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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조선시대에 문장으로도 손꼽힌 인물
이지만 철학 분야에서도 낙론(洛論) 학자들에게는 이이 다음으로 추앙받
은 인물이다. 본고는 낙론의 연원인 김창협의 철학을 지각론(知覺論)을 
중심으로 탐구한 것이다. 이황 철학은 ‘마음은 리와 기의 합이다’는 명제
를 바탕으로 하고, 이이 철학은 ‘마음은 기이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한
다. 김창협은 ‘마음은 기이다’는 명제를 이이보다 더 철두철미 관철시켜 
나감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구축한다.

2. 송시열은 ‘지각은 기가 발현된 것이지만 거기에는 리가 타고 있기 때
문에 결국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고 하여 ‘지각은 기이다’와 ‘지각
은 지(智)의 용(用)이다’를 동시에 주장했다. 김창협은 이 두 명제를 모
순으로 보고, 1689년 송시열의 지각론을 비판하며, ‘지각은 지(智)의 용
(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훗날 이희조는 이에 대해, ‘미발의 마음에는 
항상 리가 타고 있고, 그 미발의 마음이 발현되어 이발의 지각 곧 정
(情)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시열과 이희조는 ‘지각은 본성의 용
(用)이다’는 주희의 견해를 고수한다. 하지만 미발에서는 마음과 성이 
분리될 수 없고 이발에서는 정이 곧 마음이기 때문에 성ㆍ정과 구별되는 
‘마음의 영역’을 따로 설정할 수가 없다. 김창협의 경우, 성ㆍ정과 구별
되는 ‘마음의 영역’을 따로 설정함으로써 주희의 심통성정 구도를 확보
하지만, 그 대신 지각은 지(智)의 용(用)일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주
희 철학의 다른 측면을 과감히 폐기한다. 이러한 차이가 호락논쟁의 기
저에 놓이게 된다.

3. 이희조와의 지각 논쟁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박세당을 비판하는 일
이 국정(國政)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호락 간의 견
해 차이가 이후 호락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나타난다. 박세당은 도(道)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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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밝음이 명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 박세당이 말하는 ‘마음의 밝음’은 ‘정신 능력’을 가리킨다. 사람과 동
물은 우선 사유능력에서부터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정신 능력을 사람
의 본성으로 본다면 사람과 동물은 본성이 다르다고 말해야 한다. 이것
이 박세당의 ‘인물성이론’이다. 김창협은 도(道)를 ‘착오 없이 결과에 이
르게 해주는 준칙’으로 해석하고 박세당의 견해를 반박한다. 김창협에 
따르면 사유판단은 지각일 뿐이고 ‘사유판단의 준칙’이 본성이기 때문에 
사유능력에 상관없이 그 준칙은 동일한 것이므로 인성과 물성은 같다고 
해야 한다. 이것이 김창협의 ‘인물성동론’이다. 한편 호론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본능적인 욕구로 본다. 이 점에서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 없지만 
사람은 기질이 맑아서 예(禮)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은 
기질지성이 다르다’고 말한다. 이것이 호론의 ‘인물성이론’이다.

4. 김창협 철학은 ‘지각은 본성의 용(用)이 아니다’, ‘본성은 지각의 준칙
이다’, 이 두 마디로 압축된다. 이 두 명제는 기존 성리학의 모든 수양이
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이지만, 그가 직접 겨냥한 것은 송시열의 
기질변화론(氣質變化論)이었다. 여기에는 김수항과 송시열 사후, 노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각 논쟁을 통해 구축한 김창협 철학은 송시열 이론의 원형인 
이이 철학에 대한 비판을 일정 부분 포함하게 된다. 하지만, 일관되게 
‘마음은 기’라는 이이의 명제를 바탕으로 지각론을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김창협은 이이 철학의 새로운 국면을 연 철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휘: 김창협(金昌協), 지각(知覺). 송시열(宋時烈), 박세당(朴世堂),
민이승(閔以升), 이이(李珥), 이희조(李喜朝), 한원진(韓元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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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김창협은 조선시대에 문장으로도 손꼽힌 인물이지만,1) 철학 분야에서
도 낙론 학자들에게는 이이 다음으로 추앙받은 인물이다.2) 본고는 낙론
의 연원인 김창협의 철학을 탐구한 것이다.3)

김창협의 철학은 일반적으로 ‘이황 철학과 이이 철학의 절충’으로 설명되
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다카하시 도루에 의해 처음 제시되어4), 현상윤5), 
배종호6), 유명종7) 등으로 이어졌고, 근래에는 이상익8), 이동희9), 이천승10), 

1) 현상윤, 幾堂 玄相允 全集(1949, 나남, 2008) 제4권 239쪽, “李朝文學을 論할 때에 
象ㆍ月ㆍ溪ㆍ澤과 함께 燕巖을 말하나, 나는 農巖과 燕巖을 그 最라고 믿는다.”
2) 다음 참조. 吳熙常, ≪老洲集ㆍ答金德叟(1)≫(卷9), 20左面,【竊嘗謂世之尙論農巖, 鮮有
得其眞者。若其晩年成就, 洞見道妙, 抉剔發揮, 栗谷後一人也。】
3)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실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고 [장지연, 조선유교연원(1922, 
조수익 역, 솔, 1998) 제1권 9쪽 참조; 한국철학회 편찬, 한국철학사(東明社, 1987) 하권 92~94쪽 참조] 
이에 따라 두 갈래의 모집단을 설정할 수 있다. 한 갈래는 김창협(1651∼1708)으로부터 
최한기(1803∼1879)로 흘러가는 낙론의 흐름이고, 또 한 갈래는 이익(1681∼1763)으로부
터 정약용(1762∼1836)으로 흘러가는 경기남인의 흐름이다. 하지만 낙론 계열 실학과 그 
모집단인 낙론이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허남진의 ｢조선후기 
기철학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에 의하면, 홍대용과 최한기의 경우 ‘서양과학의 
수용’과 ‘낙론의 변화발전’을 철학 형성의 두 계기로 상정할 때 서양과학을 수용한 자취는 
또렷한데 이것을 담아내는 그들의 기론(氣論)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그 이전의 기론과
는 물론이고 두 사람 사이에서조차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한다. 이로부터 더 진전된 
논의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창협의 활동시기로부터 대략 30년이 지나 경
기도 안산에서는 이익이 경기남인의 철학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형기(形氣)와 심기(心
氣)의 구분과 배열에 의한 인심과 도심의 재구성, 오행(五行)과 사덕(四德)의 배분문제에 
대한 예민한 반응 등 이익 철학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은, 김창협 철학이 경기남인의 철
학 형성에 동기를 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다카하시 도루는 ｢조선유학사에 있어서의 주리파ㆍ주기파의 발달｣(1929, 이형성 역, 다
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 예문서원, 2001)에서 이황 철학 계승자를 주리파, 이이 철학 
계승자를 주기파, 소론을 주리파도 주기파도 아닌 절충파로 보았다. 다카하시 도루는 김창협
에 대해 당파는 노론이지만 학파는 소론을 계승한 절충파라고 설명하고 있다.
5) 현상윤, 1949, 幾堂 玄相允 全集(나남, 2008), 제2권 438~458쪽.
6) 배종호, 한국유학사(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117~158쪽.
7) 유명종, ｢절충파의 비조 우계의 이기철학과 그 전개｣(우계학보 제4집, 우계문화재단, 1991).



