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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미발’은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마음이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

(事物未至),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喜怒哀樂未發), 사려
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思慮未萌)를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미발시에 지각이 있어 마음이 어둡지 않다면(知覺不昧, 虛靈不昧), 이 때
의 미발 지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고는 주희 철학에 있어 미발지각의 
의미와 그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일단 미발시의 지각을 已發時의 
지각과 구분하고, 그러한 지각이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剝卦에서 復卦로 나아가는 그 사이의 坤卦에 대한 주희
의 분석을 살펴봄으로써 미발 상태에서도 지각의 理가 心에 내재하여 작동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발 지각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보았다. 
나아가 그러한 미발 지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논하 다. 1. 미발 지각은 
의식적인 사려분별보다 더 깊이에서 작용하는 비의도적이고 비명시적인 심

층적 지각이다. 2. 미발 지각은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생물지심 내지 천지
지심의 활동성으로서 능동적 지각이다. 3. 주희에 따르면 미발 지각에 있어
서도 能覺의 心과 所覺의 理는 구분된다. 따라서 주희에서의 미발 지각은 
능소분별의 지각이지, 불교에서 논하는 무분별지로서의 마음 자체의 자기 
자각(空寂靈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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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희노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中이라고 하고,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고 한다”1)라는 중용 의 구절에 있어 중과 

 * 본고는 몇몇 논문심사위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정지시를 받았다. 
그 지시대로 수정하는 대신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논자가 충분히 숙

고하 음을 여기서 간단히 밝혀두고자 한다. 1) ‘미발지각’이라는 식으로 
‘미발’과 ‘지각’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미발은 마음의 성만 
있고 작용이 없는 것이고, 지각은 마음의 작용인데, 둘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단 말인가? 또 미발시에는 ‘사물미지’로서 지각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지
각이 성립할 수 있단 말인가? ↔ 본고는 바로 이점을 논하고자 한 것이다. 
심이 아무 작용없이 성만 가지고 때때로 사물이 주어지면 비로소 이발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주어지기 전, 의식적 사려가 있기 전, 소위 
미발시에도 마음의 본래적 작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희가 그것을 ‘미발
지각’으로 개념화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미발시지각에
서 지각대상은 없는 것이 아니라 주희가 말하는대로 ‘소각자로서의 리’이
다. 이것 또한 본고에서 이미 논한 것이다. 2) 미발지각의 특징을 ‘심층적 
무의식적’ 지각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 아
닌가? ↔ 본고가 논하고자 한 것은 미발지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각이
라고 부르는 표층적 의식활동으로서의 이발시지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후자는 사려와 의도가 개입되 있어도 그 지각 자체는 주어진 대상을 인지

하는 수동적인 것이다. 반면 마음 심층의 활동으로서의 미발지각은 자연의 
천지지심, 생물지심의 작용과 마찬가지로 비의도적이고 무의식적이되 만물
을 생육케하는 능동적 활동성이다. 3) 주희철학에서 ‘미발’과 ‘지각’의 문제
를 그 자체 본격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곤괘나 복괘 해석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 논자가 곤괘와 복괘의 해석을 다
룬 것을 그것을 통해 미발지각의 의미가 어느 정도 밝혀지기 때문일뿐 아

니라, 미발지각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곤괘와 복괘 해석의 차이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려미맹과 지각불매를 각각 
곤괘(미발 1)와 복괘(미발 2)로 연관짓는 현대학자의 견해와 사려미맹과 지
각불매를 모두 곤괘(미발)와 연관짓고 복괘는 오히려 이발이라고 보는 퇴계 
다산의 견해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논자는 그 차이를 미발지각
의 의미를 통해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점은 본고에서 이미 충분히 보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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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미발과 이발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인가는 주희 사상의 핵심을 
이룬다. 이 핵심사상에서의 변화가 주희의 중화구설에서 중화신설에
로의 변화를 설명해준다.   
미발과 이발에 대한 논의는 단지 이론차원에서뿐 아니라 미발시의 

함양공부와 이발시의 찰식공부와 연관하여 실천차원에 있어서도 중

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미 주희에 앞서 ‘선함양 후찰식’을 주
장하는 도남학파와 ‘선찰식 후함양’을 주장하는 호남학파가 형성되었
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주희는 처음에 도남학파 李侗 아래에서 
함양공부를 통해 미발체인을 얻고자 노력하 으나 이루지 못하 다. 
그러다가 호남학파 장식을 찾아가 가르침을 들은 후 한참동안 침식

을 잊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병술년(1166년, 
37세)의 깨달음으로 중화구설을 확립하는데, 그는 당시의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물러나 깊이 생각하며 거의 침식을 잊고 지내던 중 하루는 탄식하

며 말하 다. ‘사람은 아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語黙 動靜이 비
록 다르지만, 그 大體는 已發 아닌 것이 없으며, 그 未發은 아직 발하
지 않은 것일 뿐이다.’ 이로부터 다시 의심이 없게 되고, 중용 의 뜻

다고 생각한다. 4) 주희의 미발지각이 불교의 아뢰야식과 같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여기서 심사자는 불교의 아뢰야식을 단순한 종자의 흐름인 

‘잠재식’으로만 간주하며 종자의 현행화 내지 식의 견상이분화(상분으로서
의 세계를 형성하는 작용)라는 ‘현행식’으로서의 작용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는 그가 주희에서 ‘미발의 심’을 단순한 지각능력(잠재력)의 성일 뿐, 현
실적인 지각작용은 없다고 보는 것과 상통한다. 결국 그 역시 미발의 심과 
아뢰야식을 그 측면에 있어서는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차
이는 그 둘 다를 단순한 성 또는 잠재력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
인 마음작용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본고는 사실 주희의 
미발지각을 다루고자 했을 뿐, 불교 아뢰야식과의 비교를 본격적으로 논하
고자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성리학의 미발지각은 불교의 현행아뢰야식의 
활동 및 서양철학자 라이프니츠의 미세지각과 비교할만한 주제라는 것을 

주에서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이것들의 동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
하려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한 두편의 논문이 될 것이다.    

 1) 中庸 , “喜怒哀樂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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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연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2)

여기서 大體는 맹자가 논한 대체로서 心을 의미한다. “대체는 이발
일 뿐이다”라는 것은 심은 희노애락이 이미 발한 이발의 경우에만 
칭해질 수 있는 것이고, 발하기 전의 미발은 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발은 단지 性일 뿐이다. 그러므로 미발상태를 마음으로 체인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근본은 미발의 성이며, 심은 그 성이 
발한 활용일 뿐이다. 이러한 중화구설은 “性體心用”으로 정리된다.   
그러다가 기축년(1169년, 40세)에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그로

써 중화신설이 확립되는데, 장식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옛설[중화구설]을 비교하여 고찰해보니 오히려 깊은 강령이 없음을 
알겠다. 반복 체찰하여 이치를 알고자 하면, 심을 위주로 논해야 성정
의 덕과 중화의 묘가 모두 조리있게 된다. 사람의 몸이 지각하고 운용
하는데 있어 심의 행위가 아닌 것이 없으니, 심이란 본래 몸의 주가 
되고 동정 어묵에 끊어짐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요할 때는 사물
이 아직 이르지 않고(事物未至) 사려가 싹트지 않아(思慮未萌) 一性이 
渾然하고 道義가 온전히 갖추어져 있어 中이라고 한다. 이것이 심이 
체가 되어 적연부동한 까닭이다. 動할 때는 사물이 번갈아 이르고 사
려가 싹터 七情이 번갈아 작용하고 각기 주장하는 것이 있으니 和라

고 한다. 이것이 심이 용이 되어 감이수통하는 까닭이다.3)

중화구설에 비해 달라진 것은 性 대신에 心을 위주로 논한다는 것

 2) 朱熹集 , 卷75, ｢中和舊說序｣, “退而沈思, 殆忘寢食, 一日喟然嘆曰: 人自嬰
兒以至老死, 雖語黙動靜之不同, 然其大體莫非已發, 特其未發者爲未嘗發爾. 
自此不復有疑, 以爲中庸之旨果不外乎此矣.” 

