所稟不同, 所謂‘各一其性’也. 各一其性, 

卽渾然太極之全體, 無不各具於一物之中, 而性之無所不在, 又可見矣.

6) 위와 같은 글: 蓋人物之生，莫不有太極之道焉.

7) 中庸章句: 人物之性, 亦我之性, 但以所賦形氣不同而有異耳.

8)『文集』, 권50,「答程正思十六」: 然犬之性猶牛之性，牛之性猶人之性歟?犬牛人之形氣既具，而有知

覺能運動者，生也.有生雖同，然形氣既異，則其生而有得乎天之理亦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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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주자 理氣同異에 관한 견해를 살펴본다면, 『맹자』‘生之謂性章’을 해석

할 때 어려움이 부딪치고 있는 것 빼고는, 기타 해석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관점

은 ‘理同氣異’이다. 그러나 주자의 여타 논술에서 또한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다.

  주자는 어떤 때 ‘理不可以偏全論’라고 하였으나 어떤 때 ‘理可以偏全論’라고 주장

한다. 그리고 만년에 ‘理同氣異’와 ‘氣同理異’ 두 학설에 대한 질의에 “같음에서 다

름이 있으며 다름에서 같음이 있다”나 “성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데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기도 하였다. 10)

  바로 이러한 애매점으로 후에 논쟁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조선에 들어와서 주자

학의 整合性을 문제로 제기된 후 많은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였다.11) 그 

결과 주자학 논리성의 강화, 더 나아가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남당과 외암을 대표로 한 인물성동이논쟁은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 나오는 예이

다.

2) 남당의 理氣論

  모든 성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남당에게도 이기는 존재의 최고범주이며 실체 개

념이라고 본다.12) 그가 초년에 지은 「示同志說」을 보면 주자 성리학의 이기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기의 관계에 있어서 남당은 주자의 관점을 받아들였다. 즉 리와 기는 不離와 

不雜의 관계다. 바로 이러한 떨어질 수도, 섞일 수도 없는 관계로 말미암아 이와 기

를 다르게 말할 수 있다. 

9) 주자가『맹자』 ‘生之謂性章’를 주석하는데 왜 어려움을 부딪쳤는가? 이것은 전통유가의 성선론이 

성리학에 이르러서 泛性善論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본원지성

과 기질지성의 분류방식은 맹자의 성선론 주석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였다. 맹자의 성선론에

서 인성의 선함이 비록 天命이지만 세계만물의 본원은 아니다. 정자가 맹자의 성선론을 성리학의 

사상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때, 한편으로는 맹자의 성성론을 본원지성에 배속시키고, 한편으로는 고

자의 “生之謂性”이 품수받은 리(一般)만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다. 정자의 주장에 따르면 맹자가 말

한 性善은 本原之性(一般)을 , 고자의 “생지위성”은 사람이 품부받은 소나 개와 다른 기질지성(特

殊)이라고 해야 성리학의 사상체계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맹자』본문에서 전자는 人性

이 소나 개의 성과 다른 特殊性을 강조하였고, 후자는 人性이 소나 개의 성과 같은 一般(보편성)을 

강조함으로 관점이 정반대이다. 주자가 ‘생지위성’장을 해석하는 데 부딪친 어려움이 바로 성리학

사상과 『맹자』원문간의 차이를 보완하는 데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존산,「縱性善論

到泛性善論」,국제판『유교문화연구』7집, 성균관대학교유교문화연구소, 2007년2월, 192쪽 참조.)

10) 진래교수가 理氣同異 문제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논의하

는 처지와 착안점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둘째, 시간적으로 주자 사상의 발전과 변화가 있

다.(『주희의 철학』, 진래 지음, 이종란 외 옮김, 예문서원, 2002, 118-126쪽 참조.) 

11) 그 대표적 성과는 바로 송시열이 착수하여 남당이 전후 50여년 만에 끝마친 이른바 주자언록동

이고이다. 윤사순교수가 이 책이야말로 성리학적 논변의 경험에 자극되어 한국에서 이룩한 주자

철학의 기념비적 저서라고 지적한다. (윤사순, ｢인성․물성의 동이논변에 대한 연구｣, 인성물성론, 
한길사, 1994, 40쪽.)

12) 南塘集, 권29, ｢示同志說｣: 天地,萬物之父母也. 理氣天地之父母也, 天地未生之前, 只有理氣而已.

  위와 같은 글: 理無形而氣有形, 理無爲而氣有爲, 此則理氣之別也. 理寓於氣, 氣以行理, 有是理則必有

是氣, 有是氣則必有是理, 理外無所謂氣, 氣外無所謂理. 則理氣雖非一物, 亦不能頃刻相離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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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기와 떨어질 수도 없고 기와 섞일 수도 없는 것이다.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곳에 따라 兼

言할 수 있으며, 섞지 않았기 때문에 곳에 따라 分言할 수도 있다. 13)

  즉 리와 기는 兼言도 할 수 있고, 分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言法은 

또한 ‘合看’과 ‘離看’의 看法과 각각 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合看’과 ‘離看’이 나오

는 남당의 말을 보자.

  리와 기를 이간하면 두 개의 사물이 된다. 두 개의 사물이 되면, 리선기후이고 기이이동이다. 리

와 기를 합간하면 하나의 사물이 된다. 하나의 사물이 되면 리와 기는 선후가 없으며 이동이 없다. 간

자를 착안하여 보면 사람이 분리하고 합하여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리와 기가 분리하고 합함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14)

  理氣의 離看과 合看에 따라서 이기의 先后도 다르고 同異도 다르다. 즉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기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남당은 초형기

의 리, 인기질의 리와 잡기질의 리를 제기하게 되었다.15)

  이기의 선후관계에 대하여 주자의 설명이 한결같지 않은데 ‘本無先后’라고 한 경

우도 있고, ‘理先氣後’라고 한 경우도 있고, ‘氣先理后’라고 한 경우도 있다. 남당은 

각각 流行, 本原과 稟賦으로 설명한다. 16) 가리키는 바가 다르지만 본원이니 품부

니 하는 것은 모두 流行하는 가운데 있으므로 이런 설들은 또 하나로 會通할 수 있

다.17) 이렇게 이기선후 문제는 남당에 이르러 시각별로 정리되었으며 流行上에서 

본 이기본무선후의 관계가 이기의 본래적이고 사실적인 관계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본원적 측면에서 리가 기 생성의 근거라고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리가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반드시 기로 因한다고 남당은 거듭 강조한다. 18) 이것은 그

의 ‘因氣質’의 논리이다. 

  그리고 理氣의 同異문제에 대하여 남당은 먼저 주자의 언론에서 나오는 이기동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3) 南塘集, 권11,「書」: 按理者, 非可以離乎氣, 而亦非雜乎氣者也. 不離也, 故隨處可以兼言之. 不

雜也, 故隨處可以分言之.