- 2 -

김태년11), 이영자12), 김영훈13), 문석윤14), 김우형15), 최영성16)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부 내용에서는 소론의 연원,17) 소론과 낙론의 연관성,18) 
이황 철학과의 거리19) 등에서 다양한 편차가 나타나지만, 김창협 철학
을 이황 철학과 이이 철학의 절충으로 보아온 것이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는 김창협의 ≪사단칠정설≫에 이황의 호발설(互發說)도 나타나고 
이이의 기발리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도 나타난다고 보는 시각으로, 
연구자들도 이 두 이론을 하나의 이론체계 내에서 무리 없이 설명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20) 필자는 여기에 의문을 품었다. ‘사단도 있고 

8) 이상익, ｢기호학파에 있어서의 퇴율절충론의 특성｣(퇴계학보 제99집, 퇴계학연구원, 1998).
9) 이동희, ｢우계 성혼의 성리설과 조선 후기 절충파｣(동양철학연구 제36집, 동양철학연
구회, 2004).
10) 이천승, ｢농암 김창협의 사단칠정설에 대한 연구｣(동양철학연구 제37권, 동양철학연
구회, 2004); 이천승, 농암 김창협의 철학사상연구(한국학술정보, 2006).
11) 김태년, ｢17~18세기 율곡학파의 사단칠정론｣(동양철학 제28집, 한국동양철학회, 2007).
12) 이영자, ｢기호학파에 있어서 농암의 퇴율절충론｣(동양철학 제29집, 한국동양철학회, 2008).
13) 김영훈, ｢농암 김창협의 학문수용과 지각론｣(동양문화연구 제11집, 영산대학교 동양
문화연구원, 2012).
14) 문석윤, ｢농암 김창협의 사단칠정설에 대하여_‘사단칠정설’을 중심으로｣(국학연구 제
23집, 한국국학진흥원, 2013).
15) 김우형, ｢김창협의 지각론과 퇴율절충론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_知覺과 智의 분리에 따
른 도덕심리학적 견해｣(한국철학논집 제40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4).
16) 최영성, ｢17세기 이후 율곡학의 계승 양상과 절충파 등장의 의의_성리설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제30집, 율곡연구원, 2015).
17) 다카하시 도루는, 성혼이 제문(祭文)에서 이이에게 존경심을 표했다는 것을 근거로 성
혼이 만년에 자신의 견해를 철회했을 것이라 보고 문묘종사논쟁과 상관이 없는 박세채, 조
성기, 임영을 소론의 시원으로 삼고, 김창협이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 
현대의 성혼 철학 연구자 대부분은 성혼을 소론의 연원으로 본다. 이에 따라, 유명종 등은 
김창협이 성혼의 철학을 계승한 것으로 본다.
18) 유명종, 이동희, 이상익 등은 김창협이 소론 철학을 계승한 것으로 본다. 한편 이천승, 
문석윤 등은 소론과 낙론의 연관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19) 유명종, 이동희 등은 성혼 철학과 마찬가지로 김창협 철학 또한 이이 철학보다는 이황 
철학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한편 이상익, 이천승, 문석윤 등은 김창협 철학을 이이 철학에 
기반을 두고 이황 철학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20) 배종호, 한국유학사(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198쪽, “金農巖은 尤庵의 門人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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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정도 있다’고 보는 호발설의 바탕은 ‘마음은 리와 기의 합이다’는 명제
이고, ‘칠정 밖에 사단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 보는 기발리승일도
설의 바탕은 ‘마음은 기이다’는 명제인데,21) 이 두 명제를 조합해서 새
로운 명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황은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고,22) 이이는 마음을 기로 본
다.23) 두 견해가 부딪친 역사적인 사건으로 문묘종사논쟁을 들 수 있다. 
인조반정(1623) 때부터 숙종 7년(1681) 때까지 60년 동안, 남인과 서인 
양쪽에서 수십 수백 명씩 연명으로 상소하여 이이ㆍ성혼의 문묘종사를 
찬성하거나 반대했다. 1650년 안동 유림 900명이 올린 소에서는, 이이와 
성혼이 마음을 기로 본 것을, 문묘종사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내세
웠고,24) 송시열은 이에 대해 ‘본성과 마음을 리와 기로 구분해온 역사를 
서 退溪의 主理ㆍ主氣의 思想을 導入함으로써 …… 四端七情이 다 氣發理乘이지만 四端은 
그 道理의 發見을 直指한 것이므로 主理言이요, 七情은 그 氣機의 發動으로 보고 主氣言이
라 함으로써…….”; 이천승, 농암 김창협의 철학사상연구(한국학술정보, 2006), 83쪽, “그
렇다면 농암이 퇴계의 理發說을 부정하면서도 사단과 칠정을 관점에 따라 主理와 主氣로 
구분하는 데에 부분적 동의를 표명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율곡학에서 주장하는 氣
發理乘一途說이 氣 속에 내재된 리의 의미를 간과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 주도권을 氣로 
인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익, ｢농암 김창협 학파의 퇴율절충론
과 그 의의｣(율곡사상연구 제23집, 율곡연구원, 2011), 132쪽, “농암은 四端과 七情을 
主理와 主氣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율곡은 四端과 七情이 모두 氣發理乘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四端은 七情에 포함된다고 보아, 四端ㆍ七情을 主理ㆍ主氣로 구분하는 것을 반대
했다.”; 문석윤, ｢농암 김창협의 사단칠정설에 대하여_‘사단칠정설’을 중심으로｣(국학연구
제23집, 한국국학진흥원, 2013), 165쪽, “농암은 사단과 칠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지만, 그 개념이 성립된 배경, 포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각각 리와 기에 주
안점이 있으므로 둘 사이를 각각 주리와 주기로 분설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21) 정원재, ｢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92~96쪽; 김용헌, 
｢活齋 李榘의 栗谷 비판｣(율곡사상연구 제6집, 율곡학회, 2003), 76~77쪽 참조.
22) 다음 예문 참조. ≪退溪集ㆍ答奇明彦(9)≫(卷18, 1569),【理氣合而爲心, 自然有虛靈知
覺之妙。靜而具衆理, 性也, 而盛貯該載此性者, 心也。動而應萬事, 情也, 而敷施發用此情者, 
亦心也。故曰心統性情。】
23) 다음 예문 참조. ≪栗谷全書ㆍ答成浩原(4)≫(卷10, 栗谷6書, 1572), 28左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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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효종실록ㆍ1년 2월 22일≫,【雖然, 此特其粗淺處耳, 至其學問之弊, 尤有大於此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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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하는 것은 장님이 앞을 못 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25)
마음은 리와 기의 합이라는 명제와 마음은 기라는 명제가 이처럼 대