 3) 朱熹集 , 권32, ｢答張欽夫｣, “然比觀舊說, 却覺無甚綱領, 因復體察得見此理
須以心爲主而論之, 則性情之德, 中和之妙, 皆有條而不紊矣. 然人之一身, 知
覺運用莫非心之所爲, 則心者固所以主於身, 而無動靜語黙之間者也. 然方其靜
也, 事物未至, 思慮未萌, 而一性渾然, 道義全具, 其所謂中, 是乃心之所以爲體
而寂然不動者也. 及其動也, 事物交至, 思慮萌焉, 則七情迭用, 各有攸主, 其所
謂和, 是乃心之所以爲用, 感而遂通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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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적연부동한 미발의 性을 心의 體로 간주하고, 감이수통의 이발
의 情을 心의 用으로 간주함으로써, 심은 미발과 이발, 성과 정을 통
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중화신설은 “心統性情”으로 정리된
다.4) 그런데 신설이 구설과 달리 적연부동의 미발까지도 심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것을 일종의 마음의 경지로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다시금 미발체인 또는 미발시 함양공부가 이발의 찰식에 앞

선 마음공부로 강조된다.  
그렇다면 적연부동의 미발을 마음의 경지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

을 의미하는가? 마음이란 물질 또는 신체와 달리 覺性을 본질로 한
다. 깨어있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
것은 이미 마음이 활동하기 시작한 이발이 아닌가? 그런 이발과 구
분되는 미발의 마음 상태란 어떤 것인가? “사물미지”, “사려미맹”의 
미발이면서도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란 가능한가? 이것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미발시의 지각이다. 

미발일 때에도 지각이 어둡지 않은 것은 어찌 심이 성을 주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5)

 4) 주희가 병술년의 중화구설에서 기축년의 중화신설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陳來, 주희의 철학 (이종란 외 역, 예문서원, 2002), 
145쪽 이하 참조. 이상 언급한 구설과 신설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중화구설: 성체심용        ↔          중화신설: 심통성정
       성체 ꠆ꠏ 성 = 체(미발)                심체 ꠆ꠏ 심의 체 = 성(미발) 
            ꠌꠏ 성의 용=정=심(이발)               ꠌꠏ 심의 용 = 정(이발)
    성체심용의 심에서 심통성정의 심, 즉 성정을 통섭하는 심체로서의 심으로 
나아감에 따라 심 개념은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경우 심은 
단지 기질적인 형기의 기가 아니라 명한 정신적 활동성의 기로 간주되는 

것이다. 비록 주희가 형기와 심기를 명확히 구분짓고 있지는 않지만, 주희 
역시 심을 “기 중의 신령한 것” 또는 “기의 정수” 등으로 칭하면서 신체적 
형기와 구분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희의 심에 대해서는 마치는 말에서 
잠간 언급하되, 리와 기와의 관계에서 심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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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의 상태를 단지 성이 아니라 심의 경지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때에도 심이 성을 주재하기 때문이다. 미발시에 심이 성을 주재하는 
방식이 곧 “知覺不昧”인 것이다. 지각이 어둡지 않다는 것은 지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 마음이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발시
에도 지각불매라는 것은 사물이 다가오지 않고 사려가 일어나기 전

에도 마음은 이미 깨어있고 이미 지각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발 시의 지각은 바로 사려 이전의 지각인 것이다. 
본고는 이 미발시 지각이 우리의 일상적인 已發에서의 지각과 어

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희 철학에서 미발시 지각의 의미
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 그 의미를 주희의 곤괘와 복괘의 해석 속에

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未發時 지각의 특징과 지각의 일반적 조건

1. 미발시 지각과 이발시 지각의 구분

주희는 已發未發說 에서 심의 미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려가 아직 싹트지 않고(思慮未萌) 사물이 아직 이르지 않은(事物
未至) 때를 희노애락 미발이라고 한다. 이 때에는 心體가 유행하되 寂
然不動하며, 天命의 性體가 거기에 갖추어져 있다. 과불급이 없고 치
우침과 기울어짐이 없으므로 이를 中이라고 한다.6)

미발은 “事物未至”, “思慮未萌”의 “寂然不動”의 상태로 특징지워진
다. 따라서 이러한 미발시 지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물을 지각하

 5) 주희집 , 권42, ｢答胡廣仲五｣, “未發而知覺不昧者, 豈非心之主乎性者乎.”
 6) 朱熹集 , 卷67, ｢已發未發說｣, “思慮未萌事物未至之時爲喜怒哀樂之未發. 當
此之時卽是心體流行 寂然不動之處, 而天命之性體段具焉. 以其無過不及 不偏
不倚 故謂之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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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이치를 안다고 할 때의 지각이나 앎과는 구분된다. 일상적 지
각은 已發의 지각으로서 감이수통과 즉물의 결과이며 사려를 동반한 

지각이기 때문이다. 우선 일상의 지각은 卽物, 接物 내지 感物이며, 
이미 감정이 발한 상태가 된다. 주희는 대학 , ｢격물보전장｣에서 우
리의 일상적 인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致知在格物’이라는 것은 나의 知가 사물에 즉하여(卽物) 그 이치를 
궁구(窮理)하게 하고자 함을 말하는 것이다.7)

여기서는 치지라는 것이 격물에 있다는 것, 그리고 격물은 곧 卽物
과 그 물의 리를 탐구하는 궁리라는 것을 말한다. 즉물이라는 것은 
사물과 접하는 것이다. 사물과 접하는 것은 곧 마음의 기가 사물의 
기와 감응한다는 것이다. 사물에 감하게 되면 마음이 동하게 되며, 
이것이 곧 마음에 특정한 감정을 일으킨다. 이렇게 접물과 감물은 정
을 일으키며, 이 상태가 바로 희노애락의 情이 발한 已發 상태이다. 