14) 위와 같은 글:蓋理氣，離看則為二物，為二物則理先而氣后，氣異而理同矣．合看則為一物，為一物

則理氣無先後無異同矣．看字又當着眼看，謂人離合看，非謂理氣有離合時也．

15) 남당집, 권11, ｢의답이공거｣:  理本一也, 而有以超形氣而言者, 有以因氣質而名者, 有以雜氣質而

言者.

16)『朱子言論同異考』,권1,「이기」:先生論理氣性命,其說不一,各有所指.而實相貫通.其論理氣先後，或

言本無先後，此以流行而言也.或言理先氣后，此以本原而言也.或言氣先理后，此以稟賦而言也.

17) 위와 같은 글: 此其所指者不同，而所謂本原所謂稟賦者，又都只在流行中．則其說又未嘗不會通為一

也．

18) 남당집, 권9, ｢여이공거(간)별지｣: 盖原是氣之所以生, 則固必因是理而有, 而究是理之得何名, 則

又必因是氣而立. 故陰陽固因太極而生, 而健順之名, 必因陰陽而立, 五行固因太極而生, 而五常之名, 

必因五行而立…故『中庸』首章註, 先言陰陽五行之氣, 而後言健順五常之性. 



- 7 -

  理氣의 동이를 논하면서, 이는 같지만 기는 다르다고 했고, 또 기는 같지만 이는 다르다고 했고, 또 

이는 같고 기도 같다고 했고, 또 기가 다르고 이 또한 다르다고 했다. 19)

  주자의 이기동이에 대한 언급이 다양한데, 기본적 관점은 만물이 一原이냐, 異體

냐에 따라 결정된다. 남당은 주자의 동이문제를 받아들여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理氣동이를 거론했다. 20) 더군다나 本原과 末流의 틀에서 이것들을 분류시켰다.21) 

이러한 논리구조로 궁극적 실체와 현상적 개체와의 관계를 리와 기의 개념으로 설

명한다면, 성리학의 형이상학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이일분수가 성립되는 것이다.22)

  이일분수는 모든 존재자들의 보편적 존재형식이다. 남당의 관점을 따르면 이일은 

태극의 온전함이고, 분수는 기를 타고 유행하여 생기는 천차만별의 차이성을 뜻한

다. 23) 종래의 주자학에서 이일과 분수는 모두 理를 말하는 것에 비하여 남당은 이

일은 理를 專言한 것이고, 분수는 리와 기를 兼해서 말한 것이라고 본다.24) 여기서 

주자와 남당의 이일분수관의 차이점이 보인다. 

  근원으로서의 理는 하나인데 분수가 되는 까닭에 어디 있는가? 남당은 ‘因氣’25)

라고 주장한다. 리가 타는 기가 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분수가 생기는 것이 남당

의 주장이다. 기질을 빼서 분수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말하자면 리는 스

스로 분수가 될 수 없고 반드시 기질로 인하여 분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러한 의미에서 남당은 ‘分殊當兼理氣言’를 주장한다. 여기서 離看과 合看의 방법론

도 적용할 수 있다. 理氣不離의 측면에서 合看하면 분수를 찾을 수 있고, 理氣不雜

의 측면에서 分(離)看하면 이일을 찾을 수 있다. 26)말하자면 이일은 이기의 부잡한 

관계, 분수는 이기의 불리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19) 위와 같은 글:論理氣同異．以爲理同而氣異，又以爲氣同而理異，又以爲理同而氣亦同，又以爲氣異

而理亦異.

20) 이형성,「성리학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주희와 한원진의 이간 ․ 합간을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제27집, 220-223쪽.

21) 위와 같은 글, 大抵推本而言，則理同而氣異.沿流而言，則氣異而理亦異.此理氣大端不易之說也.然本

原上理同氣異處，又有理同而氣同者.末流上氣異理異處，又有理同氣同者，又有氣同而理異，理同而氣

異者.縱橫推之,乃可盡也.

22) 최영진,「노사 기정진의 이일분수설에 관한 고찰」,『조선조유학사상의 탐구』,여강출판사, 1988, 

265쪽.

23) 南塘集, 권30, 雜著, ｢이일분수설｣:盖太極之全體, 渾然無欠者, 理之一也. 乘氣流行, 不齊萬端者,

分之殊也. 然渾然無欠之中, 粲然者已備, 則理一之中, 分殊者固已具矣. 一物各具一太極, 而太極未有

不同者, 則分殊之中, 理一者亦未甞不在也.

24)『朱子言論同異考』,권1,「이기」:蓋以天地萬物之氣為分殊，天地萬物之理為理一也.然理一專以理

言，分殊當兼理氣言.太極生兩儀，即理一而分殊也.

25) 南塘集, 권27, 雜著, ｢羅整庵困知記辨｣: 理本一矣.因氣而有殊.

    위와 같은 글:理本一矣.而所以有分殊者.由其所乘之氣不齊而然也.今欲去氣質而語分殊.則殆猶離形而

索影.息聲而求響也.不知分殊何爲而有此殊也.不識分殊之由於氣質.則是將以理爲自殊而不識理之一矣.

26) 위와 같은 글: 大抵理氣不雜不離. 不離也, 故有分之殊. 不雜也, 故理未甞不一. 要見分殊, 當就不離

上, 合而看之. 要見理一, 當卽不雜處, 分而看之. 然又須知不雜不離, 只是一塲位事, 而非理一是一箇地

頭, 分殊是一箇地頭也. 朱子所謂同中識異, 異中見同者, 政謂此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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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理通氣局에 대하여 고찰해보겠다. 남당의 이통기국에 관한 설은 「李公擧

上師門書辨」에 주로 보인다. 남당은 율곡의 이통기국설을 인용하여 인성과 물성은 

기국이라고 주장한다. 리가 만수이기 때문에 기국이 있는 것이다. 만물의 성을 논할 

때는 기과 기국지리를 동시에 논해야 된다. 따라서 성은 기질에 인한 리라고 남당

은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양의 성인 건은 리가 양이란 기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리

이고, 음의 성인 곤은 리가 음이란 기에 국한되어 형성된 리이다. 27)

  그러나 남당과 논변을 벌인 외암의 생각은 다르다. 외암은 천지만물의 성이 아닌 

형체가 기국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남당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가 율곡이 말한 뜻을  “천지․만물은 기국이고 천지․만물의 리는 이통(理通)이다.”고 

하니, 이는 천지만물의 형체가 같지 않은 것만 기국으로 여기고 성이 같지 않음이 기국이 된다는 것

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율곡의 뜻이겠는가? 기국에는 기국의 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

