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맡(;f~;웹) 밀채매(金載海)의 /엉리팍설 전구 

-지각론(知覺論)과 미발론(未發論)을 중심으로-

조호현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1. 서 론 

본고에서는 지각론(知覺論)과 마발론(未發論)을 중심으로 김재해 

(金載海， 생몰연대 미상)의 성리학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재해는 기 

존의 철학사에서는 매우 낯선 인물이며 생애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r실록』에 따르면 그는 익위사(翊衛司) 부솔 

(副率)(1713년)을 지냈으며 서연(書鐘)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 

에 박세채(朴世宋， 1631-Hì95)의 문하에 있다가 박세채가 죽은 다음 
윤증(尹챈， 1629-1714)의 문하에 들어갔다고 한다lJ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는 정치적 반대파로부터 ‘스승을 배반했다’는 비난을 받 

기도 한다 2) 그는 사헌부의 탄핵으로 세마(洗馬)로 강등되었다가 결 

국 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3) 

짐재해가 남긴 글은 「쌍호초고(雙湖草橋)~라는 제목의 책으로 정 

리되어 있다 필사본의 형태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은 『대학(大學)cD과 『중용(中庸)~을 주석한 「학용전기(學庸塞記)J 

두 편， 김창협(金昌協， 1651-17(8)과 이희조(李喜朝， 1655-1724)에게 

보낸 서한들， 몇 편의 도설(圖說)을 담은 잡저 r서연일기(書鐘日記)J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책에는 간행 연대나 경위를 알려주 

는 정보가 담겨있지 않고 생애에 대해 알려주는 행장류의 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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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서한을 주고받았던 인물윤 스승이었던 박세채와 윤증을 비롯하 

여 김간(金幹， 1646-173:2), 송싱은(宋徵股， 1652-1720), 검장협， 이희 

조등이다. 

『쌍호초고，~에서 주로 다루아지고 있는 성리학적 주제는 지각펀과 

미발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홍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가 모 

두 검창협과의 대결의식 속에서 다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민 

이승(閔以升， 1649-1698) 등 일부 소론학자들은 지각론과 관련하여 
김창협과 논변을 벌였다. 1697년 김칭협은 민이승과 더불어 지각론 

과 관련하여 논변을 벌인다. 김창협과 민이승의 지각논변은 ]698년 

민이승의 이른 죽음으로 심화되지 못했고 더욱이 민이승의 글은 현 

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씌 지각론의 관점을 분명히 파악하기가 곤란 

하다. 그런데 『쌍호초고』에서 감재해는 민이승과 유사한 입장에서 지 

각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일관되고 연속적인 관점에서 지각본과 

미발론에 대해 논하고 있다 4)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제는 모두 김창 

협의 사상과 대립적인 관점에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이 시기의 지각론과 ul발론에서 논의되었던 푼제들은 후에 

호락논변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과 상당부분 겹쳐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호락논변의 주된 생점이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미발심 

체선불선(未發心體善不善) 등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이미 

김재해 당시의 지각론과 미발론에서 직 · 간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 

었던 주제이다 지(智)와 지각(知覺)의 체용론을 주장한 김재해 닫의 

입장은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미발심체유볼선(未發心體有不善) 등 

을 주장한 호학(湖學)의 입장파 여러모로 유사성을 지난다. 그리고 

지와 지각의 체용론을 부정한 김창협의 입장은 인물성동론(A物性同 

論)， 미발섬체순선(未發心體純훨)을 주장한 낙학(洛學)의 입장과 직접 

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4) 김재해는 1693년에 「人 L、면心댐(jf說) J 을 1fjlJ7년에 「妙꿨f쟁!宰萬物짧」을 쓴 

다 이 글은 지각론과 관떤한 것으로 특히 후자는 김장협의 지각론을 견지하 

면서 쓰여진 것이다. 마발론과 관련하여 김칭 협과 논쟁을 했던 김재해는 지각 

론에 있어서도 김창협괴 대립되는 입장윤 정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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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론(知覺論) 

1) 지(智)와 지각(知覺)으| 체용론(體用論) 

지각(知覺)이란 감각적 지각뿐만 아니라 반성적 인식까지도 포함 

하는 마음의 의식활동이다. 김재해는 지각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송 

시열(宋時烈， 1607-1689)의 견해를 따른다. 송시열은 지각을 마음의 

작용과 지(智)의 작용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이 

무릇 지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허령한 운용으로서 배고픔과 배 

부름， 추위와 따뜻함을 아는 것은 마음의 작용[心之用]이다 .. , 일 

씌 소당연(所當然)을 알고 이치의 소이연(所以然)을 깨닫는 것은 

지의 작용[智之用]이다 ... 두 가지는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으니 

흔동할 수 없다. 대개 마음은 기(氣)이다. 지(智)는 본성이다. 본성 

은 리(理)이다. 기와 리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고 또한 섞일 수 

없다 61 

김재해에 의하면 줍고 배고픔을 느끼는 감각적 지각이든 도리를 

깨치는 반성적 인식이든 지각 자체는 리와 기가 결합하여 이루어지 

는 것이다 7) 반성적 인식으로서의 지각을 지의 작용[智之用]이라고 

하지만 지는 본래 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감각적 지각으로서의 지각 

뀔 마음의 발동[心之發]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리 없이 기로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8) 김재해는 리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지각 

의 이러한 성격을 춧불에 비유하기도 한다 91 춧불은 불과 기름으로 

5) ，宋子大全』 권131 ， r看→書雜錄」 참조 

6) "雙湖草鎬」 「知覺說J (1712년)， “尤魔日， 以知覺屬心， 此朱子 -生깅11說也. 其낌; 

吳H每ïW書， 則乃以知覺寫智之用.JIt非前後異說也. 夫知覺有二. 其虛靈運用， 識

흩Q館寒援者， 心之用也. 此周程所謂知覺也. 識事之所當然、， 1펌理之所以然者， 智

~~用也 JIt伊尹所謂쳐1 覺1.fJ. 二者各有所指， 不可混倫也， 옮心氣也， 智性也 性~n
理1.fJ.. 氣與理二者， 不可離. Wî亦不可雜也"

7) 위의 책， 같은 곳， “솟知覺之所以碼知覺者， 氣乎理乎? 티， 理與氣감， 所以成쩌[1 

쩔m." 
s) 우l의 잭， 같은 곳， “其 6; 智之用폼， 물謂是智本無關於氣也? 其티; 心之發者，
뭘調是心찌無理之氣값?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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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불과 기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춧불이 이루어 