사물에 感하여 動함이 곧 情이다.8)

사물과 접촉하고 감응하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사물을 보고 

알게 되고 동시에 호오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일상적으로 ‘지각’이라
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물과의 접촉을 뜻하며, 따라서 已發이다. 
시선의 초점이 맞춰져서 보게되고 그 의미를 따라 듣게 되는 것이며, 
지각된 것은 의식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므로 이발인 것이다. 이
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지각’은 사물의 지각이다. 지각될 
사물이 마음에 이르러야 지각이 있게 되며, 지각은 이미 지각자의 사
려분별을 따라 행해지게 된다. 나아가 일상의 지각에는 사려의 정도

 7) 대학집주 , “致知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在卽物而窮其理也.”   
 8) 주자어류 , 제5권, 성리2, 77조목 (676쪽. 이하 주자어류  인용시 제시되
는 괄호 속 쪽수는 한 번역서, 허탁․이요성 역, 청계, 1998의 쪽수에 해
당함), “感物而動, 便是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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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과불급과 치우침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발시 지각불매에서의 지각은 과연 어떤 마음상태를 말

하는 것인가? 미발시의 지각은 사려가 싹튼 이발시의 지각과는 어떻
게 다른가? 주자어류 는 이발시의 마음작용과 미발시의 마음작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문) 측은수오희노애락은 본래 심의 발이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

기가 쉽다. 측은수오희노애락 이전은 적연하고 고요한 때이지만, 그러
나 어찌 마른 나무와 같겠는가? 이목은 반드시 저절로 듣고 보며, 수
족은 반드시 저절로 움직이니, 그 때를 어찌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답) 희노애락미발은 다만 심의 미발일 뿐이다. 수족운동의 모습도 본
래 그와 같다.9)

우선 미발과 이발은 마음에서 측은수오나 희노애락이 발하기 이전

과 이후로 구분된다. 측은수오와 희노애락은 각기 사단과 칠정을 말
하는 것으로서 이런 감정은 마음이 발한 상태라서 우리가 쉽게 그 

상태를 의식하게 된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마음이 발하기 이전 미발
시에는 마음이 적연하고 고요하므로 마음 안에 어떠한 작용도 없는 

것처럼 쉽게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윗 에 따르면 미발

의 경우에도 그것이 마음이기에 어떤 활동성이 있으며, 바로 그 때문
에 마음은 죽은 고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적연한 미발에서의 마음
의 활동은 바로 耳目의 지각과 手足의 운동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적연한 미발에서의 이목의 지각과 수족의 운동은 ‘저절로’ 

그런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미발의 지각과 운동은 일정한 주의집
중과 의도에 따라 행해지며 사려되고 분별되는 우리의 일상적인 지

각이나 운동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내가 책상 위에 내 책이 놓여 
있음을 본다든가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리는 것을 듣는 것은 사물이 

9) 주자어류 , 제5권, 성리2, 37조목, (638쪽), “問: 惻隱羞惡喜怒哀樂, 固是心
之發, 曉然易見處. 如未惻隱羞惡喜怒哀樂之前, 便是寂然而靜時, 然豈得塊然
槁木. 其耳目亦必有自然之聞見 其手足亦必有自然之擧動, 不審此時喚作如何? 
曰: 喜怒哀樂未發, 只是這心未發耳. 其手足運動, 自是形體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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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와서 발생하는 지각이며 적연한 미발의 지각이 아니다. 내가 손
으로 책을 집어 든다거나 발로 방문을 향해 걸어가는 운동 역시 의

도에 따른 행동으로서 고요한 미발의 운동이 아니다. 이에 반해 미발
의 지각은 의도나 주의집중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며, 지각된 
바가 의식에 명료하게 포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려도 일어
나지 않고 호오의 감정과도 결부되지 않은 적연한 상태이다. 

2. 지각의 성립조건

그렇다면 이발에서든 미발에서든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지각의 성

립조건은 무엇인가? 다음 구절은 일상적인 이발시 지각의 성립조건
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지각은 마음의 명함이 본래 그런 것인가? 아니면 기가 그렇
게 한 것인가? (답) 기만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며, 우선 지각의 理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리만으로는 아직 지각하지 못하며, 기가 모여 
형을 이루면 리와 기가 합해서 지각할 수 있다.10)

여기에서 주희는 지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리와 기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대상을 형태를 이룬 
개별사물이라는 점에서 기의 산물로 간주한다면, 지각은 기로서의 지
각자와 지각대상만 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에 있어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소이연으로서의 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감촉과 감물과 더불어 감통할 수 있는 리가 지각의 
소이연의 리로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지각자와 지각대상이 둘 다 개별적 형태를 이룬 氣로 

간주되고, 그 둘 간에 지각의 관계인 감이수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10) 주자어류 , 제5권, 성리2, 24조목(632쪽), “問: 知覺是心之靈固如此, 抑氣之
爲邪? 曰: 不專是氣, 是先有知覺之理. 理未知覺, 氣聚成形, 理與氣合, 便能知
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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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리로 간주된 것이다. 리는 기의 성립조건으로 작용하되, 그 
자체가 지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11) 지각대상은 각각의 
개별적 사물로서 지각은 개별적 사물인 대상이 다른 개별적 인간인 

나에게 다가와야 성립한다.

         능각자     지각            소각자
        사물1(나)  -----------→      사물2(대상)
          기         리              기 
               (지각의 소이연) 

11) 물론 지각의 대상도 사물의 리라는 점에서 지각대상이 단지 기가 아니라 
리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각의 원리 내지 소이연으로서의 리와 지각의 
대상으로서의 리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김우형은 “주희 지식론의 체계와 
성격”(철학연구회편, 철학연구 , 제65집, 2004, 5-27쪽)이라는 논문에서 마
음에 갖추어진 리와 즉물궁리를 통하여 얻게 될 리를 지각의 원리와 지각

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마음에 구비된 ‘지각의 리’는 지각을 가능
하게 하는 주관적이며 보편적인 선험적 형식들이고, 지각을 통해 얻게 될 
‘사물의 리’는 개별 사물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대상적 리라고 보는 것이
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식은 주관적이고 선험적인 리(형식)에 기반하되, 
그 인식의 구체적 내용은 사물 자체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

다. 그는 심성에 갖추어진 선험적 보편적 리를 지각의 ‘소이연지리’로, 사
물로부터 얻게 되는 구체적 차별적 리를 지각의 ‘소당연지리’로 구분한다. 
그리고 주희철학은 사물의 소당연지리를 밝히려는 과학이 아니라, 소이연
지리를 밝히려는 철학이고 형이상학이라고 논하면서 이를 칸트의 초월철학

과 마찬가지로 ‘초월적 탐구’라고 말한다. 
  그런데 주희 성리학에서 논하는 인간 심성에 부여된 리, 태극의 리, 천지
지심의 리가 단지 세상을 인식하기 위한 주관적인 선험적 형식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관적인 형식의 리와 객관적인 사물
의 리를 이원화하여, 형식과 내용, 주관과 객관, 인간과 자연, 마음과 세계
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이원론이 되는 것이 아닐까? 성리학적 형이상학은 
오히려 태극의 리가 심성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일체 존재는 
그 리로부터의 생성이라는 것을 논함으로써, “천지만물 중 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논하고 따라서 일체 만물을 나와 같이 느끼는 仁의 정신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주희 철학에서 未發時 知覺의 의미 33

그런데 주희의 다음 구절에서는 리가 ‘지각되는 것’, 즉 지각대상
으로 설명되고 있다.   