립했고,26) 두 명제를 절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마음을 
기로 보는 철학에서 사단과 칠정이 별도로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
서는27) 그것이 이황 철학에서의 사단ㆍ칠정과 동일한 개념인지부터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다루고 있지 않다.

김창협의 ≪사단칠정설≫에 주목해서 김창협 철학을 이황 철학과 이
이 철학의 절충으로 보아 온 기존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한 것은 조남호이다. 조남호는 ‘지(智)와 지각(知覺)의 
문제’를 김창협 철학을 해명하는 핵심주제로 제시하며 김창협의 소론 비
판에 주목했다.28) 노론과 소론의 분열은 애초 김수항과 젊은 관료들의 
대립에서 비롯했고, 박세당을 사문난적으로 규정한 것이 김창협 형제이

且珥之學, 專主氣字, 認氣爲理, 故以理氣爲一物, 而無復分別, 至以爲“心是氣也, 四端、七情皆
氣之發”。是其病根, 元出於陸家不分道、器之見, 其爲害同歸於釋氏作用爲性之體也。…… 成渾
之學, 大抵與珥同一關捩, 所謂理氣一發等語, 畢竟於大本上未有得力。】 ※ 김용헌, ｢活齋 李榘
의 栗谷 비판｣(율곡사상연구 제6집, 율곡학회, 2003), 69~72쪽에 의하면 앞 인용 원문은 
李榘(1613~1654)가 주도했고, 76~77쪽에 인용되어 있는 원문에서 이구는 이이의 ‘마음은 
기’라는 명제와 이황의 ‘마음은 리와 기의 합’이라는 명제를 선명히 대비하고 있다.
25) ≪宋子大全ㆍ擬兩賢辨誣疏≫(卷21, 1651), 7右~8右面,【㮨等又以心是氣也之語爲珥之
病, 從古聖賢以氣論心者多矣。…… 自孔子至宋儒, 皆分而言之。以性道屬理, 以心屬氣者, 不
翅詳矣。正如大明中天而瞽者不見。故珥以一言直截說破, 使聖賢之意粲然於世, 此亦可見珥之
有功於後學也。】
26) 현대 연구자 중에서 이황 철학을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는 철학’으로, 이이 철학
을 ‘마음을 기로 보는 철학’으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는 정원재이다. 정원재는 ｢신유
학 3파의 이름과 대안의 모색｣(철학 제127집, 한국철학회, 2016)에서 각 학파의 주장을 
담은 핵심 명제를 반영하여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는 철학을 ‘심리기학’(心理氣學), 
마음을 곧장 리와 동일시하는 철학을 ‘심리학’(心理學), 마음을 기로 보는 철학을 ‘심기학’
(心氣學)으로 분류하고 있다.
27) 김창협은 마음을 기로 본다. 다음 예문 참조. ≪農巖集ㆍ答道以(19)≫(卷19, 1699),
【然則心之虛靈, 果何爲也? 蓋嘗思之, 心者, 無他, 氣而已矣。】
28) 조남호, ｢김창협 학파의 양명학 비판_智와 知覺의 문제를 중심으로｣(철학 제39집, 한
국철학회, 1993); 조남호, ｢나흠순의 철학과 조선학자들의 논변｣(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조남호, ｢조선후기 유학에서 허령지각과 지의 논변｣(철학사상 제34집, 서울대 철
학사상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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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소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농암집≫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이다. 조남호의 견해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김창협은 지각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했다. 김창협 
철학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민이승(閔以升: 1653~1697)과의 
논쟁도 지각에 대한 논쟁이었고,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이희조(李喜
朝: 1655~1724)와의 논쟁도 지각에 대한 논쟁이었다. 조남호의 연구 
성과를 기점으로 지(智)와 지각(知覺)에 관한 논의가 김창협 철학을 해
명하는 중심 주제로 떠올랐다. 문석윤은 호락논쟁의 형성과정을 통시적
으로 고찰하는 큰 틀에서 김창협ㆍ김창흡의 지각론을 비중 있게 다루며 
김창협을 낙론의 연원으로 복원했고,29) 조호현은 김창협의 ‘지각’ 개념
을 명료하게 파악하고 이것이 김창협 철학의 기저에 놓여있으며 ‘지각’
에 대한 견해 차이가 호락논쟁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개진했다.30) 이
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智)와 지각(知覺)’이라는 주제가 광범위하
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이어, 필자는 김창협이 지각 논쟁을 통해서 표출
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어떤 쟁점으로 
나타나며, 이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주목하려 한다. 이에 따른 
본론의 논지 전개 과정, 그리고 각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김창협이 자신의 지각론을 형성하는 계기
와 펼쳐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다. 
첫째, 김창협은 1689년에 자신의 지각론을 세웠다. 둘째, 낙론(洛論)은 
김창협이 석실서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1695년 무렵에 이미 형성되어 있