지지 않듯이 지각은 리와 기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할 수 없다 

는것이다 

그런데 김재해는 지각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도 그 두 가지 지각 

의 소이연(所以然)으로 서로 다른 것을 상정한 것 같지는 않다. 감각 

적 지각이든 반성적 인식이든 지각은 지(智)의 작용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인， 의， 예， 지는 리의 조꽉이다. 리는 각각 주관하는 것이 있다 

지각을 주관하는 근거는 지(智)라고 하는 리가 이것이다. 그러나 

지(智)는 홀로 발할 수 없다 만약 이 지(智)가 발하는 까닭을 말 

한다면 마음의 기가 아것이다. 이 때문에 마음융 말하는 경 우 반 

드시 기의 허령함[靈l을 말해야 한다. 이 기는 어찌하여 허령한 

가? 지(智)와 결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음은 이 1까 지(智)와 

결합하고 인， 의， 예 세 가지를 겸하여 통섭함으로써 밖으로 감응

히는 비의 일이 허니시 아니디. 그러므로 발하는 바가 각각 다른 

것이다- 가령 발하는 바가 측은(뼈IJ隱)으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인 

으로 응하는 것이다. 수오(꿇，관)로 드러난다변 이것은 의로써 응 

하는 것이다 사양(解讓)으토 드러나면 이것은 예로써 응하는 것 

이다. 시비(是非)로 드러나민 이것은 지(智)가 발하는 것이다. 대 

개 지(智)를 기다려 딴하는 섯은 인， 의， 예이며 스스로 발하는 것 

은 지(智)이다11)) 

지각은 지(智)와 심기(心氣)가 갤합하여 이루어진다. 마음의 츄변 

에서 말하자변 지(智)와 지각은 체와 용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지각 

9) 위의 책， 같은 곳， “識없館寒援者， 知覺m 識휩之所當然、， ↑펌理之所以然、者， 꺼、 

知覺也. 此패知覺， 謂有大小漫深之分 엄n"1쫓. 쉰日以氣而不以理也‘ →以f뿜 
마l不以氣也， Qn是天下之所謂爛也， 或有無R읍홉者， 或有無火者， 융理也값” 

1()) 위의 책 r 人心道心圖井說J (1 69:)), “仁義禮휩1 댄之뎌也， 理各有主휠 其所以主

乎知覺. 則智之理是m 然、양찍지융獨發 若듬 JU꺼以發동:첩1’ 則心之氣是tQ. 故둡 
{，、者， 必l크‘ 氣之靈. 是氣何以靈故? Ef是智也. 是以心者많삼 F휩" ~統仁義禮
주者‘ tJ.應乎外띠f)i)í感之 事不→， 故所發者 各異)_;~， 如使所發il:l於뼈IJ隱， 則是以「

應之也 tUM、훌惡， 則是以義應之m.lll於蘇讓， f\ IJ是以禮應之 t!L tH於是~F， 則是
점1之發tQ 밟i待참1而發者仁義禮 jÍ!.. 벼發者점'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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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상(精爽)한 기로 이루어진 심기(心氣)의 의식활동을 가리킨다. 

심기(心氣)의 의식활동 즉 지각에는 감각적 지각과 반성적 인식 모두 

가 포함된다. 

나아가서 지각은 감정이 드러나는 바탕이기도 하다 III 지각은 마 

음이 외부 대상과 소통하는 자리이다 지각을 통해 마음이 갖추고 있 

는 라 즉 인， 의， 예 등이 감정의 형태로 현실화된다. 예컨대 인의 

경우 그것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아이가 우 

물에 빠지려 하는 상황’에 대한 마음의 의식활동 즉 지각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지각을 주관하는 리는 지(智)이 

따. 이런 맥락에서 김재해는 인， 의， 예와 지(智)를 구분하여 “지(智) 

룹 기다려 발하는 것은 인， 의， 예이며 스스로 발하는 것은 지(智)이 

다”라고 말한다 12) 

지(智)와 체용의 관계에 있는 지각의 역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성적 인식의 근거가 무앗아냐는 것이다. 도덕 감정은 옳고 그름에 

때한 반성적 인식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율곡학파의 공 

통된 생각이었다. 김재해는 율곡학파의 이러한 생각을 이어받아 다음 

파 같이 말한다. 

무릇 마음의 지각은 리와 기를 합한 것이다. 어찌하여 그렇게 

딸하는가? 발하는 것은 기이며 발하는 근거는 라이다 허령(虛靈) 

윤 그 체이며 지각은 그 용이다. 지각이 운행하면 칠정(七情)의 조 

꼭이 갖추어진다 칠정 가운데 선과 악이 있으며 리와 기가 있다 

어찌하여 선악이라고 하는가? 인， 의， 예， 지의 단서를 도심(道心) 

이라고 이르고 귀， 눈γ 입， 코의 욕구를 인심(人心)이라고 이른다. 

111 위의 책 r四端七情分善惡탱氣圖」 참조. 

12) 뀔론 이것이 웹]의 현실적 운동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겸재해는 智와 마 
음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1는 마음에 대하여 같은 점이 하나이고 

따른 점이 둘이다 같은 점은 붓 이치플 묘합하고 만물을 주재한다는 것이 이 

껏이다 다른 점은 마음으로 智콜 운용하지만 智는 마음을 운용할 수 없으며 
따음은 발동하여 행함이 있지만 智는 발몽하여 행함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다 "(1'雙湖훨鎬」， 「妙꿨理宰萬物ID{. J U697년 J. “첩1之於心也， 所同者 所異者

二. I司者， 妙累理宰萬物是也 異者， 以心運智. I며참1不能運心， 心發有寫， 따]智發 

無쩌是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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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과 인섬이 그 바뜸을 잃지 않는 것은 선이다. 도심의 어굿남 

[差]에는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있고 인심이 흘러 l流] 인욕(人欲) 

이 된다. 어긋나고 흐르는 것이 악이다 1:11 

도덕 감정이 그 자체로 도덕적인 선악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선악의 관건은 어긋남[差l과 흐츰l流j의 여부에 있디 시단 

(四端)이나 도섬 등 발생흔적인 측면에서 월- 때 선한 도덕 감정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절도에 맞느냐[中節] 그렇지 못하냐[不 

中節]에 따라 도덕 감정에 따른 행위는 결과적으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절(Iþ節) 여부와 도덕 감정 사이를 매개하 

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반성적 인식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반성적 인식이 지(智)와 체용의 관계에 있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균 

거가 지각의 의식 활동 그 자체 속에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지(智)는 지각의 근거[所以然]이다. 지(智)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의식활동을 기-능하게 하는 근거일 뿐만 아니라 옳고 그픔 

에 대한 판단의 근거이기도 하다 지(智)와 지각의 채 용론에 따뜬다 

면 옳고 그름에 대한 핀단의 근거 혹은 기준은 의식활동으로서의 지 

각에 대하여 외재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재적인 관계에 있게 된다. 