지각되는 것은 마음의 리이고, 지각하는 것은 기의 명함이다.12)

12) 주자어류 , 제5권, 성리2, 27조목(633쪽), “所覺者, 心之理也, 能覺者, 氣之
靈也.” 여기서 기의 명함은 곧 心이다. 따라서 위 문장에 이어 “마음은 
기의 정수이다(心者, 氣之精爽)”(28조목)라고 한다.  
  주희에 따르면 지각은 지각자와 지각대상이 둘로 존재해야 비로소 성립
한다. 지각자로서의 마음인 능각자만 있고 그 안에 아무 것도 없다면, 즉 
지각되는 바의 소각자가 없다면, 지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지각을 마음의 깨어있음으로 본다면, 주희에 따르면 마음에 소각자가 없으
면 마음은 깨어있지 못한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마음에 마음의 대상이 
없어도 마음은 각성해있을 수 있지 않은가? 마음이 비어 있어도 어둡지 않
고 밝게 깨어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능소의 구분이 없이 능각자만 있
는 상태에서 지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능각자인 마음의 자기지각이 될 
것이다. 세계를 보던 눈이 문득 세계가 아니라 눈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눈이 눈 자신을 바
라볼 수 있는가? 세계를 지각하는 마음이 마음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가? 
마음의 자기자각은 불교에 있어 마음 자체를 관하는 觀心, 자기 자신의 본
성을 직관하는 見性 또는 마음의 공성을 관하는 空觀으로 불린다. 불교에 
있어서는 이것이 수행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한 단계이지만, 주희는 이 
가능성을 부정한다. 능소의 구분 없이 마음이 마음 자신을 자각한다는 것
은 눈이 눈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마음으로부
터 마음이 지각할 세계의 사물이나 그 세계의 리 또는 마음의 리를 제외시

키고 나면, 마음은 아무 것도, 마음 자신조차도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각대상인 소각자가 없다면, 능각의 작용도 없다. 소각자로서의 리를 배제
하고 능각자로서의 마음의 자기자각이 가능하다는 불교적 관점에 대해 주

희는 그것이 理보다 心을 앞세우며 리의 절대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잘못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것이 도덕적 리의 상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염려
한 탓일 것이다. 그래서 주희는 “지각의 리는 성으로서 당위의 근거인데 
불교에서는 이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지각만 알고 이 理를 없애는 까닭에 
결국은 효도해도 그만 불효해도 그만이게 되어 버린다”( 주자어류 , 권126, 
｢釋氏｣)라고 말한다. 불교가 지각만 알고 리를 없앤다는 것은 곧 능각의 마
음이 소각의 리 없이도 스스로를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주희는 
이런 식의 마음의 자기자각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점
에서 주희의 미발지각 내지 허령지각은 그 허령함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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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지각하는 주관(능각자)은 마음이고, 지각되는 대상(소각
자)은 마음 안의 리이다. 마음은 각각의 개별자의 마음이라는 의미에
서 기로 간주되지만, 신체를 이루는 형기와 구분하여 명한 기, 기
의 정수로 간주된다. 그리고 리는 그 마음에 의해 지각되는 지각 대
상인 것이다. 

          능각자         지각       소각자
       심( 명한 기)   ------------→  마음의 리 
                                 (지각의 대상)

내 마음이 내 마음 안의 리를 지각할 경우라면, 내 마음 바깥의 
사물이 내게 다가오지 않아도 지각이 성립한다. 그리고 그 상태는 외
물의 기와 교섭하는 감이수통이 아닌 적연부동의 상태이다.13) 

III. 未發時 지각: 곤괘와 복괘의 해석 

1. 坤卦와 復卦 해석의 문제점

마음이 발하지 않은 미발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지각

하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미발이란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발
이 없는 상태, 至靜의 상태이다. 주희는 이 지정의 상태를 역의 곤괘
로 설명한다.  

적 지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13) 그러나 만약 이 때 내 마음의 리에 대해 사려 분별하여 그 리를 명시적으
로 밝혀내는 작업을 한다면, 그것은 철학의 작업이지 미발지각은 아니다. 
미발지각은 사려 이전의 지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려불맹의 미발지
각의 경우에도 그것이 지각인 한, 지각되는 것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희
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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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정한 때에는 다만 지각하는 것만 있을 뿐 지각되는 것은 있

지 않다. 이는 역 의 괘에 있어 순수한 坤卦이지만, [그러나 곤괘가] 
陽이 없는 象이 되지는 않는다. 만일 復卦를 논한다면, 거기 [비로소] 
지각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논해야 한다. [따라서] 둘[곤괘와 복괘]을 
합해서 하나로 논할 수는 없다.14)

여기서 지정의 상태인 곤괘를 주희는 다음과 같이 특징짓는다. 
① 곤괘에 있어 지각자만 있고 지각되는 것은 없다. 
② 곤괘는 양이 없는 상은 아니다.

주희에서 지각이란 지각자만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되
는 것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곤괘에서 지각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지각이 없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지각은 지각되는 것이 
있게 되는 복괘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된다. 이에 근거해서 일부
의 학자들은 주희가 곤괘를 지각이 없는 “사려미맹”으로, 복괘를 지
각이 있게된 “지각불매”로 구분하 다고 해석한다. 김용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희는 미발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쓰고 있다. 하나는 곤괘로 
상징되는 단순히 사려가 싹트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복괘로 

상징되는 사려는 없으나 지각은 어둡지 않은 상태이다.15)

문석윤의 다음 주장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주자는 미발상태를 형용하면서 ‘어떠한 의식도 발생하기 이전의 상
태[사려미맹]’와 그럼에도 ‘지각이 어둡지 않다[지각불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외견상 상반된 주장을 폈으며, 사려미맹은 곤괘와 지각불

14) 주희집 , 권48, ｢答呂子約｣, “至靜之時, 但有能知能覺者, 而無所知所覺之事. 
此於易卦爲純坤, 不爲無陽之象. 若論復卦, 則須以有所知覺者當之. 不得合爲
一說矣.” 

15) 김용휘, “마음이 드러나기 전과 후”(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유학의 개
념들 , 예문서원, 2002, 277-298),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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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는 복괘와 관련하여 형상화를 시도한 바 있다.16)

이들은 둘 다 사려미맹과 지각불매를 미발에 있어 서로 다른 두 

단계로 구분한다. 그러면서 곤괘는 사려미맹으로서 미발의 지각도 없
는 상태로, 복괘는 지각불매로서 미발의 지각이 비로소 발생한 상태
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석윤도 지적하고 있듯이 퇴계는 주희의 위의 구절을 해

석하면서 곤괘를 미발로, 복괘를 이발로 설명한다.  

곤괘가 순음이지만 양이 없을 수 없음은 곧 미발의 상이다. 복괘에
서 양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곧 이발의 상이다. 그 이름과 
실제의 역이 각각 경계와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합해서 하나의 설

명으로 만들 수는 없다.17)

미발이 곤괘와 복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조선의 

정조도 문제제기 하 던 것이며, 다산도 그 나름의 답을 제시한 바 
있다.      

[정조가 묻기를] 주자는 미발을 논하면서, 혹 복괘가 거기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혹 곤괘가 거기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 으

니, 양 설 중 어느 설로서 정론을 삼아야 합니까? [다산이 답하기를] 
程子는 복괘가 거기 해당한다고 보고, 주자는 곤괘가 거기 해당한다
고 보았음이 혹문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곤괘는 순수한 靜
이고, 복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각기] 미발과 이발로 비
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18)

16) 문석윤, “퇴계의 미발론”(퇴계학연구원 편, 퇴계학보 , 제114집, 2003, 
1-44), 8-9쪽.  

17) 퇴계, 朱書講錄刊補 , 권3, “坤卦純陰不能無陽, 乃未發之象. 復卦一陽初動, 
乃已發之象. 其名色地頭, 各有界限, 不得合爲一說也.”