면 이것은 기국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건순오상의 덕과 음양오행이 각기 하나에 전일(專一)한 것을 

이통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이통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통과 기국을 알지 못하면 어찌 율곡을 알 

수 있겠는가? 28)

  남당에게 율곡이 말한 기국은 형체의 다름에 인한 기국뿐만 아니라 성의 다름에 

인한 기국도 포함되어 있다. 말하자면 기국에는 반드시 기국의 리(즉 성)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남당에 있어서 성은 특히 기국을 논하는 개념이라는 것

이다. 남당은 또한 性, 理, 理通, 氣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율곡은 성으로 국한된 것을 논하고 리로 통하는 것을 말하였으니, 마치 주자의 문하에서 논한 ‘理

同이라고 말한다면 옳지만 성동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는 것과 더불어 합치된다. 대개 단지 性 자

만 말하면 통 ․ 국이 모두 성이고 단지 리라는 글자만 말하면 통 ․ 국이 모두 리이며 성과 리로 상대하

여 말하면 통은 리가 되고 국은 성이 된다. 성과 리는 다만 하나의 리이지만 성과 리는 사용하는 곳이 

다르니, 이 때문에 이미 理자가 있고 또 性자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性자와 理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태극ㆍ오상ㆍ一原ㆍ분수ㆍ천명ㆍ물성 등의 것을 일례로 잘못 알았고, 이들 성과 리를 상대하

여 말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어쩔 수 없이 理 자를 性 자로 쓰고 性자를 기질로 쓰는 등 모두 번갈아 

한 등급씩 내려놓고 다시는 이를 리로 보지 않고 성을 성으로 보지 않았으니, 이것이 과연 이름이 바

르고 말이 순리적이어서 사람들이 다른 말을 제기할 수 없단 말인가?29)

27) 南塘集, 권28, ｢이공거상서문서변｣,栗谷之論氣局曰：人之性非物之性, 氣之局也 ”又曰：“理之萬

殊, 氣之局故也, ”又曰：“萬物則性不能稟全德.” 是不但論氣而論其氣局之理也. ”何謂氣局之理?理局於

陽, 則爲健而爲陽之性, 局於陰, 則爲順而爲陰之性, 推之五行萬物, 莫不然矣.

28) 위와 같은 글, 今渠解栗谷之義, 乃曰:‘天地萬物氣局也, 天地萬物之理理通也.’ 是徒以天地萬物形體

不同者爲氣局, 而不知其性之不同者爲氣局, 此果栗谷之指乎?不知氣局有氣局之理, 則是不知氣局也. 以

健順五常之德, 陰陽五行, 各專其一者爲理通, 則是不知理通也. 不知理通氣局, 奚以知栗谷也?”

29) 위와 같은 글, 栗谷以性論局, 以理語通, 政與朱門所論‘謂之理同則可, 而謂之性同則不可’者合. 盖單

言性字則通局皆性也, 單言理字則通局皆理也. 以性與理對言, 則通爲理而局爲性. 性也理也, 雖只一理, 

曰性曰理, 用處不同, 此所以旣有理字而又有性字也. 今不知性字理字, 故於太極ㆍ五常ㆍ一原ㆍ分殊ㆍ

天命ㆍ物性等處, 一例誤認, 而至於此等性理對言處, 則不得已以理字作性字, 性字作氣質, 皆遞下一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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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당은 單言와 對言이라는 言法의 차이로 이통기국설을 새롭게 해석한다. 性字만 

단언하면, 通 ․ 局은 모두 性이고 理字만 단언하면 通 ․ 局은 모두 理이다. 즉 單言

하면 理通理局, 性通性局이 된다. 그러나 性字와 理字를 對言하면 通은 理이고 局은 

性이다. 즉 理通性局30)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남당 이통기국설의 핵심주장이며 외암

과의 논변에서 쟁점이 되는 키워드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러한 바탕위에서 

남당은 인기질의 성을 주장한다. 즉 理通性局를 통하여 남당이 리와 성을 구별하려

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주자 성리학의 이일분수는 조선에서 율곡의 이통기국

에 거쳐서 남당의 理通性局으로 발전되어 더욱더 구체화되고 의미가 다양화되었다.

3. 남당 성론의 爭點

1) 超形氣와 因氣質

  남당의 性三層說은 성에 관한 그의 독창적인 학설이다. 그의 人物性異論을 이해

하려면 무엇보다 性三層說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학설은 리와 기질로 

인한 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남당에게 성과 리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性卽理’라

는 명제에서 보면 성과 리는 같으나, 하나는 리이고 하나는 성이니 또한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개념의 차이는 기질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이다. 리는 기질 없어

도 성립되는 개념이지만 성은 반드시 기질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다.31) 

기질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과 리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기질의 측면

을 고려하면 성과 리의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2)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남당은 性三層說을 제기하였다. 즉 그는 성을 人與物皆同

之性, 人與物不同而人則皆同之性과 人人.物物皆不同之性 의 세층으로 나누어 본다. 

성은 본래 하나인데 보는 바에 따라서 세 가지 계층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다.33)

  성을 삼층으로 분류하는 근거를 남당은 성의 근원인 리에서 찾고 있다. 그는 리

를 그 의미를 따라 태극(超形氣), 건순오상(因氣質), 선악지성(雜氣質)으로 나누어 

설명한다.34) 따라서 성에는 超形氣35)의 性, 因氣質의 性과 雜氣質의 性이 있는 것

而不復看理以理, 看性以性, 此果名正言順, 人不得以異辭者耶?”

30) 임원빈은 남당이 말한 ‘通爲理而局爲性’은 통과 리, 그리고 국과 성을 연관시킨 것으로 理通性局

으로 요약한다.(임원빈,「남당 한원진의 인물성이론」,『인성물성론』,한길사, 1994, 229-231쪽 참

조).

31)性理大全 卷29, ｢性理一｣,<人物之性>: 性者物之所受. 

  朱子語類 卷94: 此性字爲稟於天者言 若太極只當說理.

  朱子言論同異攷 卷2: 理賦於氣中 然後方爲性…不因氣質則不名爲性矣.

  栗谷全書 卷10, ｢答成浩原｣: 蓋理在氣中然後爲性.若不在形質之中,則當謂之理,不當謂之性也.

  (홍정근, ｢조선학자 한원진의 性三層說과 이에 대한 임성주의 관점｣, 齊魯文化硏究제6집, 173쪽 

재인용).

32) 홍정근, 앞의 논문 참조. 

33)南塘集』卷七, 「上師門」: 元震竊疑以爲性有三層之異, 有人與物皆同之性, 有人與物不同而人則皆

同之性, 有人人皆不同之性.性非有是三層而件件不同也, 人之所從而見者, 有是三層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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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성에 대한 관점을 통하여 우리는 남당의 삼분의 논리적 사유를 충분

히 볼 수 있다. 