2) 김창협(金昌協)으| 지각론에 대한 비판 

검창협과 민이승 사이에 지각논변이 별어졌던 1697년 김재해는 김 

창협이 쓴 글을 입수하여 읽고 나서 그에 관한 자신의 견해뜰 밝히 

는 글을 썼다. 그것이 「묘중파재만물설(妙꿨理宰萬物說)J 이다. 1712 

년에 쓰여진 「지각섣(知覺說)J 에서도 김창협의 지각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여기서는 이 두 글달 중심으로 김창협의 지각론에 대한 김 

13) 위의 책 r四端t情分善惡異氣l웹井說 J ， “失心之)JJ覺， ff理氣者也 fiiJH듣[之? 

發之者氣， 所以發者理lli. )，ff;_靈其體也， 솟n覺其用 也 솟n覺æt行， &Ui::;↑좁之 目 具Î，~
t情之中， 有善惡、/펀， 有R짧氣품 何謂善惡.? t義禮智之端， 謂之道心 J다[ll]흉 
之欲， 調之人心 道心A心不失}ljf者， 善lli. j원lL、之差， 有過不及 人心之流， P:>:; 

人欲 i흙與流者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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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r 묘중리재만물설」에서 김재해는 호운봉(胡雲案)과 섬번이(沈훔易) 

의 언급에 대한 김창협의 비판을 반박하고 었다. 김창협은 지(智)에 

대한 그들의 정의가 단지 지각에 대한 섣명에 그칠 뿐 본성인 지(智) 

에 대한 정의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창협에 따르면 지 

(智)와 지각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며 체와 용의 관계로 볼 수도 

없다. 지(智)는 옳고 그틈을 가라는 기준이며 리인 반면， 지각은 마 

음의 허령한 작용이며 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智)에 대하여 “뭇 

이치를 묘합한다”라거나 “천리(天理)를 포함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리모써 리를 묘합한다” “리로써 리를 포함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뿐이라고 한다 14) 

호운봉의 언급에 대하여 김재해는 ‘근거[所以]’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뭇 이치를 묘합하고 만물을 주재하는 것”은 지각 

작용이지만 묘합하고 주재하는 지각 작용의 근거[所以]는 지(智)이기 

때문에 호운봉의 지(智)에 대한 정의는 타당하다는 것이다. 

지금 호씨의 학섣은 이미 “마음의 신명(神明)"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뭇 이치를 묘합하고 만물을 주재하는 근거이다”라고 하 

였다. 이른바 “묘합한다.”， “주재한다”라는 것은 어찌 마음이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뭇 이치를 묘합하고 만물을 주 

재하는 것은 마음이며 뭇 이치를 묘합하고 만물을 주재하는 근거 

[所以]는 본성 이 다. 다만 그 ‘소이 (所以)’자를 보변 된다 15) 

김재해에 따르면 지각이란 마음의 의식 활동이며 지(智)는 의식활 

동의 근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의식활동을 하는 것은 마음이 

14) fi' 農嚴集』 권14: 1a • b, r答閔彦陣J ， “籍謂兩說只說得心之知覺， 與智字不相千涉

f뽑乃人心是非之理， 確然而有準則 홈也. 知覺RIJJlbL、虛靈之用， 神妙而不可펴IJ者 

lli 솟以知覺專寫智之用獨不可 況直以言智마乎? 且智則理也 而謂之妙뽕理. 

謂之{범天理， ßJJ是以理妙理， 以理뼈理. 팽、尤未安也" 

15) fi 雙빼l草힘』 「妙累f뿜宰萬物說J06!l7l ， “今胡a說， 많以心之神明發之， 繼之B;
所以妙累理而宰萬物， 所謂妙也宰也， 뿔不是心之寫값? 雖然、， 妙꿨理宰萬物者， 

心lli. 所以妙累理宰萬物者， 性也 {딘觀其pfr以字可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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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식활동의 근거는 지(智)이다"](ì)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김재해는 섬번이에 대한 검창협의 비판이 전적으로 부당 

한 것은 아니지만 정도텔 지나쳤다고 지적한다. 김재해에 따르면 섬 

번이가 “천리(天理) 동성(動靜)의 기틀을 포함한다.”， “인사(人事)의 

옳고 그름을 비추는 거꼴을 갖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성을 풀이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뚱이한[擇心r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김창협이 심번이의 언급에서 “동정의 기틀” 부분을 빠뜨리고 “천리 

를 포함한다”라는 말만 취해서 “리로써 리를 포함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틈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171 

「지각설」에서 김재해는 지각론에 판한 검칭협의 주장을 크게 뚜 

가지로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 각각 비판하고 있다 김재해가 지적하 

는 김칭협의 두 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김창협은 첫째， “기의 허 

령(虛靈)은 본래 지각할 수 있다. 처읍-부터 인， 의， 예， 지와는 무관 

하다"ISJ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지(智)와 지각의 체용콘을 부정하는 

것이다， 둠째， “지각은 체외 용을 겪한다께J)고 주장한다. 이것은 지각 

이 미발(未發)과 이발(E發) 모두에 결쳐 있다는 주장이다. 