18) 다산, 중용강의 , 권1, 7, 여유당전서  권4, 249쪽, “御問曰, 朱子論未發, 
或以復卦當之, 或以坤卦當之. 兩說之中, 當以何說, 爲定論耶? 臣對曰, 程子
以復卦當之. 朱子以坤卦當之, 見於或問. 臣以爲坤卦純靜, 復卦始動, 以之喩
未發已發, 則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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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해석 중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일

까? 주희에게 있어 곤괘는 정말로 미발의 지각도 없는 상태이며, 미
발의 지각은 복괘에서 비로소 시작되는가? 아니면 퇴계나 다산의 말
대로 복괘는 이미 이발의 상이므로, 복괘가 나타내는 지각은 이미 이
발지각이며 미발지각은 곤괘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인가?

      김용휘, 문석윤   퇴계, 다산    대답되어야 할  물음    
곤괘: 미발 1(사려미맹)     미발  : 미발로서 지각이 있는가, 없는가?
복괘: 미발 2(지각불매)     이발  : 미발인가, 이발인가?

괘상에서 어디까지를 미발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것이 미발

을 어떤 상태의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기에 중

요하다. 미발은 곤괘에 그치는가, 복괘까지도 그에 해당하는가? 지각
불매의 지각은 곤괘의 것인가, 복괘의 것인가?

2. 해석의 시도

바른 해석의 관건은 퇴계도 강조하고 있듯이 ‘곤괘가 순음이지만 
양이 없을 수 없다’는 데에 놓여 있다고 본다. 곤괘는 표면적으로 보
면 본래 6효가 모두 음효가 되어 양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희는 곤괘가 ‘② 양이 없는 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곤괘에서도 양
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즉 양은 단지 사
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드러나는 방식의 已發
은 아니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즉 未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곤괘
에도 양의 기운이 비록 드러나지 않은 방식으로일지라도 내재해 있

음을 주희는 剝卦에서 復卦로의 이행 과정을 통해 설명한다. 
  

박이라는 괘는 여러 양효가 다 떨어져 나가 이미 없어지고 오직 상

구 한 효만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마치 큰 과실 하나가 먹히지 않
고 남아 장차 다시 생겨날 이치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상구의 효마
저 변하면 순수한 음이 된다. 그러나 양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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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위에서 변하면 곧 아래서 생겨나 잠시 동안도 그침을 허용하

지 않는다. 성인은 이러한 이치를 밝힘으로써 陽과 군자의 道가 없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누군가 말하기를 ‘양이 다하게 되면 
순곤이 되는데, 어찌 다시 양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이에 
답하기를 ‘괘를 달에 배정해보면 곤은 시월에 해당한다. 기가 없어지
는 것으로 말하면 양이 다하여 坤이 되지만, 양이 다시 생겨 復이 되
니 양은 일찍이 없어진 적이 없다. 위에서 없어지면 다시 아래서 생겨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월을 일컬어 陽月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월
에] 양이 없다고 생각할까봐 염려하기 때문이다.’19)

맨 위 효만이 양효인 박괘에서 모두가 음효인 곤괘를 지나 그 양

이 다시 아래에서 시작되어 맨 아래 효만이 양효인 복괘가 된다. 문
제는 박괘에서 양이 완전히 없어져 순곤이 된다면, 양이 하나도 없으
니 어떻게 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곤괘는 양이 아
직 발하지 않은 미발이다. 그러나 주희는 거듭 곤괘에 있어서도 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양은 완전히 없어질 리가 없다”
는 것이다. 곤괘에서 양이 없어지지 않기에 박괘에서 복괘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그 사이의 곤괘에서도 양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
는 것이다. 양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음양변화의 이치인 理가 소각자로
서 남아 있다는 말이다.20) 결국 곤괘에서도 소각자인 리가 남아있으

19) 근사록 , 권1, 9. “剝之爲卦, 諸陽消剝已盡, 獨有上九一爻尙存, 如碩大之果
不見食, 將有復生之理. 上九亦變則純陰矣. 然陽無可盡之理, 變於上則生於下, 
無間可容息也. 聖人發明此理以見陽與君子之道不可亡也. 或曰: 剝盡則爲純坤, 
豈復有陽乎? 曰: 以卦配月則坤當十月, 以氣消息言, 則陽剝爲坤, 陽來爲復, 
陽未嘗盡也. 剝盡於上則復生於下矣. 故十月謂之陽月, 恐疑其無陽也.”

20) 이처럼 박괘와 복괘 사이의 곤괘에서도 양의 기운과 리는 남아 있어야 한
다는 것, 따라서 곤괘에서도 비록 드러나지 않는 미발의 방식으로라도 심
의 작용인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심 내지 혼의 활동을 단지 드러난 

의식 차원의 것으로만 한정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것이 불교에서 제8아뢰야식의 존재를 논증하는 한 근거이다. 마음인 識의 
작용 중 의식적 작용(제6의식)이나 의지적 작용(제7말나식)은 현재적으로 
드러나 의식에 포착가능한 식이다. 그래서 이를 現行識이라고 한다. 성리학
의 已發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런 현행식의 작용은 꿈 없는 잠에 있
어서나 기절 또는 깊은 삼매에 있어 단절을 겪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희 철학에서 未發時 知覺의 의미 39

므로, 그 리의 지각이 있는 것이 된다. 곤괘에서 드러나지 않은 방식
으로 존재하는 리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방식의 지각이 바로 미발의 

지각이다. 
박괘에서 양이 맨 위에, 복괘에서 양이 맨 아래에 의식적으로 분명

하게 드러나 지각되는 것이라면, 곤괘에서 양은 드러나지 않은 방식
으로, 불분명한 무의식의 차원에 남아 있는 것이 된다. 이처럼 곤괘
에도 양이 있고 리가 있기에, 그것이 소각자가 되어 지각이 가능하
다. 이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은 미발의 지각이다. 적연의 미발에서의 
지각인 것이다.  

잠이나 기절에서 깨어났을 때 또는 삼매로부터 出定했을 때, 식은 자기동
일성을 유지한다. 이는 곧 우리의 근본식이 의식이나 말나식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작용함을 말해준다. 바로 이처럼 가장 심층의 근본식으로서 마음
의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게 하는 식을 불교는 아뢰야식이라고 부른다. 아뢰
야식은 의식이나 말나식의 활동으로 형성된 업력의 흐름, 種子들의 흐름이
다. 이 점에서 아뢰야식은 잠재식, 즉 未發의 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자는 싹터서 나무로 피어나기 마련이다. 불교는 각자의 신체와 신체에 
상응하는 기세간을 그 종자의 발현, 종자의 현행으로 간주한다. 현재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세계를 現行 아뢰야식의 활동 결과로 간주하는 것

이다. 이점에서 아뢰야식은 무의식적으로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를 형성해
내는 생물지심이며 천지지심이 되는 것이다. 성리학의 미발지각이란 이처
럼 종자를 유지하고(잠재식으로서의 아뢰야식) 또 종자를 현행시켜 세계를 
형성하는(현행식으로서의 아뢰야식) 아뢰야식의 작용을 뜻한다고 볼 수 있
다. 불교 아뢰야식에 대해서는 성유식론 , 제3권, 신수대장경 , 31권, 15
중 참조. 서양철학에서 이와 같은 무의식 차원의 혼의 활동을 철학적으