29) 문석윤, ｢조선 후기 호락논변의 성립사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문석윤, 호락
논쟁 형성과 전개(동과서, 2006).
30) 조호현, ｢농암 김창협의 성리학설 연구_지각론과 미발론을 중심으로｣(18세기 연구
제2집, 한국18세기학회, 2000). 김창협의 핵심 주장은 知覺은 본성의 用이 아니라는 것인
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지점을 놓치고 있는 반면, 조호현은 “결국 그가 말하는 허령한 
지각이란 ‘이 없는 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91쪽) 하며 김창협이 주장하는 바의 의미
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다. 또 “미발론에서는 미발심체와 본성의 존재론적 합일을 상정하
는 김재해(金載海)의 입장을 비판한다”(95쪽) 하는데 이 또한 핵심을 간파한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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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Ⅲ장에서는 민이승과의 지각 논쟁, 이희조와의 지각 논쟁에 대해 
살펴본다. 김창협은 윤증의 문인인 민이승과의 지각 논쟁에서 지각은 지
(智)의 용(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송시열의 문인인 이희조와의 지각 
논쟁에서 호론 측의 지각론에는 주희의 ‘심통성정’이 담길 수 없다고 주
장한다. Ⅳ장에서는 호락논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김창협의 ≪사단칠정
설≫과 박세당 비판에 대해 살펴본다. 김창협은 ‘이기승부설’(理氣勝負說)
을 통해 이이의 ‘기질변화론’을 비판하고, ‘이기경위설’(理氣經緯說)을 통
해 자신의 지각론을 입론한다. 한편 박세당의 ≪사변록≫을 비판하는 일
이 국정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사변록≫ 비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
인된 호락 간의 견해 차이는 이후 호락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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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제의식과 농암학파

1. 생애

김창협의 생애는 그 당시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정치의 중심에서 활
약한 김창협의 증조 김상헌과 김창협의 부친 김수항의 생애를 간략히 정리
하고 김창협의 생애를 개괄하기로 한다.

① 증조 김상헌

김창협의 증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은 장유(張維: 1587~1638), 
정홍명(鄭弘溟: 1592~1650)과 함께 윤근수(尹根壽: 1537~1616) 문하에
서 수학했다.31) 광해군 3년(1611, 42세)에 동부승지가 되었고, 이때 이언
적(李彦迪: 1491~1553)과 이황(李滉: 1501~1570)의 문묘종사에 반대하
는 정인홍(鄭仁弘: 1535~1623)을 탄핵한 일로 광주(廣州) 부사로 좌천되
었다. 광해군 5년(1613, 44세)에 인목대비의 부친 김제남(金悌男: 1562∼
1613)이 사사될 때 김제남의 인척32)이라는 이유로 파직되어 모친 광주이
씨(廣州李氏)33)를 모시고 안동으로 내려가 기거했다. 인조 2년(1624, 55
세)에 이조참의에 발탁된 후 두루 관직을 거쳤다. 병자호란 때 주화론을 주
장한 최명길(崔鳴吉: 1586∼1647)에 맞서 주전론을 주장했다. 병자호란 뒤 
다시 안동으로 돌아가 기거했다. 인조 18년(1640, 71세)에 심양으로 압송
되었다가 인조 23년(1645, 76세)에 소현세자와 함께 돌아왔다. 이때 손자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나성두(羅星斗: 1614∼1663)의 딸과 혼인
했다. 다음 해 좌의정이 되었으나 사직하고 양주(楊州) 석실(石室)에서 생

31) 金尙憲, ≪月汀先生集跋≫(尹根壽, ≪月汀集≫, 原集 卷末).
32) 金悌南의 손녀(父: 金琜)가 김상헌의 며느리(夫: 金光燦)이다.
33) 김상헌의 生父는 金克孝(婦: 東萊鄭氏)인데, 김상헌은 金大孝(婦: 廣州李氏)의 後嗣가 되었다.



- 8 -

활했다. 효종 2년(1651, 82세)에 대동법 시행의 찬반을 두고 김육(金堉: 
1580∼1658)과 김집(金集: 1574∼1656)이 대립했는데, 김집을 이조판서
에 추천하고 적극 지지한 것이 김상헌이다. 다음 해 석실에서 타계했다. 후
사가 없어 1607년(38세)에 둘째 형 김상관(金相寬: 1566∼1621)의 둘째 아
들 김광찬(金光燦: 1597~1668)을 후사로 삼았고, 김광찬은 김수증(金壽增: 
1624∼1701), 김수흥(金壽興: 1626∼1690), 김수항(金壽恒: 1629~1689) 
삼형제를 낳았다. 김상헌의 장형(長兄)은, 인조반정 이후 노서(老西)의 영수
였던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이다.34)