  성리학의 대부분의 논리는 이분의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예를 들어서 사실/가치, 

이일/분수, 이통/기국,본연지성/기질지성 등) 이러한 삼분법은 종래의 유학에서 좀처

럼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의 논적인 외암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 중에서 잡기질의 성에 대하여 두 사람은 논변이 없으나 초형기의 성과 인기질

의 성에 대하여 격렬한 논변을 벌였다. 다음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

다. 

  남당은 命과 性이 두 가지 존재가 아니지만 다만 命은 초연히 오로지 理만 말하

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 없고 性은 기질을 따라 같지 않기 때문에 偏과 全이 

있으니, 命과 性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암은 中庸首章의 “天命之謂性”을 가지고 性과 命이 같은 것이라고 남당의 관

점을 비판하였다. 

대체로 자사가 논리를 세울 때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처음 막 입을 열 때에 다만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이른다’고 말하였는데,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이 문리의 맥락이 매우 분명하다. 그런데 한덕소

는 그 구절 안에 이미 ‘명이다’라고 말하고 또 ‘성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둘로 쪼개어 하나는 

온전한 것에다 배속하고 하나는 치우친 것에다 배속하였는가 하면 하나는 같은 것에다 배속하고 하나

는 다른 것에다 배속하였다. 그렇다면 덕소는 정말로 문리를 모른 것이니 어떻게 성ㆍ명을 분변할 수 

있겠는가? 36)

  외암이 “天命之謂性”를 논거로 ‘천명=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남당처럼 성과 

명을 둘로 나누어 보면 文脈에 맞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子思의 뜻은 분명히 

“하늘이 명한 바는 바로 이 성이다”는 것에 있지 애당초 이 성 이외에 또 하늘이 

명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7)

  외암에 있어 天命, 太極, 五常, 本然은 理를 가리키는 바에 따라 이름 다를 뿐이

34) 南塘集, 권11, ｢擬答李公擧｣: 理本一也, 而有以超形氣而言者, 有以因氣質而名者, 有以雜氣質而言

者. 超形氣而言, 則太極之稱是也, 而萬物之理同矣,因氣質而名, 則健順五常之名是也, 而人物之性不同

矣, 雜氣質而言, 則善惡之性是也, 而人人物物又不同矣. 以此三言推之於聖賢論性之說, 則千言萬語, 

或異或同者, 庶見其爲一致而百慮, 殊塗而同歸矣. 所謂因氣質而名者, 於陰指其爲陰之理而名之曰順, 

於陽指其爲陽之理而名之曰健. 而亦未嘗以氣之昏明淸濁者而雜言之, 故其爲健爲順雖不同, 而其爲本善

之理則自若矣. 於木指仁, 於金指義, 義皆如此.

35) 문석윤은 “남당 자신이 즐겨 쓴 용어는 超形氣이다. 둘 차이의 의미에는 차이가 없으나 超形器가 

일반적 용어라면 超形氣는 남당 자신의 관점이 적용된 것이다”라고 본다. (문석윤, 『호락논쟁 형

성과 전개』,동과서, 2006, 265쪽).

36) 巍巖遺稿, 권12, ｢오상변｣: 大家子思立言, 都無許多說話, 一初開口, 只說得天命之謂性, 即此一句

五字, 文理血脉, 多少分曉矣. 德昭以其句內既曰‘命’, 又曰: ‘性’之故, 判以二之, 一屬之全, 一屬之偏, 

一屬之同, 一屬之異, 則德昭真不識文理矣, 何足以辨性命乎?

37) 巍巖遺稿, 권7, ｢답한덕소별지｣: 一句五字之首, 雖有‘天命’二字, 而子思語意, 則分明在天所命者, 

即是此性也, 初非外此性而復有天所命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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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실제로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존재이기 때문에 偏全이나 大小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외암은 남당이 천명과 오상을 두 가지 존재로 본다는 것, 천

명은 온전하여 치우치지 않고, 오상은 치우쳐서 온전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

였다. 

  사실 남당은 천명과 오상을 구별하는 논리 바탕에는 그의 性三層說이 자리하고 

있다. 남당에 있어서 천명과 오상은 다 본연지성의 차원에 있지만 천명은 초형기의 

성이고, 오상은 인기질의 성이며, 초형기의 성이 一原이 될 수 있으나 인기질의 성

이 오상의 다름이 있으므로 一原이 될 수 없으니 천명과 오상을 구별해야 한다. 다

시 말해서 천명은 리만 專言하는 것이고, 오상은 기를 兼해서 하는 것이므로 구별

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암은 이분법의 사유로 남당의 超形氣의 성과 雜氣質의 성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남당의 초형기의 성을 자기의 一原의 성, 즉 천명, 태극, 오상, 본연에 

배속시킨다. 그는 남당 초형기의 말을 받아들이지만 다만 남당이 오상의 실체의 벗

어나서 그것을 말하려는 방법을 비판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천명이 공허하고 실체

가 없는 존재로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38) 즉 만약 남당처럼 너무 초월적으로 

보면 성을 공허하게 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39) 인기질의 성과 잡기질의 성을 

다 기질지성으로 귀결한다. 특히 남당 인기질의 성을 본연지성으로 보는 것에 대하

여 외암이 아무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남당의 인기질의 성에 대하여 외암이 본연지성이 아닌 기질지성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한다. 외암은 주자의 “仁作義不得, 義作仁不得”를 근거로 남당 인기질의 설이 

마치 도척에게 있는 리는 악이라고 말해야지 선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순 임금에게 

있는 리는 선이라고 말해야지 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한다. 외암에

게 도척과 성인이 구별되는 성이 기질지성일 만큼 인기질의 성도 기질지성으로 봐

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질지성이 원래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만약 남당처

럼 선한 면만 보고 본연이라 하여 악한 면을 기질지성으로 하면 기질지성이 모두 

악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남당의 인기질의 성

을 단지도 아니고, 兼指도 아니며, 형이상도 아니고, 형이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신랄히 비판하였다.40) 

38) 巍巖遺稿, 권12, ｢오상변:｣ 超形器三字, 即愚一原之說也. 語本無病, 而但德昭之意必外五常之實體

而言之, 則此不過空虛渺茫無實之物也, 豈天命哉

39) 위와 같은 글: 若前言所謂太極天命者, 則合下言實理之全體, 故其至通之體, 自若之妙, 無理不該, 無

德不備. 若果欠缺於五常之一, 則惡可謂之全體? 而真有不該之理, 不備之德, 則所謂至通者空言, 而自

若者無實矣.