첫째， 김창협은 지각의 성립 근거를 지(智)에서 찾지 않고 섬기(心 

氣)의 허령한 속성에서 찾는다. 검칭협에 의하면 정상(精爽)한 기로 

이루어진 마음은 본래 체령한 속성을 지난다. 그리고 이러한 섬기의 

허령한 속성이 지각을 까능하세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각 

의 성립 근거는 인， 의， 이11. 지와는 무판하게 된다 :!OJ 

16) 위의 책， 같은 곳， “처l之펌‘ 心 112. 所JJ옷IJ者， 챔Wo" 

17) 위의 책， 같은 곳， “口; 샘￡理動靜之機， IE釋LC./{~. ut짧易之失ill 蓋智是fEft ill

뼈理之動靜者， 非L때fiiJ 1íX'! 雖然， 所if!Jl者， 機m， ~fJl훤m 今載:t其半句， rfri將패 
天f볕三"f:以듬， 터;j:)理;며理， 欲以是寫뻐"' 則烏乎可값? f 句， 具人꿇是;1102 
짧者， liiJ歸於釋心之빼 /댄1，C、之管智;~:l， 只事 • ill. 셋、l띠心쩌IJ大， 띠i智則小 心

HIJ虛， 비i점I찍 IJ 實. χ有無)~추} 쩌之닝1] 웰者以此Iní求2， l'U한、乎不差쫓" 

18) 위의 책 r 자1覺說J ， “農岩U; 氣之f표靈， 自會옷11覺 tJJ不千t:義禮智也‘’

19) 우l의 잭， 같은 곳“‘~x. 1 1: 처l覺之暴體用， 只就-tt{~‘深體默f;C， 객Ij미兒핫 ‘’ 
~()) 짧機集L 권 1q‘ 21a ， r 침 t힘以 J ， “젊홉1먼之， 心者無ftl!， 氣|띠딘핫 펄듬， 則聚 tï.行

Zf여~~. a여 Cì ， 則屬f火 5屬E웰}‘맘F火，1값|냈k따f能i펀E光i써써”써j不l샤lfd미떼h띠lijl照!핸석爛萬物物1. 聚 ìii'껴껴之*精춰헛핫:. r故없能 

%燮싼f化k켜無￥3짧E‘ ↑↑、[쐐셈h於? 力. ‘心心;之~)9所rlμμJ↓、없없:찢靈옳’ 심具、E댐힘 
캉띔g ’ 꺼I~~n미r 1; 1씨*~、싫írR'I~ 센l、돼1~~. 동\ t,:\(? lílí 1)、H必1;IJl띠然l싫屬於仁義禮힘 셋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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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김재해는 “지각은 본래 리와 기의 

결합이다"21)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지각을 주관하는 리는 지 

(智)이다 22) 지각의 역할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옳고 그환에 대한 반 

성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다음괴 같이 말 

한다， “인， 의， 예， 지논 각각 주관하논 것이 었다. 지(智)가 주관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다 "23) 이와 같이 김재해는 옳고 그 

름을 분별하는 반성적 인식으로서의 지각이 지(智)와 체용의 관계에 

었다고 본다. 그는 지(智)와 지각의 체용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지각 

의 성립 근거를 단지 심기의 허령한 속성에서 찾는 김창협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다 

둘째， 김창협은 지각이 체와 용을 겸한다고 주장한다. 김창협에 의 

하면 지각은 심기의 허령한 속성으로 말띠암아 성립되는 의식 활동 

이다. 지각은 마음의 의식활동 능력을 가리키는 말일뿐이다， 이런 의 

미에서 검창협은 “대개 마음은 리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지 

각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었다. 지각은 그 본래적 면모[本色]이고 

리는 그 갖춘 바이다 ... 마음의 마음됨은 단지 하나의 지각일 뿐이 

다. 지각 외에 따로 마음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마음 외에 따로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다”죄)라고 말한다. 그런데 김창협에 따르면 지 

각은 미발(未發)과 이발(e發) 5:'두에 걸쳐 있다. 그는 “대개 마음의 

허령한 지각은 동정(動靜)을 꿰뚫고 체용을 겸하였다. 허령한 체(體) 

는 곧 지각이 미발(未發)에 보존되는 것이고 허령한 용(用)은 지각이 

이발(딘發)에 드러난 것이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2~1라고 말 

免寫{生外之物故'J"

21) W雙湖草鎬 r차l覺說J ， “知覺本以웰氣之合也’‘ 

22) 위의 책 r人心道心圖井說 J ， “t義禮智， 理之目也 理各有主휠. 其所以主乎있I 

覺‘則智之理是也”
23) 위의 책 r知覺說J ， “仁義禮智， 各有i'fr王 而若智之主， ~IJ在於分~Ij是非 ” 
24) í農嚴集」 권19:29a ， r答道以 J ， “蓋心有以理言者， 有以知覺言者. 知覺是其本~，

而理則其所具也 ... 답心之寫心‘ 只是←→節知覺 非於知覺外딩IJ有心， 而亦非於‘L、
之차]覺外었Ij有처II覺" 

25) 위의 책， 권HJ:3} b, r答道以J(170n ‘ “大m心之虛靈知覺， 貴動靜따暴體用 虛靈

之體 영n솟u覺之ff於未發者 虛靈之며， 댐l知짤之 해於B發 흙. 非有二i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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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각이 체와 용을 겸한다는 말의 의미는 「대학장구(大學章句)J 

의 “허령불매(虛靈不味)하여 붓 이치플 갖추고 만사에 응한다”라는 

말이나 「답반겸지(答播讓之)J 의 “마음의 지각은 곧 리를 갖추고 감정 

을 운행하는 것이다”라눈 말에서 알 수 있다 2{ìl 지각이 체를 겸한다 

는 것은 미발의 때에 미음의 지각이 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하 

며， 지각이 용을 검한다는 것은 이발의 때에 마음의 지각이 활동한다 

는 것을 말한다. 김창협에 따르면 본성과 감정은 체와 용의 관계이며 

마음은 그 둘을 통섭한다， 김창협은 본성과 감정을 통섭하는 마음의 

독립적인 역할을 지각에 부여한다. 그래서 그는 지각을 “이치될 갖추 

고 감정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김창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낌재해의 반론은 지(智)와 지각의 

채용론의 관점에 입각한다 김재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봄의 주인으로서 체와 용을 겸하는 것을 일러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이 발하는 데 나아가 깨닫는 곳을 일러 지각이라고 한 

다 이 때문에 마음과 지각이 리와 기를 합한다는 점은 저것과 이 

것이 똑같다. 체와 용을 겸하는 점과 오직 용만을 얻은 점은 같지 

않다.간) 

검재해는 마음과 지각이 리와 기의 결합이라는 점은 같지만 마음 

은 체와 용을 겸하는 반면 지각은 오직 작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김재해에 따르면 지각은 마음의 발동이며 지의 작용이다[心之發， 智