② 부친 김수항과 노소(老小) 분열

김창협의 부친 김수항은 1646년(18세) 2월에 치른 진사시와 1651년
(23세) 9월에 치른 문과에서 장원급제하여 정계에 진출했다. 이 해 1월
에 둘째 아들 김창협이 태어났고, 다음 해에 조부 김상헌이 83세의 나이
로 석실(石室)에서 별세했다. 젊은 나이에 도승지, 대사헌, 대제학, 이조
판서, 예조판서, 형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1669년(41세)에 둘째 
아들 김창협이 진사시에 합격하고, 1673년(45세)에 첫째 아들 김창집과 
셋째 아들 김창흡도 진사시에 합격했다. 이 해 11월 사은사로 연경에 갔
다가 다음 해 3월에 돌아왔다. 이 해 2월 인선대비가 승하하자 2차 예
송이 일어났다. 조사 결과, 효종이 서거했을 때 자의대비가 자최 1년을 
행한 것은 국제(國制)에 따른 것이 아니라,35) 둘째 아들인 효종은 ≪의
례≫의 ‘서자(庶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의 견해에 따른 것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해 7월 영의정이었던 
김수흥이 유배되고 허적(許積: 1610∼1680)이 그 자리에 올랐다. 현종
으로부터 남다른 대접을 받았던 김수항은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좌
의정이 되었다. 이 해 8월 현종이 34세의 젊은 나이로 급서(急逝)하고 
34) 김상용은 成渾(1535~1598)의 문인이다.
35) 國制는 ≪경국대전≫을 가리키고 그 내용은 ≪대명률≫과 일치한다. ≪大明律≫에는 
장자와 차자 모두 ‘朞年’으로 되어 있어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 9 -

숙종이 14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다음 해(숙종 1년) 1월 예
송의 당사자인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유배되었다. 이때에도 김
수항은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 이후, 숙종의 
모친인 명성왕후(1642~1683)와 그 부친인 김우명(金佑明: 1619~1675)이 
정사에 개입하자 허목(許穆: 1595~1682), 홍우원(洪宇遠: 1605~1687), 윤
휴(尹鑴: 1617~1680), 조사기(趙嗣基: 1617∼1694) 등이 거세게 항의했
고, 이에 맞서 명성왕후와 김우명을 지지했던 김수항은 이 해 7월 전라도 
영암(靈巖)으로 유배되었다.

숙종 7년(1680), 허적(許積)의 기름천막 유용사건과 허견(許堅)이 역
모했다는 김익훈(金益勳: 1619~1689)의 고변을 계기로 서인이 재집권하
게 되면서 허적, 윤휴 등 남인 100여 명이 유배되거나 사사되고 김수항
이 영의정에 올랐다. 다시 정권을 잡은 서인은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분열하기 시작했다. 1681년, 오시수(吳始壽: 1632~1681)에 대한 처리방
침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오시수는 남인집권기였던 1675년에 청나라 사
신을 영접하고 ‘청에서는 조선을 임금보다 신하가 강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권이 바뀌자 보고 내용의 진위가 도마에 올랐고, 영
의정 김수항이 오시수를 국문 없이 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조지겸(趙
持謙: 1639~1685)과 윤지완(尹趾完: 1635∼1718) 등이 이에 반발했다. 
오시수는 이해 사사되었다.36) 1682년, 김수항은 재정난 해결책으로 호포
법 시행을 제안했고, 신양(申懹: 1630~?)은 호포법을 지지한 유상운(柳
尙運: 1636∼1707)과 이세화(李世華: 1630∼1701)를 탄핵했다. 호포법 
시행은 무산되었지만 신양은 곧 체직되었다.37) 이해 8월,38) 생진시(生進
試) 복시(覆試)에서의 집단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전원합격취소를 요구
하는 대사간 유상운(柳尙運)ㆍ정언 이굉(李宏)과 이와는 반대로 ‘파장(罷
場)을 요구한 간원들을 체직(遞職)하라’고 요구하는 김수항이 대립했
다.39)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역모조작사건을 겪으면서 회복불능의 상태
36) ≪農巖續集ㆍ先府君行狀(上)≫, 63右~67右面 참조.
37) ≪農巖續集ㆍ先府君行狀(上)≫, 67左~69左面 참조.
38) ≪숙종실록ㆍ8년 8월 19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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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폭되었다. 1682년 10월, ‘허새(許璽)ㆍ허영(許瑛)ㆍ이덕주(李德胄) 
등이 반역을 모의했다’는 고변과 밀계가 있었는데, 이들이 옥사하거나 처
형된 뒤, 고변과 밀계가 김장생의 손자 김익훈(金益勳: 1619~1689)에 
의한 조작사건이었음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논죄방침을 두고 1683년까
지 논란이 이어졌다. 삼정승인 김수항ㆍ민정중ㆍ김석주와 조정에 올라와 
있던 송시열은 김익훈을 옹호했고, 오도일ㆍ유득일ㆍ조지겸ㆍ한태동 등이 
이에 반발했다.40) 윤증(尹拯: 1629∼1714)은 조정과 거리를 두고 과천
에 있는 나양좌(羅良佐: 1638~1710)의 집에 머물면서 두 차례 소를 올
렸고, 조정에서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자, 과천으로 찾아온 박세채
(朴世采: 1631~1695)에게 조정에 나갈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는 이산(尼山: 논산)으로 돌아갔다.41) 이 사건을 분수령으로 서인은 노
론과 소론으로 갈렸다.

③ 1651~1674, 1674(갑인예송)~1680(경신환국)

김창협(金昌協: 1651~1708)42)은 효종 2년 경기도 과천 명월리(明月
里) 외가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고 모친은 
나성두(羅星斗: 1614∼1663)의 딸이다.43) 1665년(15세) 12월, 이단상
(李端相: 1628~1669)의 딸과 혼인했다. 부인 연안이씨는 김창협과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해에 별세했다. 혼인할 무렵 이단상이 양주(楊州) 영지
동(靈芝洞)에서 강학하고 있었고, 김창협과 김창흡이 그곳에서 수학하고 

39) ≪農巖續集ㆍ先府君行狀(上)≫, 70左~72右面 참조.
40) ≪農巖續集ㆍ先府君行狀(上)≫, 73左~81左面 참조.
41) ≪숙종실록ㆍ9년 5월 5일≫ 참조.
42) 김창협의 字는 仲和, 號는 農巖ㆍ三洲, 本貫은 安東, 諡號는 文簡公이다. ※ 편지 서명에는 
보통 字인 ‘仲和’를 쓰는데 간혹 자신이 사는 지명을 따서 ‘三洲’라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
43) 김수항과 安定羅氏는 6남 1녀를 두었다. 첫째는 金昌集(夢窩, 1648∼1722), 둘째는 
金昌協(農巖, 1651∼1708), 셋째는 金昌翕(三淵, 1653∼1722), 넷째는 金昌業(老稼齋, 
1658∼1721), 다섯째는 金昌緝(圃陰, 1662∼1713)이다. 고명딸인 여섯째 安東金氏
(1664~1680, 夫: 李涉)와 일곱째 金昌立(澤齋, 1666～1683)은 요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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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1669년(19세), 진사시에 합격했다. 이 해 9월, 이단상이 별세했
다. 1670년(20세), ≪성악논변≫을 지었다. 김창협은 이 글에서 전반적
으로 순자의 학설을 지지하면서도44) 순자 시대에는 이(理)와 기(氣)의 
구분이 없어 기질을 본성으로 삼았다고 비판하고 있다.45)