40)위와 같은 글: 德昭所謂五常者, 又有說焉. 其‘因氣質’三字, 卽渠自謂擴前人所未發者, 而愚意其所見

之實, 則不過於氣質之性者, 見其半而不見其半矣. 何者? 其言曰:“在木之理, 謂之仁而不可謂義；在金

之理, 謂之義而不可謂仁.”（因氣質故也.）此即其截鐵插釘之論也. 愚謂此朱子所謂仁作義不得, 義作仁

不得者, 而正猶在跖之理, 謂之惡而不得謂善；在舜之理, 謂之善而不得謂惡者也. 未知此本然之性耶, 

氣質之性耶?元來氣質之性, 也有善也有惡. 德昭所見本然, 不越其善一邊, 故於‘仁作義不得, 義作仁不

得’處, 苦說其本然之性, 而以其不仁不義惡一邊, 乃謂之氣質之性, （氣質之性. 豈盡惡也?）此其實見

之本末也. 窠坐節拍, 鐵定在氣質. 故欲移上一原, 則意不然, 欲移下氣質, 則心不甘. 而終是其離脫不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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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외암이 이분법의 관점에서 남당의 삼분법 사유, 즉 性三層說을 바라보

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운데서 잡기질의 성이 문제되

지 않았다. 기존의 기질지성으로 보는 데에 두 사람의 견해가 일치한다. 초형기의 

성은 一原의 측면에서 이해해도 문제되지 않은데 단지 오상과 구별하여 따로 설정

함에 문제가 있다고 외암이 주장한다. 인기질의 성은 쟁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외

암은 남당이 인기질이란 말을 사용해서 비난한 것이 아니다. 41) 문제는 남당이 인

기질의 성을 오상이라고 하여 본연지성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즉 두 사람의 쟁점은 

인기질의 성이 본연지성인가 기질지성인가라는 문제다. 남당이 본연지성이라고 하

는 반면에 외암이 기질지성으로 강력히 주장하여 남당의 설을 비판하였다. 

2) 單指와 兼指

  單指와 兼指는 이기를 보는 관점이다. 단지는 오로지 이만 가리키는 것이고 兼指

는 기를 겸해서 말한 것이다. 외암과 남당은 다 이와 같은 단지와 兼指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單指와 兼指의 내용이 다르다.

  외암에 있어서 單指에 속하는 범주는 一原, 本然, 理通, 形而上이 있고, 兼指에 속

하는 범주는 異體, 氣質, 氣局, 形而下 등이 있다. 여기서도 외암의 이분법 사유가 

뚜렷하게 보인다. 이것을 그의 性論에 대응시키면 인물의 성은 單指에서 같고, 兼指

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42)

  그러나 남당의 관점은 이와 다르다. 우선 만물의 성과 이기의 看法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물의 성은 오로지 리만 말하면 모두 같다. 형기가 부여받은 바를 각각 가리켜 말하면 다르다. 이

와 기가 섞인 것으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이 모두 다르다.43)

  

  여기서 그는 리기를 보는 방법을 ‘專言’(單指), ‘各指’와 ‘雜言’(兼指) 셋 가지로 파

악하고 있다. 즉 ‘單指’와 ‘兼指’ 외에 또 ‘각지’가 나온다. 물론 이것을 그의 性三層

說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남당의 경우, 單指는 초형기 영역의 萬物皆同의 성, 각지

는 인기질 영역의 人物不同의 성, 兼指는 잡기질 영역의 人人不同․ 物物不同의 성에 

각각 해당한다. 이렇게 성을 보는 관점, 즉 單指, 각기, 兼指에 따라서 성도 삼층의 

處, 重在氣一邊, 故畢竟曰: ‘氣局之理, 異體之理’, 而又苦說非氣質之性也. 此則當依其所願, 姑喚作失

所之本然, 未妨也. 但以單指ㆍ兼指言之, 屬之單指則分近於一原, 屬之兼指則勢偏於氣質, 未知單指ㆍ

兼指之外, 又有居間可指之地乎?又以形而上下言之, 謂之形而上 則與太極無辨, 謂之形而下則與氣質無

異. 未知形而上下之間, 又自有非彼非此之物乎? 

41) 위와 같은 글: 德昭所謂‘因氣質’三字, 若只作如此說, 則即愚異體之說也, 本亦未妨, 

42) 巍巖遺稿, 권12, ｢오상변｣: 大家理氣, 元只二物也. 故從上所言, 不過曰‘一原異體’, 不過曰‘本然氣

質’, 不過曰‘理通氣局’, 不過曰‘形而上形而下’. 其說每每分兩箇地頭, 上句即單指之物也, 下句即兼指之

物也. 單指ㆍ兼指之說立, 而理氣根窟, 無復餘蘊矣. 故單指則人物同而性命俱全, 兼指則人物異而全者

俱全, 偏者俱偏, 可謂一言而該之矣.

43) 朱子言論同異考, 권1, ｢이기｣: 萬物之性, 專言理, 則皆同.各指形氣所禀而言, 則不同.以理與氣雜而

言之,則人人物物皆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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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있는 것이다. 남당은 더 나아가서 “單指하면 모두 온전하고, 각지하면 온전

함과 치우침이 있고, 兼指하면 선악이 있다”44)고 지적한다.  여기서 남당의 삼분법 

사유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離看․ 合看의 방법도 통한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남당은 理氣

不雜하므로 離看할 수 있고, 不離하므로 合看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理氣를 離

看하면 초형기의 성이 되고, 合看하면 잡기질의 성이 된다. 문제는 인기질의 성이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가라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주자가 이기 不離不雜의말을 

썼듯이 이기  ‘離/合看’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다. 인기질의 단계에서 이와 기를 離

看하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등 같은 種은 성이 같고, 合看하면 인간과 사물 

등 다른 種은 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45) 이는 理氣의 不離․不雜 관계를 같이 고려한 

것이다.

  남당의 삼분법에 대해 외암은 그가 理氣의 실상을 보지 못하여, 性命의 실상을 

너무 용잡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46) 이에 남당은 만약 외암의 관점으로 하면, 즉 

형이상자인 본연이 單指가 되면, 이것을 주자가 “생지위성”장에 대한 주석 “性者, 

形而上者也”과 연결해서 볼 때, 이 章에서 나오는 성이 본연지성이 될 것이라고 반

발한다. 그러나 이것은 외암이 여기서 나온 성은 기질지성이라는 주장과 서로 모순

되고 있으므로 결국 외암의 주장이 자기모순에 빠질 것이라고 남당은 지적한다. 47)

  결국 두 사람이 각자 입장을 견지하여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논쟁을 벌였다.

3) 당시 주요 동문학자들의 관점

  남당과 외암간에 벌인 인물성동이논쟁은 그 당시 많은 동문 학자들에게 퍼졌으며 

그 들의 이론을 옹호하는 학파까지 형성되었다. 남당의 성론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

하기 위해 당시 몇 명 학자들의 관점을 살펴보겠다. 