之用].2R) 말하자변 마음은 정상(精爽)한 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지와 제용의 관계를 이룹으로써 지각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마음은 

아직 지각으로 드러나기 전 즉 미발의 상태가 있고 지각활동으로 드 

26) 위의 책， 권19:32a ， r答띠以J (l i07) ， “如大學章句， 虛靈不味， 以具꿨J'WIITî應짧J 

事- 答擺課之書， 心之훗[1覺， ~p所以具此理而行JH:情 ” 
'27) ~雙湖활鎬」 「知覺說J ， “tJ 身之主짧體用， 名之H; 心也 就心之發覺處， 名之

fJ; 쩌}쩔 是以心與엿n覺， 其所以삽理氣者， i빠tt셈틀 若夫暴體用與獨得其m， Jlt 
rfrU‘不 I ，;J다 ” 

28) 위의 책， 같은 곳， “其μ ， 엠之 rfJ者 볼듭입是천1{、;無關於숲\m? 其 H; 心之發者，

ifi謂是.c.-'Í똥無理之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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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 이후 즉 이발의 상대가 있다. 김재해는 전자를 허령(虛靈)이라 

고 부르고 후자를 지각이라고 부른다 29) 지각이 현실로 드러난 지의 

작용이라면 허령은 아직 현실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심기 속에 지 

가 잠재적으로 구현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낀재해는 “지 

각은 체와 용을 겸한다”라는 김창협의 주장읍 비판하고 “지각은 따 

음의 발동이며 지의 작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3 .. 미발론(未發論) 

김재해의 미발론에 대한 고찰에 앞서 미발 개념의 의미를 논의의 

편의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미발은 @ 본성 자 

체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본성’ 혹은 경우에 따라서판 ‘본체’라고 

부르겠다.(2) 사려가 싹트지 않은 상태의 고요함의 계기에 있는 마 

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것을 ‘미발의 마음’이라고 부르겠다. Gil 

경지로서의 미발， 즉 미발의 마음이 본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형 

태로든 도달해야 할 경지를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미발 

의 경지’3이라고 부르겠다. 이 가운데 @의 개념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필자가 ‘미발의 경지’라는 개념을 설정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이다. 조선후기 미발론의 표면적인 논점은 미발심체가 순선한 

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었는가에 대해서이다. 미발심체의 순션을 주 

장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미발의 경지’라는 의미에서 미발 개념을 사 

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미발심체에도 불선이 있을 수 있다 

고 보는 입장에 대해 비판한다. 그런데 미발심체에도 불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쥬로 ‘ rJl 발의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미발 개 

념을 사용한다. 이들이 ‘미발의 경지’라는 의띠에서 미발심체가 선하 

29) 위의 책 r四端七情分善惡理氣圖까說」 “夫心之치l覺， 合理氣者也 ju]以즘之? 

혔之者氣， Jifr以發者理1Q. 虛靈其體iQ， 知覺其用1Q."

:iOl 검창협은 ‘경지’라는 의미에서 ‘境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w農嚴集」 권12， 「答權
줬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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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후기 미발논변은， 

그러므로， 단지 논쟁의 표층만을 살핀다면 서로 다른 개념 체계를 사 

용하는 두 입장간의 소득 없는 말다룹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것이다. 문제는 논변의 심층을 파고드는 일이다. 미발심체의 순선 여 

부를 둡러싸고 진행되는 조선후기 미발논변의 심층적 배경은 본체관 

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 개념규정은 논의의 

전개를 위해 상당히 유용-한 개념적 장치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김재해는 지각이 마음의 발동{心之發]이며 지의 작용[智之用]이라 

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허령과 지각을 미발과 이발로 나눈다， 허 

령이란 지가 지각으로 드라난 것은 아니지만 섬기 속에 잠재적으로 

구현된 상태 즉 미발의 마음달 말하며， 지각이란 지가 마음의 발동쓸 

통해 의식활동으로 드러난 이딴의 마음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 

재해의 미발론은 지각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발섬제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갓인지가 미발콘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한다면 미발섬처1 개념의 규정은 지각에 대한 개념 규정과 맞닿아 있 

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702년 김재해가 김창협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재해의 지각판과 미 

발론의 문제의식이 시기적으로 겹쳐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검창협은 

1702년 김재해의 미발판을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를 똥석보(洪錫輔， 

1672-1729)에게 보낸다 :lll 같은 해에 김재해는 그 펀지를 얻어보고 

거기에 대해 변론하는 달을 김창협에게 보낸다:~:!) 이 펀지에서 김재 

해는 “직경(直뼈J)과 더불어 정심(正心) 체용의 학설에 때해 토론한지 

가 지금 8년이 되었다”씨)리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낌재해는 1694 

년경에 이미 미발론과 판련하여 자신띄 입장을 정립하고 있었던 셈 

이다 지각론에 관한 겸재해의 글이 1697년경에 쓰여졌음을 감안한 

다면 그의 지각론과 미딴론은 이론적인 변에서뿐만 아니라 시기적으 

로도 겹쳐지고 있는 것이다 

겸재해에 따르면 인， 으1. 예 등의 본성은 지의 주재를 받으며 지가 

:11) J 農廳集』 권Hì， r Ð며供錫輔， (l 70~년) 

:)2) " 雙Y왜-&3_혐l』 r 與金i'I'.fll펼， (1702년)‘ 

:rll 위의 책 r與 iêfNIl렵，( ， 7()~ 년)， “與따뼈l論 Ir:.c_，體m之해， 숫今J\年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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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는 것은 지각이다. 지각은 지의 작용이므로 지의 어두움[智톱] 

은 지와 결합된 섭기의 활완전성에서 말미암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지의 어두움[첩l홉]은 의식활동으로 드러난 이발의 마음 

에서뿐만 아니라 아직 의식 작용으로 드러나기 이전 즉 미발의 마음 

에도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미발의 마음에 해당하는지의 어두움 

[智홉]이란 무엇인가? 김재해는 그것을 허령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혼 

매(홉味)라고 부른다 J1) 

검재해에 따르면 미발의 마음에는 허령한 상태뿐만 아니라 흔매한 

상태도 있다. 미발심체에또 불선이 있을 수 있다는 김재해의 이러한 

주장은 『대학』의 정심장CLE心章)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다~대학』 

정심장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수신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은 마음에 

노여워하는 바가 있으면[有所성:樓] 그 바름을 얻지 못히며， 두려 

워하는 바가 있으면[有所恐權]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有所好樂] 그 바틈을 얻지 못하며， 근심하는 