2차 예송의 결과 남인이 집권하기 시작한 1674년(24세)부터 경신환국
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기 시작한 1680년(30세)까지 김창협은 과거 준비
를 접고 독서에 전념했다. 학문의 기초가 다져진 것이 이 때라고 한다.

예송(禮訟)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1674년 5월 16일 성균관 유생
들이, 관료들의 상복을 고례(古禮)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올렸다. 고례대로 하자는 것은 왕가에 대한 예를 높인다는 것인데,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신하들의 지위를 상제(喪制)의 지위로 격상하라는 
것이었다. 효종이 서거했을 때 송시열ㆍ송준길이 이와 같이 주장했었고, 
효종 비 인선왕후가 서거하자 성균관 유생들도 이와 같이 주장한 것인
데, 이 글은 관학생 대표인 김창집(27세)을 대신해서 김창협(24세)이 
지었다.46) 김창협은 1683년 현종 비 명성왕후가 서거했을 때에도 사간
원 헌납으로서 같은 내용의 소를 올렸다.47)

④ 1680(경신환국)~1689(기사환국)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바뀐 1680년(30세), 가을에 치른 별시 초

44) ≪農巖集ㆍ性惡論辨≫(卷25), 18右~左面,【邃古之初, 人與萬物俱生, 茹毛而飮血, 巢居
而穴處, 其異於禽獸也者幾希矣。男女之相暱而未有以別也, 父子之相狎而未有其敬也, 有君臣
也而未能不相犯也, 有交友也而未能不相爭也。於是聖人者出, 制爲媒妁嫁娶、閨門內外之禮, 
而男女別矣; 制爲定省奉養、播灑唯諾之禮, 而父子敬矣; 制爲車服名數、朝覲位著之禮, 而君
臣不相犯矣; 制爲往來問遺、慶弔飮射之禮, 而交友不相爭矣。如是而猶有淫佚、怠傲、悖亂而
賊害者, 則又隨之以刑法, 而整齊之。夫然後民始遠於禽獸, 而天下平矣。】※ 이 글은 맹자의 
성선설과는 대립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45) ≪農巖集ㆍ性惡論辨≫(卷25), 21右面,【卿之學, 博而篤矣, 惟未晣於性、氣之分而不究乎
善惡之本。故疑性於惡, 疑善於僞, 疑孟子於不達。】
46) ≪農巖集ㆍ館學請百官喪服一從古禮疏≫(卷7, 1674).
47) ≪農巖集ㆍ諫院請百官喪服一從古禮箚≫(卷7,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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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대책에서 장원으로 합격한 뒤 성균관에 입학했다. 이해 우율(牛栗)
문묘종사 요구가 다시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났다. 다음 해 9월, 500여 
명의 태학생ㆍ지방 유생이 우율문묘종사를 요구하는 소를 올려 60년 만
에 비로소 윤허한다는 비답을 받았다.48) 김창협이 관학생 신분으로 운
동을 주도하고 소를 작성했다.49)

1682년(32세), 노소(老小)가 분열하는 조짐을 보이자 관학생이었던 
김창협은 부친 김수항에게, ‘당파 내에 다시 당파가 형성되어 있어 더 이
상 화합의 가망이 없으니,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송시열ㆍ박세채 등을 불
러올려야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50) 숙종은 김수항의 주청에 따라 
송시열, 박세채, 윤증 등에게 조정에 나올 것을 권유했다.51)

1682년 10월에 아들 숭겸(崇謙)이 태어났다. 11월에 치른 증광별시
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1683년 2월 병조좌랑이 
되고, 7월에 홍문관 부교리가 되어 경연에서 ≪심경≫을 강의했다. 1864
년 6월에 이조좌랑이 되었고 8월~10월에 암행어사로 영남지방을 다녀
왔다.52) 이해 김창집도 문과에 합격한 뒤 예조좌랑이 되었다. 1686년에
는 회니시비(懷尼是非)로 의론이 분분한 가운데 장희빈 사건의 서막이 
올랐다. 외척들의 궁궐출입에 문제를 제기한 이징명(李徵明: 1648∼
1699)53)을 파직하자, 영의정 김수항이 이징명을 옹호했고, 승정원 우부
승지 김창협이 강경한 어조로 장희빈 문제를 표면으로 떠올렸다.54) 숙
종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다음 해(1687) 김수항은 벼슬을 그만두었고, 
김창협은 성균관 대사성ㆍ사간원 대사간을 역임하다가 청풍(淸風: 제천) 
부사로 나갔다.55) 1688년, 후사가 없던 상태에서 장희빈이 왕자를 낳자 

48) ≪숙종실록ㆍ7년 9월 19일≫. 
49) ≪農巖集ㆍ官學請五賢從祀文廟疏≫(卷7, 1681).
50) ≪農巖集ㆍ上親庭(1)≫(卷11, 1682) 참조.
51) ≪숙종실록ㆍ8년 7월 26일≫ 참조.
52) ≪農巖集ㆍ上親庭(2)≫(卷11, 1684).
53) 이징명은 이단상의 문인으로 김창협과 동문수학했다.
54) ≪農巖集ㆍ應旨疏≫(卷7, 1686).
55) 1689년, 김창협의 둘째 아들 청상(淸祥)이 만1세에 요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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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은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음 해(1689) 1월에 만3개월 된 아
이를 원자로 책봉했다. 송시열이 소를 올려 이의를 제기하자, 숙종은 송
시열과 김수항을 유배한 뒤 사사했다. 영의정으로 있던 김창협의 중부
(仲父) 김수흥도 다음 해 유배지에서 별세했다.