  남당이 태극과 오상을 각각 초형기와 인기질을 보고, 리와 성을 구분하는 점에 

대해 冠峯 玄相璧은 강력히 비판한다. 그는 주자의 맑을 인용해서 ‘性=實理=五常=

太極’이라고 주장한다. 48) 뿐만 아니라 그는 우암선생의 비유, 즉 火와 車는 태극을 

44) 경의기문록, 권6: 單指則皆全, 各指則有偏全 兼指則有善惡. 

45) 이기의 이간과 합간 문제는 최영진, 조선조 유학사의 발전양상(성균관대출판부, 2005) 서론 부

분｢조선조 유학사의 분류방식과 문제점: 주리, 주기를 중심으로｣ 참조. 

   또한 이형성,「성리학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주희와 한원진의 이간 ․ 합간을 중심으로」(『한국사

상과 문화』,제27집) 참조.

46) 巍巖遺稿, 권12, ｢오상변｣: 一原之理, 則在單指而同, 本然之理, 則在單指兼指之間而不同, 氣質之

理, 則又在不同之外而不同, 性命之實, 一何冗長不聚也? 可謂支離穿鑿, 暗襍埋沒. 一言以蔽之, 直不

見於理氣之實而然耳. 

47) 南塘集, 권11, ｢擬答李公擧｣: 高明旣以形而上者, 爲本然矣, 爲單指矣.「生之謂性」章註曰：“性者

形而上者也. ”據高明說, 亦可見此章之言性, 爲本然也, 爲不雜氣者也. 然猶以此章言性爲氣質善惡者何

也? 抑此註所謂形而上者, 與孔子所言形而上者不同耶?高明於此, 又必有異論奇談矣. 

48) 冠峰遺稿권2, ｢답한덕소별지｣:朱子曰：“性是實理, 仁、義、禮、智皆具。” 又曰：“誠是實理, 無所

作爲, 便是天命之謂性。”, 又曰：“實理自然, 何爲之有? 卽太極。”觀此數條, 則性也, 實理也, 五常也, 太

極也, 不容有別。而『集註』所謂‘性卽理也’者, 其旨躍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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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고, 火의 熱、照、炎上、中黑와 車의 輪、輻、輗、軌등은 오상을 비유하는 것

을 논거로 태극과 오상을 두 가지 존재로 나누어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9) 이를 통하

여 그가 동론자인 외암의 주장과 궤를 같이함을 볼 수 있다. 

   남당이 초형기의 리 과 인기질의 성을 나누어 보는 관점에 대해 屛溪 尹鳳九는 지지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性理一而異’라고 하여 하나(一)라는 것은 성이 바로 이라

는 것이고, 다르다(異)는 것은 性의 位分이 一原인 태극과 다르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

과 리의 본뜻은 크게 다르지 않아 합치되지 않은 것은 다만 글자를 사용하는 뜻이 같지 

않다고 한다. 50) 리는 하나인데 반드시 성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또한 이가 형기속에 떨

어져 있기 때문이다. 성은 하나이지만 형기의 측면에 나아가 理만 單指하면 본연지성이

라고 하고 형기를 兼指하면 기질지성이라고 본다. 기질지성은 물론 본연지성도 형기와 

관련된 것으로 그는 파악하고 있다. 51)

  윤봉구는 公共의 理52)의 측면에서는 인간과 禽獸가 차이가 없지만, 因氣한 본연

지성의 측면에서는 인간과 금수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53) 그의 이

러한 주장은 초형기의 理단계에서는 인물의 성이 같지만, 인기질의 성의 단계에서

는 인물의 성이 상호 다르다는 남당의 견해와 같은 것이다.54) 

  鳳巖 蔡之洪은 一原處로부터 논한다면 하늘이 부여한 리는 人․ 物이 비록 같지만, 

그 異體의 측면에서 본다면 만물이 품부받은 성이 치우치고 온전함이 각각 다르다

고 본다. 그 중에서 인성이 물성과 다른 까닭은 인간이 오행의 精秀한 기를 품부받

아 오상의 성이 온전하고, 기타 사물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55)그

리고 그는 원형이정의 리와 인의예지의 성을 구분해서 원형이정의 리는 천지만물이 

다같이 얻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인의예지의 성은 만물이 서로 차이가 없을 수 없다

고 주장한다.56) 이는 남당의 견해와 동조하는 것이다. 

4.『孟子』“生之謂性”章에 대한 이해

  주지하는 바와 같이 『孟子』“生之謂性”章에 대한 주자의 주석은 남당이 인물성

49) 위와 같은 글: 愚謂性是渾然一理云者, 乃太極之謂也; 火與車, 太極之譬也; 熱、照、炎上、中黑四者, 

與輪、輻、輗、軌等十件物, 五常之譬也。以此觀之, 則老先生亦未嘗以太極、五常分作兩物看也, 決

矣。

50) 屛溪集권16, ｢答金弘甫｣:鄙詩云‘性理一而異’, 一者, 性卽理之謂也, 異者, 言性之位分, 與一原太極有

異之意也…第其性理本意, 元無大異, 而不合者只是文字下意之不同.

51) 屛溪集권9, ｢上厚齋｣戊申: 性固卽是理也, 而必謂之性而別之者, 亦以其理之墮在形氣中者而謂之也.

性一也, 而就其形氣上單指其理曰本然之性, 兼指形氣曰氣質之性.

52) ‘公共之理’는 병계가 陳北溪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성과 리의 구분에 있어서 진북계는 리를‘公共

之理’로 보고, 성을 ‘在我之理’로 본다. 

53) 屛溪集 ｢行狀｣: 性理雖本一致 自其異體禀賦而言 不容無別 理字公共之稱 性字因氣之名 以理則雖

無人獸之別 以性則烏得無偏全之分乎.

54) 홍정근, 中庸과 孟子에 나타난 性槪念의 衝突 참조.

55) 屛溪集권5, ｢上寒水先生｣辛卯:  蓋自其一原處而論之, 則天賦之理, 物、我雖同, 以其異體者而觀之, 

則物受之性, 偏、全各異…噫! 人之所以異於物者, 以其全五常之性也; 性之所以該五常者, 以其稟五行精

秀之氣也。彼飛走動植之受氣偏駁者, 豈可與稟五行精秀之氣而爲衆物之靈者, 均一性哉? 

56) 鳳巖集권9, ｢物物各具五常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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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전개하는 典據이다. 주자는 이에 대한 주석에서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였다. 