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라이프니츠가 처음이다. 성리학의 미발 지각은 
라이프니츠 철학에 있어 무의식적 지각인 ‘미세지각’에 해당한다. 그 역시 
미세지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의 표층적 의식 활동이 단절되는 꿈없는 

잠이나 기절의 예를 들어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라이프니츠, 모나
돌로지  참조. 이들 사상간에 보이는 유사성을 놓고 볼 때, 주희가 불교의 
형이상학과 심성론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 라이프니츠가 중국 성리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물론 라이프니츠의 
사상형성에 성리학이 어떤 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

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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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양이 아래로부터 다시 생겨나니, 이것이 바로 천지가 만물
을 생겨나게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도 선유들은 모두 靜을 천지지심
으로 알았으니, 이는 動의 단서가 곧 천지의 마음임을 알지 못했기 때
문이다. 도를 알지 못하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21)

모두가 음효가 되어 양의 기운이 없는 것 같은 至靜의 坤卦에도 

생물지심의 陽의 기운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기운이 아직 발하지 
않은 未發이지만, 그 안에도 천지의 理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의 논의에서 곤괘가 양이 없어 지각되는 바가 없다는 

것, 따라서 지각이 없다는 것은 다만 已發의 지각이 없다는 말일 뿐
이다. 근본적으로는 곤괘에서도 양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천지지심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은 곤괘에 있어서도 소지자로서
의 리가 있고, 따라서 지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곤괘에서의 지각은 양이 드러나기 시작한 복괘에서 양이 

사라져가는 박괘에 이르기까지의 지각인 이발의 지각과는 구분되는 

미발의 지각인 것이다. 지정의 순간, 적연부동의 순간에도 심에는 천
지의 리가 주어져 있어, 마음은 그 리를 지각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방식으로, 비명시적인 방식으로 지각하므로 이를 미발
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미발의 지각이 드러난 명시적 방식으
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 양효가 보이기 시작하는 복괘이며, 따라
서 복괘는 이발의 상이고, 복괘에서의 지각은 이발의 지각인 것이다.  

     김용휘, 문석윤  퇴계, 다산           논자
 
곤괘: 미발 1(사려미맹)   미발   = 사려미맹․지각불매: 미발시 지각  
복괘: 미발 2(지각불매)   이발   = 사려의 지각: 이발시 지각

21) 근사록 , 권1, 10. “一陽復於下, 乃天地生物之心也. 先儒皆以靜爲見天地之
心, 蓋不知動之端乃天地之心也. 非知道孰能識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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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미발 지각의 의미

1. 심층적 지각22)

복괘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양은 기의 움직임이다. 곤괘는 비록 
지정이라고 해도 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음양의 기의 근거로

서 리가 있다는 말이다. 마음의 미발 상태는 아직 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미발이지만, 그 마음 안에도 리가 있다. 지정에서
도 마음이 어둡지 않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리가 드리워져 있고 심

은 자신 안의 리를 지각한다는 말이다. 
주희는 미발의 마음이 죽은 고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마음에 부여된 리가 추상적인 이치, 사물로부터 도출되는 추상적 원
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마음은 미발시에도 바로 
그러한 리를 간직하는 살아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리가 바로 그러한 
마음의 활동성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리가 마음에 부
여되어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마음의 소각자로서의 존재이다. 이는 
곧 능각자로서의 마음의 지각활동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
발의 상태에서도 마음에 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미발 상태에서

도 마음은 리를 지각한다는 말이다. 미발이므로 마음은 그것을 비명
시적이며 비의도적으로 지각한다. 이처럼 마음에 부여된 리를 마음이 
의식에 드러나지 않은 방식으로, 즉 비명시적이고 비의도적 방식으로 
지각하는 것이 곧 미발의 지각이다. 한 마디로 미발의 지각은 비명시

22) ‘심층적’이라는 말로써 논자는 ‘의도적이고 명시적인 의식’보다 더 깊은 차
원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이고 비명시적인 심리 활동’을 뜻한다. 이를 ‘무
의식적 또는 전의식적 심리활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무의식개념을 
둘러싼 복잡한 논의와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냥 ‘심층적’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앞의 주 15)에서 언급한 불교에서의 제7말나식이나 제8아뢰야식 등
이 제6의식보다 심층적인 마음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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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비의도적인 무의식적 마음활동, 곧 심층적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발시에 마음이 마음의 리를 지각한다는 것은 곧 마음이 

그 리로부터의 세계를 지각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미발에서의 마음
활동을 의식되거나 분별되지 않은 사려미맹이되 지각불매라고 말하

며, 그 지각을 이목이 저절로 세계를 보는 지각으로 설명하는 것이
다. 결국 미발지각은 나의 임의대로 또는 나의 의도대로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무의식적, 무의지적 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주체는 분명 마음이라는 것이다. 
미발에서도 “심이 성을 주재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발지각은 나의 
의도나 관심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무의
식적인 심층적 주체를 신체적 기의 작용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 
그 무의식적 지각작용이 분명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주자어류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 심이 생각하고, 귀가 듣고 눈이 보고 손이 잡고 발이 밟는 것
은 기가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기가 운행하는 데에, 
반드시 그것을 주재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답) 기 중에 본래 신령한 
어떤 것이 있다.23)

미발에서의 지각과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 주재자를 기 중의 신

령한 것으로서 마음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허령한 주체, 적연한 미발
의 마음 자체가 지각활동을 하는 것이다.  

허령한 것은 본래 마음의 본체이지, 내가 비게 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이목이 듣고 보지만, 보고 듣게 하는 자는 마음이니, [마음에] 
어찌 형상이 있겠는가?24)

23) 주자어류 , 제5권, 성리2, 38조목(639쪽), “心之所思, 耳之所聽, 目之所見, 
手之持, 足之履, 似非氣之所能到. 氣之所運, 必有以主之者? 曰: 氣中自有箇
靈底物事.”

24) 주자어류 , 제5권, 성리2, 39조목(640쪽), “虛靈自是心之本體, 非我所能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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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자체가 허령과 미발의 적연함 가운데 세계의 리와 그 리에 

따른 세계를 비의도적이고 비명시적인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지각하

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처럼 미발지각이 마음 안의 리를 지각하
는 것이면서 그것이 곧 세계의 지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가? 

2. 능동적 지각: 천지지심 내지 생물지심의 활동성 

미발 시에 심이 세계를 지각한다는 것은 곧 그 심의 활동을 통해 

세계가 형성된다는 것, 따라서 미발시 지각은 이발시 지각처럼 수동
적 지각이 아니라 능동적 지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희에 따르면 
심 안에 부여된 리는 죽은 추상적 이치가 아니다. 그것은 만물을 생
겨나게 하는 리, 음양과 오행을 낳는 천지의 리인 것이다. 각자의 마
음이 그 리를 지각한다는 것은 그 지각활동 안에서 그 리가 실현된

다는 말이다. 미발에서 리의 지각을 통해 각자의 마음은 그 리를 실
현하는 마음, 즉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생물지심 내지 천지지심의 마
음이 된다. 따라서 미발 지각의 마음은 바로 천지지심이다. 그러므로 
미발의 지각은 수동적 지각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낳는 능동적 지각
인 것이다.
주희는 복괘에서 “하나의 양이 아래로부터 다시 생겨나니 이것이 

바로 천지가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곧 곤괘에서 “양은 일찍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천지
지심은 단절 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발 상태에서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와 세계의 이치는 천지지심으로서의 우리 마음이 미발 

상태에서 생성시킨 세계와 그 세계의 리인 것이다. 미발 상태에서 천

也. 耳目之視聽, 所以視聽者卽其心也, 豈有形象?” 형상이 없는 심은 형상화
되고 물질화되는 기와는 구분된다. 심이 비록 기로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심이 되는 기와 신체를 형성하는 기질적 기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

다. 이점에서 성리학자들은 심을 “기의 정수”라고 하여 구분하기도 하고, 
아예 心氣와 形氣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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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심의 활동으로 세계가 생성되면, 그렇게 생성된 세계 사물과의 
기의 교감을 통해 이발의 지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
발의 중과 이발의 화가 결합된 중화가 천하의 大本이고 達道이면서, 
만물을 그 안에 위치시키고 만물을 그로부터 생하게 하는 근원적 힘

이 되는 까닭이다. 이것이 바로 주희의 중화논의가 바탕을 둔 중용
의 구절이 의미하는 바이다.    