⑤ 1689(기사환국)~1694(갑술환국), 1694(갑술환국)~1708(몰년)56)

1689년 9월, 다시 경기도 영평(永平: 포천)의 응암(鷹巖)으로 들어가 
송시열의 저서인 ≪주자대전차의≫를 교정했다. 영평에는 1679년 8월부터 
1680년 2월까지 거주했던 은구암(隱求庵)이 있었다.57)

김창흡의 ≪농암집서문≫을 참조해서 김창협의 생애를 살펴보면, 김
창협은 1669년[진사합격]~1674년[갑인예송]에는 ‘문장’에 관심이 많았
고, 1674년[갑인예송]~1680년[경신환국]에는 경전을 ‘훈고’하는 것에로 
관심이 옮아갔으며, 1680년~1689년에는 정계에 진출해 있었고, 1689년
[기사환국] 이후에는 ‘성리학’으로 관심이 옮아갔다. 주요 관심은 ‘문장’
에서 ‘훈고’로, ‘훈고’에서 ‘성리학’으로 옮아갔지만 젊은 날의 공부가 중
년 이후의 성리학 연구로 수렴되었다는 것이 김창흡의 서문 내용이
다.58) 김창협이 송시열의 ‘지각’ 개념에 의문을 품고 자신의 지각 이론
을 세운 것이 바로 1689년이다. 김창협의 철학 여정은 이때 시작되었다.

1692년 2월에 은구암 동쪽으로 농암(籠巖)이라 불리는 곳에 새로 농암
서실(農巖書室)을 지었다.59) 이때 자신의 지각 이론에 확신을 갖고 문인을 
56) 1689년 이후의 행적은 김창협의 철학 여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약
술하고 뒤에서 해당 내용과 함께 상술하기로 한다.
57) 이때 지은 글로 ≪農巖集ㆍ洞陰對≫(卷25, 1679)와 ≪農巖集ㆍ隱求庵記≫(卷23, 1680)가 있다.
58) 金昌翕, ≪農巖集序≫, 【[1-1] 其中進士, 未弱冠也 …… 吾則以淵、雲華國之業擬先生
也。…… [1-2] 及至乙卯以後 …… 吾又以馬、鄭專門之學待先生也。…… [1-3] 遭己巳之禍, 白
雲樹屋, 始以農巖爲號 …… 隱求初志, 惟濂、洛、關、閩是程。…… [2] 卽先生之終始博約, 大略
有三變, 亦非可諱者也, 然先生之所以爲先生, 簡易而已矣。…… 覽斯集者, 雖欲初晩之別而粹駁是
揀, 其如泯然一色焉, 何哉!】
59) 농암서실을 그 자리에 지은 것은 멋진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해 9월 21일 
그 소나무는 번개에 맞아 쓰러졌다. ≪農巖集ㆍ悲松樹賦≫(卷1, 16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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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기 시작했고, 노론과 소론의 논쟁에 제3자로서 개입하기 시작했다.
1694년 정권이 교체되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김창집이 정계에 

복귀함에 따라, 어머니를 자주 뵈려는 목적에서 김창협도 1695년 양주
(楊州) 석실서원 근처의 미음(渼陰)으로 이주했다. 이때부터 석실서원에
서 강의를 시작했고 봄ㆍ가을에는 문인들을 데리고 농암서실에 들어가 
독서했다. 이 무렵에는 농암학파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무렵 김창협은 
참판과 판서, 대사간, 대사헌, 대제학에 수십 차례 제수되었으나 출사하
지 않았다.

1697년 8월, 석실서원 근처의 새 집으로 이주했다.60) 집 앞에 세 개
의 모래톱이 있어 그곳을 삼주(三洲)라 명명했다. 이 해 윤증의 문인인 
민이승(閔以升: 1653~1697)과 지각논쟁을 펼쳤다. 1700년 10월, 아들 
숭겸이 19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1701년(51세) 11월, 이이 철학을 비판
한 ≪사단칠정설≫을 지었다. 1703년을 전후해서 김창협 형제는 박세당
(朴世堂: 1629∼1703)을 사문난적으로 규정했고 그 결과 박세당은 관작
이 삭탈된 뒤 유배되었다. 국정 차원에서 진행된 ≪사변록≫ 비판에 적극 
가담하여 권상하(權尙夏: 1641~1721) 측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1703년 
6월, 모친이 별세했다. 1705년을 전후해서 송시열의 문인이자 자신의 처
남인 이희조(李喜朝: 1655~1724)와 지각논쟁을 펼쳤다. 1701년에 ≪사
단칠정설≫을 짓고, 1703년에 박세당 비판이 이루어지고, 1705년에 이희
조와의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흐름도 주목을 끈다.

1708년 4월 11일, 삼주(三洲)의 정침(正寢)에서 별세했다.61) 김창집
의 손자 원행(元行: 1702~1772)을 숭겸의 후사로 삼았다. 5녀를 두었
는데 서종유(徐宗愈), 이태진(李泰鎭), 오진주(吳晉周), 박사한(朴師漢), 
유수기(兪受基)에게 출가했다. 동생 김창흡과 문인 어유봉ㆍ박필주 등이 
그의 철학을 계승했고, 사위들의 후손들이 이들과 사제관계를 맺으면서 

60) 새 집은 4월 초에 거의 완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農巖眞蹟ㆍ道以奉上……≫(金⑬, 
1697), “새 집이 허술하여 …… 지난밤 도둑이 들어 집안에 있는 것을 싹 쓸어 가버렸다네.”
61) 김창협은 젊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어지럼증을 동반한 각혈을 했다(≪農巖集ㆍ年譜上≫, 卷35, 
30左面 참조). 별세할 때도 이런 증상을 보였다(≪農巖集ㆍ年譜下≫, 卷36, 30左~31右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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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를 지켜나갔다.
1713년부터 신주를 석실서원에 모셔 배향했지만, 1721년(경종 1년)

에 세자책봉 문제로 집권당이 노론에서 소론으로 바뀌면서 1723년에 배
향이 철회되었다. 이에 앞서 1722년에 영의정 김창집과 김창집의 아들 
김제겸(金濟謙: 1680∼1722)이 사사되었고, 김창집의 손자 김성행(金省
行: 1696∼1722)도 옥에서 죽었다. 1724년 서인 정권이 영조를 왕위에 
세움으로써 1725년(영조 1년)에 석실서원의 제향도 회복되었다.