하나는 性과 生의 문제, 즉 리(형이상)와 기(형이하)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각

운동과 인의예지의 문제이다. 인간과 동물은 형이상과 형이하의 결합체로서 지각운

동으로 보면 서로 다른 것이 없지만 인의예지로 보면 서로 다르다. 즉 인간만이 인

의예지의 온전함을 받아서 만물의 영장이 된다. 이는 인간이 귀하는 까닭이다. 사람

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仁義禮智의 본성을 모두 부여받았다는 것은 남당이 人

物性異論을 펼치는 근거가 된다. 

  이 장에서 논의되는 개와 소 그리고 사람 성의 근거는 氣의 다름이다. 바로 여기

서 ‘氣가 어떻게 理가 다르게 되도록 규제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기품에 의해서 

달라진 理가 본연지성인가 기질지성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57)

 이 장에 대한 남당의 견해를 살펴보자.

주자가 이른바 “맹자가 비록 기질지성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고자의 ‘타고난 것을 성이라 한다’의 

변론에 있어서는 은미하게 그 단서를 드러냈다.”58)고 한 것은 대개 일반적으로 性을 말할 때 모두 기

질에 근거하여[因氣質] 말한 것이고, 맹자가 다른 곳에서 성을 말함은 도리어 이러한 뜻이 없었고 또

한 직접 기질지성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 장에서 犬․牛․人을 말했으니 犬․牛․人은 기질이 

갖추어진 바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질에 근거하여[因氣質] 성의 뜻을 말한 것으로서 그 昏明․强弱이 

같지 않은 단서를 은밀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59)

  

   남당은 개와 소, 사람의 性을 氣質로 인한 성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인기질의 

성은 기질지성이 아닌 본연지성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즉 『孟子』“生之謂

性”章에서 나오는 犬, 牛, 人의 서로 다른 성은 본연지성이다. 또한 『맹자집주』와 

『혹문』에서 나오는 주자의 말을 원용하여 자신의 관점을 입증하였다.60) 

  이에 외암은 이 성을 기질지성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였다. 외암의 관점을 따르

면 맹자의 성은 결국 不仁不義의 성이 되니, 그렇다면 그러한 성은 선하지도 순수

하지도 않은 것이 되고 만다. 맹자나 주자나 다 성선을 주장하였는데 외암의 주장

은 맹자와 주자의 뜻을 曲解하였다는 것이다.61)

  그럼 남당은 인성과 물성의 차이점인 인의예지의 오상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

는가? 오상에 있어서 인간과 만물은 왜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57) 최영진, 정연우,「맹자 생지위성장에 대한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해석: 인간과 자연의 도덕성 문

제」, 『儒林』제5집, 산동대학교출판사, 2006년12월.

58) 四書或問. “孟子雖不言氣質之性, 然於吿子生之謂性之辯, 則亦既㣲發其端矣.

59) 南塘集 卷十, ｢答李公擧｣. “朱子所謂: 孟子雖不言氣質之性, 然於告子生之謂性之辨, 微發其端”云

者, 蓋其凡言性者, 皆因氣質而言者(本朱子語), 而孟子言性他處, 却無此意, 又未嘗直道氣質之性. 故人

之昏明強弱之性不齊者, 皆無所從而知之, 故後人謂之不備. 然於此章, 言犬牛人字, 則犬牛人, 即氣質

之所具也. 此即因氣質言性之意, 而微發其昏明強弱不齊之端者也.

60) 이 부분의 내용은 南塘集, 권11, ｢擬答李公擧｣에 자세하여 여기서 생략하겠다.

61) 위와 같은 글: 高明以『孟子』「生之謂性」章註性字, 爲有不仁不義之分. 不仁不義之性, 亦可謂無

不善耶, 亦可謂粹然耶?朱子以爲無不善, 而高明斥之以爲不仁不義. 高明所謂無忌憚者, 無乃指如此等處

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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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는 仁義禮智의 德을 物이 모두 갖추었다고 하는데, 대개 知覺運動과 仁義禮智를 합하여 

논한 것이다.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仁義禮智의 품부 받은 것이 物은 온전하지 못하다’하셨으니, 대

개 知覺運動과 仁義禮智를 나누어 말씀하신 것이다. 어찌 物이 지각운동이 있어 그 춥고 따뜻하고 배

고픈 것을 알고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고 이익을 쫒고 해를 피하겠는가? 진실로 모두 人

과 일반이다. 지금 그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도리어 그 이치의 이와 같음을 仁義禮智라고 여긴다면, 이

는 모두 知覺運動에 仁義禮智가 있다고 보는 것이니 이른바 합하여 논한 것이다.62)

  남당은 지각운동과 인의예지를 각각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으로 배속시킨다. 

즉 지각운동의 사실적 영역에서 보면 인간과 동물은 같으나 인의예지의 가치적 영

역에서 보면 인간과 동물은 서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성과 물성의 오상 차이에 대하여 남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물이 생겨날 때 바르고 통한 氣를 얻은 자는 人이 되고, 치우치고 막힌 氣를 얻은 것은 物이 되

니, 物은 그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理의 전체를 얻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기질에 

따라 性 또한 치우치고 막혔다. 초목은 전혀 知覺이 없고 금수는 비록 知覺이 있지만 혹 한길로만 통

하여 마침내 形氣에 구애되어 그 커다란 전체를 채울 수 없다. 사람은 바르고 통한 것을 얻었기 때문

에 마음이 가장 허령하여 健順五常의 德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다. … 이것이 人과 物이 다른 까닭

이다.63)

그러나 오상은 오행 가운데 있는 秀氣의 리입니다. 반드시 그 수기를 얻은 후에야 그 리를 오상이

라고 할 수 있으니 만약 수기를 얻지 못하면 비록 그 리가 없던 적이 없지만 그래도 오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행의 수기를  다 얻었기 때문에 오상의 덕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으나, 사물

은 혹 하나의 수기를 얻었을 뿐 그 수기를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랑이․이리의 인과 벌․개미

의 의와 같은 종류는 겨우 한 덕의 밝음만을 가졌으며 그 나머지 덕은 가질 수 없습니다.64)

  이것은 인기질의 차이라고 남당은 주장하고 있다. 즉 오행지기의 차이로 인한 오

상의 차이라는 것이다. 正通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품부된 오행의 기가 온전하고 

모두 빼어나 오상의 덕 전체를 온전하고 순수하게 갖출 수 있는데 비해, 치우치고 

62) 南塘先生文集 卷二十九, ｢論性同異辨｣. “或者 以爲仁義禮智之德 物皆具焉者, 蓋以知覺運動, 仁

義禮智, 合而論之也. 朱子之謂, 仁義禮智之稟, 物不得全者, 蓋以知覺運動, 仁義禮智, 分以言之也. 何

者物之有知覺能運動者, 其知寒暖識飢飽, 好生惡死, 趨利避害者, 考皆與人一般, 今見其如此, 遂以其

理之如此者爲仁義禮智, 則此蓋於知覺運動蠢然上見, 其有仁義禮智也, 所謂合而論之者也.