바가 있으면[有所憂愚] 그 바룹을 얻지 못한다 마음이 있지 않으 

면[心不在품]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 

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일러 ‘수신은 그 마음달 바르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껏이다.센 

김재해에 따르면 r대학』 정섬장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마음윤 

바르게 함[正心]’에서 바르게 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마음’을 작용 

의 측면에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며 이것은 첫 번째 구절에 대한 

주회의 주를 근거로 삼는 해석이다 :iLi) 그런데 김재해는 두 번째 구 

절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心不견뀔 l’이라는 말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 

34) 위의 책 r學庸쫓記上， 大學J ， “心之不存， 在動日흉聽也. 김E靜B홉妹也” 

35) l'大學章句』 正心章， “所謂修身在iE其心者， 身[，心]有所성;樓， 則不得其iE. 有所

恐權，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fllJ不得其π 有所憂‘뽑‘， &IJ不得其正 心不在훨， 視
띠i不見 聽而不聞 食ffIT不知其味. 此調修身在正其心 ” 

36) u雙湖草樞』 「大學 11心章짧體用說J ， “ iE{;、章第---節， 朱子닮11검:↑覆恐灌好樂憂‘쩡、 

더; I깐|者합心之며， 論大學者‘ 莫不짧此證之以寫j[心之心主 'JL用 →1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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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 따르면 ‘마음이 있지 않다’는 것은 동과 정 즉 이발과 미발 

을 모두를 포괄한다 :m 

무릇 ‘마읍이 보존되지 않음[心之不存l’에는 두 가지 섣멍이 있 

다. 하나는 고요하면서 보존되지 않는 것으로 흔매가 이것이다

하나는 움직이면서 보존되지 않는 것으로 방일(放速)이 이것이 

다 :iíl) 

김재해는 “방일과 흔매는 그 병이 비록 구별되지만 ‘보존되지 않음 

[不存]’이 된다는 것은 같다"39)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혼매란 고요함 

[靜]에 해당되는 마음외 병통이며 방일이란 움직임[動]에 해당되는 

마음의 병통이라는 점에서 그 둘은 서로 구분되지만 모두 ‘마음이 보 

존되지 않음[不存]’에 해당한다는 점은 같다는 것이다. 고요함에 해당 

한다는 것은 미발의 마음을 까리키므로 흔매란 미발섬체의 병똥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재해는 『대학』 정심장의 ‘마음을 바르게 함’ 

에서 바르게 해야 할 대상으쿄서의 마음에는 미발의 마음과 이딴의 

마음 모두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재해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의 뒷받침이 멸 근거를 『대학』 정심 

장의 두 번째 구절에 대한 주희의 주에서 찾는다 j'대학장구』에서 주 

희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에 보존되지 못함이 있으면 그 몸윤 검속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이것을 살펴서 경(敬)으로써 

그것을 바르게 해야 한다[敬以直之]. 그런 다음에야 이 마음이 늘 보 

존되고[此心常存l 몸이 닦여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40) 김재해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경으로써 그것을 바르게 한다’라는 언급과 ‘이 

마음이 늘 보존된다’라는 언급이다. 

:17) 위의 책， 같은 곳， “奈何獨不念夫 F →節， 所謂心不在者， 實所以該動靜乎?"

38) 위의 책， 같은 곳， “솟心之不감， 有兩項說뀔. →더， 靜때不存， 톱妹是1!2.. -_. t3; 

動而不存，放速是也”

39) 위의 책， 같은 곳， “蓋放遊與홉味， 其病雖딩IJ， 其寫不감則同也" 

40) ~大學章句』 正心章， “心有不存， 則無以檢其身 jE以君子必察sp.此， 而敬以直之

然、後J1t{"、常存， 而身無不修也 ” 



숙맡(;J:x.;핍) 밀채애(쏠載海)의 성리확실 언구 107 

근래 ‘정심’에 대해 띤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학섣이 분분하다. 

흑자는 체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고 흑자는 처l 와 용을 겸했다고 한 

다. 그런데 체를 겸했다는 학섣에는 또한 두 가지 뜻이 있다 ‘사 

유(四有)’ 가운데 제의 병을 겸했다는 것이 하나이다 용에서 병윤 

없애면 체가 저절로 바르게 된다는 것이 하나이다. 나의 견해눈 

반드시 ‘사유(四有)’가 용에 있는 병이라고 말하고 ‘삼불(三不)’윤 

체와 용을 겸하는 병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떤 

주자는 ‘삼불(三不)’의 푸에서 어찌 ‘경으로써 그것을 바묘게 한다’ 

라고 말했겠는가? 또한 어 찌 ‘이 마음이 늘 보존된다’라고 말했겠 

는가?，1I 1 

주희는 ‘삼불(三不)’ 즉 정섬장 두 번째 구절에 대한 주에서 마음 

을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경공부를 제시하고 마음이 ‘늘 보존된다’는 

것을 그 공효로 제시한다. 김재해에 따프면 주희가 마음달 바르게 하 

는 방법으로 경공부를 제시한 것과 그 공효로 마음이 늘 보존된다고 

말한 것 q로부터 정심장 두 번째 구절이 움직임과 고요함 혹은 체와 

용을 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디는 것이다. 왜냐하면， 김재해가 보기 

에， 경공부는 처l와 용을 겸하는 공부이며 ‘늘 보존된다’에서 ‘늘’이라 

는 말은 움직임과 고요함 모두에 결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421 

이와 같이 김재해는 미발 심체에도 불션이 있음을 주장하고 『대학』 

정심장에서 주회가 말하는 경공부가 미발 섬체를 바르게 하는 방법 

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재해는 『중용(中庸)cl 의 중(中)， 화(;f미 개념과 n] 발， 이발의 

개념을 관련시켜 섣명한다 w증용』에서는 “희로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未發]을 일라 중(中)이라 한다끽11고 하였다. 김재해는 『풍 

용』에서 말하는 미발은 삼정의 n]발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본성을 

41) u雙湖홉’i橋』 r大學과 心章薦體用說J ， “iû來講IE心者， 其說多횟 或EJ: 不를體也， 

或터; 暴體用. 然其所以짧體之說， 又有兩意 四有之中， 짧帶體病者， 也 去病
l앙다1 ， 具體:自正者， 也 한JI침之見， JlIJ必以四有謂:tE用z病， 三不謂通體Jtl之채 

不然， 朱子於三不之註， 1미JJ:A EI: 敬直耶? 又何l:Hì: Jlt心常仔耶?"