희노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中이라고 하고, 발하여 모두 절
도에 맞는 것을 和라고 한다. 중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는 천하의 
두루 통하는 도리이다.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거기에 자리잡고, 만물
이 그로부터 생육한다.25)

  
우리가 일상의 이발상태에서 세계사물을 지각하고 세계의 이치를 

관찰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미발 상태에서 세계를 지각

하고 있기 때문이다.26) 이렇게 해서 미발의 세계지각(능동적 생성)과 
이발의 세계지각(수동적 반 )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음에는 이발과 미발 사이에 간격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러하니, 어디에서 이발과 미발을 잘라낼 수 있겠는가?27)

25) 중용 , 서장, “喜怒哀樂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
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26) 이점에서 논자는 우리가 대상과의 접촉인 격물을 통해 인식하게 되는 사물
의 리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부여된 태극의 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객관적 리(지각대상)는 소당연지리, 선험적인 
지각의 리(주관적 형식)는 소이연지리’라는 식으로 리를 이원화하고, 인간
과 세계, 정신과 물질을 이원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결국 
인간 심에서의 미발의 마음작용과 이발의 마음작용을 분리시키고, 사려미
맹의 무의식적 활동과 사려적인 의식적 활동을 갈라놓는 것이 되기 때문이

다. 무의식과 의식의 철저한 분리는 “무의식이 곧 신”이라는 라깡식 사유
에 따르면 결국 신과 인간의 철저한 분리가 된다. 

27) 주자어류 , 권5, 성리2, 35조목(637쪽), “心無間於已發未發. 徹頭徹尾都是, 
那處截做已發未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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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인 미발의 지각과 의식적인 이발의 지각 사이에 간격이 없

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미발이고 여기서부터가 이발이라고 단절하여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미발과 이발, 무의식과 의식이 연
속적이라는 말이다. 의식적으로 주의집중하여 사물을 지각하고 그 이
치를 강구하는 이발의 행위가 무의식적이고 심층적인 미발의 세계지

각 위에서 행해진다는 말이 된다. 한 그루 나무를 집중적으로 바라보
며 지각할 때, 이미 그 가까운 배경이 동시에 지각되고 있으며, 그 
배경은 다시 더 먼 원경의 지각 위에서 성립한다. 그런 식으로 단절
적인 간격 없이 이어지게 된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의식적 주
의집중의 지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세계 지각의 

지평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무한히 확장된 그 무의식적 세계지각
이 곧 미발의 지각이다. 그것은 단지 배경으로 남을 뿐 구체적으로 
지각되는 것이 없으므로 아직 마음이 발하지 않은 미발로 간주되지

만, 그러나 그 안에 일체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것이 곤괘 안에 
양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     

3. 능소분별의 지각

유학은 의식적으로 드러난 이발의 지각과 비의도적으로 수행되는 

미발의 지각을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발에서의 표면적인 능소
의 분별, 지각자인 심과 지각대상인 리의 분별은 그 구분이 사라질 
것 같은 미발 상태에서도 실은 계속된다.28) 마음은 리를 지각함으로
써만 마음으로 존재한다. 능각자로서의 마음과 소각자로서의 리가 서

28) 여기에서 논자가 ‘유학이 심과 리를 구분했다’고 말하는 것은 리를 객관적 
리와 주관적 리로 분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구분이다. 나아가 유학은 
심과 리를 구분하되 그 둘을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불교
는 리를 심의 리로 간주하고, 심 밖에 리가 따로 없다고 봄으로써 리를 심 
아래 종속시킨다. 이렇게 해서 불교는 心을 宗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유학자로서의 주희는 어디까지나 理를 종으로 삼는다. 따라서 심이 
리를 초월하고자 하면, 심은 더 이상 심이 아닌 것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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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는 것으로 함께 하는 그러한 능소의 분별 위에서만 지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은 虛이고, 리는 實이다. 마음을 채우
는 實의 理가 없다면 마음은 허무이고 공적이며 죽은 고목과도 같은 

것이 된다. 허의 마음을 채우는 실의 리가 본성으로 존재해야만 마음
은 천지지심이 되고 생물지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주희에 따르면 가장 적연부동한 미발의 상태에서도 

마음이 지각하는 것은 마음 자신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리일 뿐이

다. 마음은 오직 마음을 채우는 리를 지각함으로써만 마음이 된다. 
마음은 끝까지 허령한 마음 자신을 알 수 없다. 마음이 마음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끝내 능각자인 마음과 소각자인 리의 분

별, 능소분별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미발지각에 있어서도 마음이 리의 지각으로서만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란 세계를 생성하는 ‘生物之心’으로서만 마
음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 주희에 있어 인간의 
마음이란 리와 리로부터 생성되는 세계와의 결속성을 벗어날 수 없

다는 것을 뜻한다. 마음 심층의 무의식에 있어서조차, 혼 가장 내

면의 핵에 있어서조차, 우리 마음은 세계와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이
다. 마음이 허이고, 세계가 그 허를 채우는 상들이라면, 마음은 
상을 그려내고 그 상을 보되, 상이 다하면 함께 사라진다는 말이

다. 상을 그리는 마음 자체의 자각에는 이를 수 없다는 말이다. 
바로 이점에서 유학의 마음공부는 불교에서의 그것과 구분된다. 불

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비로써 세계를 다시 끌어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교는 그 중간 단계로서 세계를 벗어나 세계와

의 인연의 끈을 초월하는 순수 공으로서의 마음의 자기 자각이 가능

하다고 본다. 이에 반해 유학은 그러한 공관이나 見性, 觀心을 불가
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더
라도 세계를 벗어나 공적에 빠져드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유학이 마
음공부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천지지심의 자각이다. 세계와 하나로 
결부되어 있어 끊임없이 만물을 낳는 생물지심의 仁을 체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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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이다.29)  
그러므로 주희의 중화신설에 있어 미발시의 함양공부는 불교에서

처럼 정좌하고 앉아 마음이나 본성 자체를 직시하려고 하는 좌선이 

아니다. 미발의 지각을 마음 자체의 자기 자각이 아니라, 천리의 지
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의식에서나 무의식에서나 이미 세
계와 결부되어 있으며, 세계를 벗어난 자기 자각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미발의 중의 실현은 정좌나 좌선이 아니라, 일상의 마음 자세
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다. 의식적 분별작용이 대학 의 공부라면, 
미발의 마음공부인 함양은 小學 의 공부이다. 無事時의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 일상의 도, 예를 들어 물뿌리고 청소하는 일, 문밖
을 나가고 들어가며 지켜야 할 예 등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미발의 
“日常涵養工夫”는 결국 소학의 실천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적연부동한 
미발의 지각이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 자체의 자기 직관, 자기 자각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주어지는 천리의 체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V. 마치는 말