63) 南塘集 卷二十九, ｢示同志說｣: 萬物旣生, 則得其氣之正且通者爲人, 得其氣之偏且塞者爲物, 物得

其偏且塞者, 故理之全體, 雖莫不得之, 而隨其氣質, 性亦偏塞. 草木則全無知覺, 禽獸則雖有知覺而或

通一路, 終爲形氣之所拘, 而不能充其全體之大. 人則得其正且通者, 故其心最爲虛靈, 而健順五常之德, 

無不備焉. … 此人物之所以殊也.

64) 南塘集, 권8, ｢與崔成仲別紙｣, 然五常者, 五行秀氣之理也. 必得其秀氣然後, 其理方謂之五常, 如

不得秀氣, 則雖未嘗無其理, 亦不可謂五常也. 人則盡得五行之秀, 故五常之德無不備. 物則或得一氣之

秀, 而不能盡得其秀. 故虎狼之仁, 蜂蟻之義之類, 僅存其一德之明, 而其餘德則不能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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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기질을 타고난 다른 존재들은 오행을 얻었으되65) 품부된 오행의 기가 치우쳐 

있고 일부만 빼어나 오상의 덕 가운데 일부분만을 거칠고 치우치게 갖추고 있다고 

본다.

  

  이상을 종합하면 남당은『孟子』“生之謂性”章에 대한 주석을 통하여 犬,牛, 人이 

서로 다른 因氣質의 性을 본연지성이라고 주장하면서, 人은 五常의 全德을 부여 받

았지만 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보아야 한

다는 人物性異論을 주장한다.

5. 맺음말 

  위에서 남당의 이기론과 성론을 고찰하였다.

  이기동이에 대하여 주자는 초년설과 만년설이 같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시기의 

논술에서도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서 주자학의 정합성이 문제된다. 

이는 후에 논쟁의 여기를 남기게 된다. 

  이기관계에 있어서 남당은 주자의 理氣不離와 不雜의 관계를 받아들여 주자설을 

시각별로 다시 정리하였다. 이기의 선후관계인 本無先后, 理先氣後와 氣先理后를 각

각 流行, 本原과 稟賦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離看과 合看의 방법을 도입해서 이에 

따르면 이기의 先后도 다르고 同異도 다르다. 

  이일분수에 대하여 남당은 이일은 理를 專言한 것이고, 분수는 리와 기를 겸해서 

말한 것이라고 본다. 남당에 있어서 이일은 理로 표현되며 분수는 性로 표현된다. 

이로서 분수인 性은 이일인 理와 서로 구분된다. 즉 만물의 리는 하늘에서 부여받

은 理一之理지만 만물의 性은 기질로 인한 分殊之理(성)라고 봐야 한다.

  이통기국에 대하여 남당은 單言와 對言이라는 言法의 차이로 새롭게 해석한다. 

性字만 單言하면, 通 ․ 局은 모두 性이고 理字만 單言하면 通 ․ 局은 모두 理이다. 

그러나 性字와 理字를 對言하면 通은 理이고 局은 性, 즉 理通性局이 될 것이다. 이

것은 남당 이통기국설의 핵심주장이다. 

  性三層說은 남당의 독창적인 학설이다. 그는 초형기의 성을 가지고 一原에서 인

물성의 같음을 주장한다, 인기질의 성은 만물이 모두 갖고 있지만 인간과 인간이 

같고 인간과 만물이 다른 성, 잡기질의 성은 만물의 種과 類의 기질차이를 고려한 

순수한 기질지성이라고 한다. 삼층의 성은 하나의 성이며 서로 연관되고, 서로 다르

다는 점에서는 서로 구별된다. 이러한 성에 대한 관점을 통하여 우리는 남당의 삼

분의 논리적 사유를 충분히 볼 수 있다.

  남당이 전거로 삼았던 『孟子』“生之謂性”章에 대한 주자의 주석을 통하여 犬,牛, 

人이 서로 다른 因氣質의 性을 본연지성이라고 주장하면서, 人은 五常의 全德을 부

여 받았지만 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보아

65) 南塘集 卷8, ｢上師門｣: 五行之氣闕一,則不得生物. 故人物之生, 雖皆均受五行之氣, 物之所受, 極

其偏駁, 故其理亦極偏駁, 豈可以此而與論於仁義禮智之粹然者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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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形氣 理氣不雜 單指(離看) 理(性)同

因氣質
理氣不雜(人․人/物․物)

理氣不離(人․物)

各指(離/合

看) 

人․人: 氣同,理同,性同

人․物: 氣異,理異,性異

雜氣質 理氣不離 兼指(合看) 人․人/物․物: 氣異,理異,性異

야 한다는 人物性異論을 주장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주자의 이기동이설로 남당의 性三層說을 다시 분

석해 보자. 超形氣의 性은 一原의 측면에서 理만 單指하고, 氣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즉 形氣의 얽매임이 없는 순수한 理66)의 단계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이

것은 성이 아니고 리이다. 이 단계에서 만물은 理同,性同이다.

  인기질의 성은 같은 종의 보편성과 다른 종의 특수성(차별성)을 같이 나타내는 

성이다. 즉 이 단계에서 성은 기질을 인한 리이다. 같은 종에서 기질이 같으므로 성

이 같고, 다른 종에서 기질이 다르므로 성도 다르다. 말하자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은 성이 같으나, 인간과 사물은 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법론에서도 理

氣를 單指도 아니고 兼指도 아닌 各指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各指는 理氣의 

不離․不雜을 동시에 고려한 개념이다. 그리하여 인기질의 단계에서 같은 種은 氣同,

理同,性同이나, 다른 종은 氣異,理異,性異이다. 이 단계에서 비록 기질이 있으나 리

의 本然됨을 해치지 못하기 때문에 리는 自若한 것이다. 즉 인기질의 성은 본연지

성이다.

  잡기질의 성은 만물의 기질차이를 고려한 순수한 기질지성이다. 즉 만물의 특수

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과 인간 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물의 성

도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만물이 천차만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차별성은 기에 

의여 생긴 것이다. 기가 다르므로 리도 다르고, 성도 다르다. 방법론에서 이기를 兼

指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氣異,理異,性異는 분명하다.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남당은 性三層說로 주자의 理氣同異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새롭게 발전

시켰다고 할 수 있다.

66) 홍정근은 초형기의 단계에서 그 존재하는 형기를 논리적으로 고려치 않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不

犯形氣), 형기의 존재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홍정근, ｢인물성동이

논쟁의 요인｣,한국사사사학제18집,4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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