42) 위의 책 r學庸쫓듭니 t., 大學」‘ “없直， 송흉體用[夫 tlι rfr謂Jlt，L、1~f+， 體m땀감 
ill, " 

43) u냐]庸章句J ， “ 편;챙、哀樂之未發， 謂之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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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킨다고 생각한다. 희로애락은 감정이며 감정의 미발은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W 그런데 『중용』에서 희로애락의 ]]1 발을 본성이 

라고 하지 않고 중(냐1) 이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겸재해에 따 

르면 “본성은 그 리이고 증은 그 덕(德、)이기 "4.")) 때문이다. 다시 발해 

「중용』에서 말하는 미발은 감정의 미발 즉 본성이며 그것을 중(中)이 

라고 표현한 것은 본성의 녁이 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용』에서 말하는 미발이 본성잘 가리키는 것이라면 미발에도 불 

션이 있다는 김재해의 주;장은 무슨 의미에서일까? 검재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성은 그 리이고 중은 그 덕이다. 치우치고 기대는 

것은 증을 잃었기 때문이다. 화(和)는 감정의 덕이다， 어그러지고 뱃 

어나는 것은 화룹 잃는 것이다. 대개 중화(中和)는 성정(↑f캠n이다. 

중화를 이루는 것은[致뎌째oJ 마음이다.페;) 중， 화는 성， 정의 덕을 형 

용한 것이라면 중과 화촬 이루어내는 주체는 마음이다. 중과 화는 마 

음이 도달해야 할 이상으로서익 턱을 형용한 것이다. 펀설의 u}담은 

중， 화를 앓고 치우치거나 어긋나 있흘 수 있다는 것이따， 

미발심체에도 불선이 있다는 김재해의 주장에서 미발심체란 ‘미발 

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상태의 마음 즉 ‘미발의 마 

음’을 의미한다. 

대개 내가 말하는 마발이싼 것은 마음을 말한 것이다. 자사(子 

밍、)가 받하는 미발이란 것은 본성을 말한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하 

는가? I.~ 증용』은 마음의 미반을 말하지 않고 희로애럭의 미발을 

말했다 희로애략의 딴동을 따라 그 미발을 미루어본다떤 이것은 

과연 마음이겠는가‘ 본 성이겠는가? 쥬자의 해석은 “희로애락은 정 

이다. 그 미발은 본성이다‘’라고 하였다. 이미 본성이라 말했? 니 

마음을 말하지 않은 것븐 떤백하다 171 

14) c雙湖댄〔함I』 r學밟쫓ðC 1、， q，庸J ， “按雲!峰之듭 11: 心發j졸意， 性發웰情 떨;Fl，듭 

값? 홈쨌哀樂， 情m 其木혈. l\깨生 tß." 

~G) 위의 책， 같은 곳， “%、띠 不IL 1'1:, I(ij H; ψ者， H값? 性， 其뺑也， 이 섰챈 tß." 

1G) 위의 책， 샅은 곳‘ “ 11其엠’ ÚL "t r其德ill. !!x偏낀&írÛ‘ 是所μ、失:'I'ill ￥II쉽， ↑학~:. í:흰 
m μ;x~Tt!'Ji:텃‘ !t ，*~ ) tfu !L 옮'1'和， 꺼 ↑핍 tß 줬'1 1까l 옵， 心m ’‘ 

17) 위의 책 r떠섭'llflJ별 J(17()~ 년). "굶펀l낀;fr~띔처많， 남心 了펀所웹쉰짧，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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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해에 따르띤 「중용』의 미발 개념은 본성을 의미하며 중은 본 

성의 덕을 말하기 때문에 “미발의 중(中)에는 진실로 병똥이 있은 적 

이 없다 "481 증， 화는 성， 정의 덕으로서 마음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 

인 상태라고 한다면 마음은 중， 화를 이루어 내는 주체이다 김재해 

는 주회를 따라 다음과 감이 말한다. “따음은 성과 정을 묘합하고 증 

과 화를 이루는 근거이다페)) 그런데 현실의 마음은 중과 화의 상패 

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였으미 그것은 마음에 병통이 있기 때문이 

다. 검재해는 미발의 마음과 이발의 마윤을 구분한다. 마음에 병통이 

있다는 말은 이발의 마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발의 마음에 

도 해당되는 것이다써)) 띠발의 마음에 병똥이 있다는 것은 마발띄 

마음이 중의 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였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미땅 

의 마음이 중의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띠발심체의 병좁 

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재해는 경(敬)이 그 

방법이 된다고 말한다， 

본성이 아직 발하지 않았기에 중이라는 이픔이 었다. 그러나 이 

증을 이루는 것은 마음이다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삼가고 두려워함[폈慣恐權]이 이것이다. 능히 삼가고 두려워하눈 

것은 마음이다.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병이다. 그러니 풍 

이 성립되는 것과 성립되지 않는 것은 마음의 경(敬)과 불경(不 

敬)에 달려 있다， 중은 뭔선이 아니다 그 중을 이루기기- 어렵다 

단지 마음이 아직 발하;;q 않았을 때 능히 경으로써 그것쓸 보존하 

면 이것이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이젓이 중이 성립되는 까닭 

이다， 이와 반대되면 이른바 벙통이다 :)1) 

{生 何以言之? 中庸不fl; 心未發， 1띠B: 홉환哀樂未發. 從喜感哀樂之發， 以推其

未發， 則是果앞心乎， 性乎'? ;~~-f-之釋Eì: 횡평、哀樂， 情也. 其未發， 則性也 많[l; 

性1J.l.， 則其不謂心， 밍j찾 ” 

48) 위의 책 r 重與\Í，.'1'며1찬l뽑J(17m년)， “未했之 'lJ ， UF，1 未有病也.’‘

49) 위의 책‘ 같은 곳， “心者 妙{生情， 所以致냐l져J1J.l.." 이 말은 ] 四書大全」， 「냐]庸폐 

句」의 세주에 심려 있다 

;jQ) 위의 책 r與金꺼1和펼J (17()~ld) ， “ i해때j統乎性者， 敬ll lJ 'l"立， 不敬則不立 其勳

i띠紙乎↑춤굵， 敬HlJ和行， 不값떠IJ不n 心之有病， 횟徒까、짧發， 而不於未發乎?"