주희 철학에서 미발 지각의 논의는 인간 마음의 활동성을 일상적 

의식보다 더 심층의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음은 의식
이 그 소각자를 명료히 포착할 수 있는 이발에서만 마음으로 활동하

29) 그러나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은 대다수 유학자가 주장하듯 그렇게 空寂에 
빠져드는 것만은 아니다. 불교에서 현상세계의 본질을 공으로 보며 그 공
의 자각을 마음의 공성의 자각(空寂靈知)으로 강조한다고 해도, 그러한 공
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공 또한 공하다’
는 ‘空空’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 공관을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세계로의 복귀는 세계로부터의 철저한 분리, 순수 추상을 체험하고 난 후
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만물
을 생겨나게 하려는 ‘生物之心’이 業力에 기반한 性慾이 아니고, 願力에 기
반한 慈悲心일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그것을 仁이라고 말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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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나 의지적인 표층 활동이 멎는 순간에도 간단
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는 곧 坤卦에도 양의 기운
으로 나타나는 천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 적연부동의 靜의 상태에도 
천지지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연한 미발에도 천지
지심의 활동, 천리의 지각은 발생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미발 지
각이 뜻하는 바이다. 곤괘에 양의 기운이 남아있기에 박괘에서 양이 
사라져도 복괘에서 그 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곤괘는 박괘에서 복괘로 나아가는 단지 그 한 순간의 

괘가 아니라, 일체의 괘의 근저에 놓여 있는 바탕의 괘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그 괘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일 계기가 박괘에서 복괘
로 나아가는 그 순간, 이발의 의식이 끊어지는 그 순간일 것이다. 주
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양의 기운, 천지지리는 사라지
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박괘에서 맨 위의 양효가 없어지면 곧 밑
에서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복괘로 이어진다는 것은 박괘와 복괘 사

이에 따로 곤괘를 둘 수 없다는 말이며, 이는 곧 곤괘는 다른 63개
의 괘처럼 표면적으로 교차하며 진행되는 하나의 괘가 아니라, 일체
의 괘의 변화의 흐름 근저에 그 바탕으로 놓여 있는 괘라는 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실의 리를 담는 허의 마음 자체가 아니
겠는가? 
그러나 주희는 곤괘가 상징하는 靜을 주로 삼는 마음공부를 “先儒

들의 主靜의 공부”라고 하여 비판한다. 그것을 공적에 빠지는 불교 
식의 공부라고 보는 것이다. 유학자들은 스스로의 학을 “天命之謂性”
과 “性卽理”의 관점에서 理를 宗으로 삼는 학으로 이해하며, 따라서 
그것을 心을 종으로 삼는 불교나 氣를 종으로 삼는 도교로부터 구분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희는 신령한 것은 오로지 마음뿐이라고 말하기도 한

다. 

(문) 신령한 것은 마음인가, 아니면 성인가? (답) 신령한 것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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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일 뿐이지 성이 아니다. 성은 단지 리일 뿐이다.30)

태극이나 음양까지도 모두 마음의 리와 마음의 동정일 뿐이라면, 
마음은 현상세계의 이치나 현상세계 사물을 넘어서는 절대 초월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상세계 만물이 모두 유한하고 상대적인 것
이라면, 상대가 없는 것, 대를 끊는 것, 절대적인 것은 오로지 마음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희는 심의 절대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오로지 마음만이 상대가 없다.31)

그렇지만 유학자로서의 주희는 심의 虛보다는 리의 實을 더 중시

하고, 虛나 空의 자각보다는 理의 실현에서 더 큰 인생의 의미를 찾
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각된 세계나 지각의 원리를 벗어나 지각
자인 마음 자체의 자기 자각에 이르려고 하는 불교적 수행을 한갓 

불가능한 것, 무의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심의 자기 자각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인간은 능소분별이 사라진 절대에 이를 수 없

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각이 지각대상을 상대로 가져야 가능한 것이
기에, 즉 모든 인식이 상대적인 것이기에, 절대의 마음은 그 자신의 
인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다. 

30) 주자어류 , 권5, 성리2, 23조목(631쪽), “問: 靈處是心, 抑是性. 曰: 靈處只
是心, 不是性. 性只是理.”이렇게 마음을 강조하면 태극과 음양도 단지 그 
마음의 이치이고 운동일 뿐이다. “심의 리가 태극이고, 심의 동정이 음양이
다”(心之理是太極, 心之動靜是陰陽.)( 주자어류 , 권5, 성리2, 21조목, 631
쪽).

31) 주자어류 , 권5, 성리2, 22조목(631쪽), “惟心無對.” 권근은 입학도설 에서 
天을 파자하여 一과 大의 합으로 해석하면서 一이란 無對이고 大란 無外라

는 것을 말한다. ‘하나’, ‘한’은 대가 없는 절대이다. 이 ‘한’에 존칭 ‘님’을 
더한 ‘한님’이 곧 우리 민족 본래의 신앙대상인 ‘하느님’이고 ‘하늘님’(천)
이며, 최제우가 깨달은 “내 마음이 곧 네 마음”(吾心卽汝心)의 한울님이다. 
주희가 말하는 바 심이 무대라는 것은 심이 곧 천이며 하느님이라는 말이

다. 심에 무대의 일을 강조한 것이 바로 一心이며, 불교는 이 일심을 宗으
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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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인간은 능소분별이 사라지는 절대의 순간에, 자기 자신의 자
각에 이를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마음의 자기 자각이란 불가능한 
것일까? 능소분별, 자타분별의 이 상대의 세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무분별의 지혜, 만물일체의 깨달음은 도달가능
한 경지인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꿈인가? 이에 대한 답은 오직 至
靜 미발의 무의식적 마음 상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마음

의 눈으로 관조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발지각이 생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 업의 종자가 심겨지고 그 종자가 다시 발하기 시
작하는 그 지점, 그 지점에 대한 직접적 통찰이 없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짐작이고 의견일 뿐이지, 참된 인식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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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Un-awakened Perception in Chu-Hsi’s 
Philosophy

Han, Ja-Kyoung
32)

“Un-awakened (未發)” means a condition where the mind is not 
yet awakened by contact with an object so that emotions are not 
awakened and there is no discriminative thinking. However, 
according to Chu-Hsi’s philosophy, there exists a kind of perception 
even in this condition so that the mind is not in a blank state. So 
then, what does perception in an unawakened mind me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mea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perception in an un-awakened mind. By 
distinguishing awakened perception from un-awakened perception, I 
explain that un-awakened perception is related to Gon-Gae (坤卦), 
while awakened perception is to Bok-Gae (複卦). I conclude that 
unawakened perception is an un-conscious perception, that works so 
deep and continuously that clear and distinct consciousness cannot 
perceive it. In that respect un-awakened perception is nothing other 
than the mind’s unconscious perception of the world, that is, the 
active power of the universal mind that gives rise to all things.

Keywords: consciousness, un-awakened mind, mind, equilibrium of 
the mind, gon-gae (坤卦), bok-gae (複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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