;jl) 위의 책 r 重따~i?jql;f[]書， (1702) ， "性之未發， 所1');힘야1之名 ill. 然致是이 l휩， ， 1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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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병이다” 

라는 언급이다. 미발의 마음이 증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미발심체의 

병통이다. 그리고 바르지 않은 미발심체를 바르게 하여 중을 이룩하 

는 방법이 삼가고 두려워함[폈慣恐權] 즉 경건한 마음가짐이다. 김재 

해에 따르면 미발심체의 병통은 다름 아닌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즉 ‘불경(不敬)’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의 마음이 경건한 마음가 

짐을 가지느냐 않느냐에 따라 중잘 이룬 상태에 있기도 하고 중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미발섬체의 병통이란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측 불경한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이다 그것은 선천적인 결함이나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 

은 본성의 덕이며 현실꾀 마음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 마음의 상태이 

다 하지만 현실의 마음은 중을 이루기 어쉽다. 미발의 중이란 성의 

덕으로서 도달해야 할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발의 마음에 대해서 

본성은 도달해야 할 이상으로서 주어진다- 미발공부를 통해 미벨의 

마음은 본성과 존재론적 합일을 이룬다- 띠발의 마음과 본성이 존재 

론적 합일을 이룸으로써 이발의 마음 즉 지각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완전한 도덕 익식이 된다 

김재해가 말하는 경공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재해가 직접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지는 않았다. 하지 

만 스승이었던 박세채의 언급에서 김재해가 생각한 경공부의 구체적 

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박세채에 의하변 경공부란 일상 생활 

속에서 규범을 경건하게 실천하는 것이다:'i:!) 이와 같이 경공부를 규 

범에 대한 경건한 일상적 실천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고요한 상태에 

서 사려를 일으키지 않음[寂寂不起思慮]’， ‘항상 깨어있으면서 혼~uß한 

상태로 빠져들지 않음[l웹星不入톱야]’ 등의 소극적인 공부법을 제시 

하는 검창협의 입장과는 대조석인 변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펴) 

也 줬之如何?JJX:慣恐{뿔， 是~. 能폈↑훨恐{뿔者， 心也 不能JJX:慣恐{뿔者， 病샌. 然
J!IJ, 中之立不jζ 在於心之敬與不敬 中， 非不善~ 致其中， J! IJ難롯 只謂心之於

未發也， 能敬以存之者， 是쩌心r~止， 是뒀'-t'之 1L 1'2.是者. )J)ifr謂病也 ’‘ 

52) i 南않集』 外集， 권10， I 論敬提 l찢」 참조 

53) 조호현 'f농암 김창협피 숙함 김재해의 사상적 대럽 연구ι ， 서울대학교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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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김재해는 지와 지각의 체용론을 주장한다. 그리고 지와 지각의 체 

용론은 지각논변이 일어나던 당시 일반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론학자틀뿐만 아니라， 후에 호학으로 분류되는 학자들 대부분이 그 

러했으며， 낙학으로 분류꾀는 노론학자뜰 가운데서도 그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재해에 의하면 지각은 마음-의 발동이자 지의 작용이다L心之發， 

智之用] 지가 마음의 발몽을 통해 현실화되어 드려나는 의식활동이 

지각이며， 그런 의미에서 지각은 이발에 속한다. 또 그는 심기의 허 

령한 속성을 본성인 지와 관련해서 섣명하려고 한다. 허령이란 지가 

아직 의식활동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심기 속에 구 

현된 상태를 가리킨다. 

지각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반성적 인식능력이다. 반성적 인식 

능력으로서의 지각이 지와 체용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반성적 인식의 준거가 지각 속에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지와 지각의 처}용론을 부정하는 검창협은 지각이 심기 

의 허령한 속성에서 말미암는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결국 도덕률을 

지각으로부터 외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김재해는 지와 

지각의 채용론의 관점에 서서 김창혐의 주장을 비판하고， 반성적 인 

식의 준거를 그 소이연이 되는지에서 찾는다 

검재해는 지각이 지의 작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본성인 지를 

언제나 왜곡 없이 드러내 준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성인 

지와 심기의 이라한 존재콘적 불일치는 이발의 마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발의 마음에도 해당된다. 그는 『대학』의 정심장윤 해 

석하면서， 바르게 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마음에는 이발의 마음뿐만 

아니라 미발의 마음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띠발심체에도 

불선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재해에 의하띤 본성| 특히 

智]이 고요함의 계기에 있는 섞기 속에 잠재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위논문， 2000. 1).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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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미발의 마음이다. 그린데 미발의 마음에는 미발의 경지를 이 

룬 상태[中， jI]도 있고 u] 발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상태[不中‘ 不正]

도 있다. 그논 전자를 ‘최령’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혼매’라고 부른다. 

허령과 혼매는 ‘경’의 여부에 따라 구분될 뿐 선천적 결함 따위를 의 

미하지 않는다. 불경함으로써 미발의 마음은 혼매하게 되며， 경건한 

마음가짐을 통해 혼매한 미발익 마음이 허령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 

다 미발의 마유이 경컨한 마음가짐을 통해 허령한 상태를 회복한다 

는 것은， 미발의 마음과 본체까 존재콘적으로 합일한다는 것갚 띄미 

하며， 그럼으로써 이발퍼 마음-에서 본성[칩U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완전한 도덕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현실의 인간은 미발의 때에도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기 어쉽다. 

도달해야 할 이상으로서의 띠발 즉 본체는 현실의 마음과는 간극이 

있다. 경공부를 통해 미발의 마음은 이 간극을 극복하고 본체와 존재 

론적으로 합일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본체와 마음은 혼연한 일처1 

가 된다. 미발의 경지에서 본체와 마음이 존재론적으로 합일함으로 

써， 이발의 마음에서 지각은 완전한 도덕 의식의 근거활 확보한다. 

미발론에 관한 김재해의 입장은 호학의 주장에서도 유사한 측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와 지각을 체용의 관계로 보는 관점， 본성윤 rJ}음 

과 존재론적 합일의 관계에서만 유의미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인물 

성이론의 관점， 그리고 미발심체에도 불션이 있을 수 있다는 판점 등 

에서 그들은 서로 유사성을 지난다 당시 김재해 등의 이러한 입장이 

일반적인 것이었다면， 검칭협의 주장은 이라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부정이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