⑥ ≪농암집≫과 기타 저서

≪농암집≫은 총 네 차례 간행했다. ① 1710년, 김시좌(金時佐)ㆍ어
유봉(魚有鳳) 등이 원집초간본 34권을 목판으로 간행했다. 김창흡의 서
문은 1709년에 지은 것이지만, 김수근(金洙根: 1798∼1854)의 ≪농암
속집≫ 발문에 의하면, 김창협이 별세한지 3년 째 되는 해에 문집을 간
행했다.62) ② 1754년, 원집초간본에 김창협의 연보 등 부록 두 권이 합
쳐진 원집보각본을 간행했다.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이 지은 연보 
발문이 있다. ③ 1854년 원집보각본을 추가 간행하면서, 예민한 문제여
서 간행하지 않았던 김수항의 행장을 ≪농암속집≫으로 간행했다. ≪사
단칠정설≫도 이때 수록되었다. 김수근의 속집 발문이 있다. ④ 1928년, 
원집과 속집 그리고 4권 2책 분량의 별집을 모두 모아 42권 17책 분량
의 전집을 신식활자로 간행했다. 김영한(金甯漢: 1878∼1950)의 중간
(重刊) 발문이 있다.

≪농암집≫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농암선생집≫(農巖先生集)63)과 
≪농암진적≫(農巖眞蹟)64)이 있다. ≪농암선생집≫은 문집을 간행하기 위

62) ≪農巖續集ㆍ跋≫(金洙根, 1854),【我先祖農巖先生下世之越三年, 文集成。】
6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6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활자로 易釋하고 한글로 번역해 놓은 책으로, 金昌協
의 農巖眞蹟(심영환 正書, 장유승ㆍ배미정 역,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이 있다. ※ ≪農
巖眞蹟≫의 ‘金’ 冊에는 1695년에 ‘君輔’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가 있다. ‘君輔’가 李世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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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김시좌의 문인이 필사하고 김시좌가 필사 상태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
다. 필사상의 오류가 적지 않지만 원집초간본의 편집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는 고본(稿本)이다. ≪농암진적≫은 김창협이 김시좌에게 보낸 친필 편
지를 모아놓은 것으로 생생한 생활환경을 엿볼 수 있다. 문집 외의 중요 
저서로 ≪주자대전차의문목≫(朱子大全箚疑問目)이 있고,65) 이 밖에도 김
창협이 편찬한 것으로 ≪오자수언≫(五子粹言),66) ≪강도충렬록≫(江都忠
烈錄),67) ≪이가시선≫(二家試選),68) ≪논어상설≫(論語詳說)69)이 있다.

(1642∼1718)의 字이기 때문에 ‘이세필에게 보내는 편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편지 내용을 
보면 김시좌에게 보낸 편지이다. 1696년까지 金時佐의 字가 ‘君輔’였고 이 무렵 字를 ‘道以’
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65) 송시열의 ≪주자대전차의≫를 교정한 저작이다. 교정 작업은 1686년부터 졸년까지 지속
되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세 권으로 영인했고,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66) 43세 때 순경(荀卿), 동중서(董仲舒), 양웅(揚雄), 왕통(王通), 한유(韓愈)의 글을 뽑
아 편찬한 것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67) 51세 때 편찬했다. 번역서로 강도충렬록(申海鎭ㆍ金石泰 역주, 역락, 2013)이 있다. 
68) 만년에 편찬했다. 당나라 白樂天과 송나라 朱熹의 시를 가려 뽑아 엮어놓은 것이다. 
69) 만년에 편찬했다. ≪주자대전≫의 편지글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해서 편찬한 것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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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식

⑴ 회니시비와 김창협의 위치

김수항과 젊은 관료들의 대립으로 서인이 노ㆍ소로 분열된 뒤 윤증과 
송시열의 갈등도 심화되었다.70) 여기에서는 회니시비(懷尼是非)에 대한 
김창협 형제들의 태도를 확인하고, 그 당시 김창협 집안이 어떤 위치에 
놓여있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아
무개 어른[나양좌]은 별 말씀이 없다가도 이산(尼山: 윤선거ㆍ윤증)과 회덕
(懷德: 송시열)에 관한 일이 화제에 오르기만 하면 샘물이 솟아나듯 말씀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귀가 맞고 근거가 있어 그 말에 신뢰가 갑니다.” 하자 
그 상대방이 말하기를, “자네는 아직 이동보(李同甫: 이희조)를 만나보지 못
했네그려. 그가 이 사안에 대해 말을 하면 근거가 상세하고 주장이 명확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다네. 아무개 어른[나양좌]의 호적수가 되고도 남을 것이
네.” 하였다고 합니다.71)

위 예문을 참고하면, 회덕(懷德: 대전)의 송시열과 이산(尼山: 논산)의 
윤증을 대신해서 회니시비를 대표하는 인물이 이희조(李喜朝: 1655~1724)
와 나양좌(羅良佐: 1638~1710)이다. 이희조(李喜朝: 1655∼1724)는 송시
열의 문인이자 김창협의 손아래 처남이고, 나양좌는 윤선거(尹宣擧: 
1610~1669)의 문인이자 김창협의 외삼촌이다. 김창협은 과천 외가에서 태
어나 그곳에서 자랐는데, 노소 분열의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과천 나양좌의 
집이다. 회니시비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처남과 외삼촌이기 때문에, 김창협 

70) ≪農巖續集ㆍ先府君行狀(下)≫, 1左~10左面 참조.
71) ≪農巖集ㆍ上仲舅(2)≫(卷11, 1704), 9左~10右面,【近或傳。一後生謂人曰: “每見某丈無
甚講說, 一及尼、懷事, 談辯衮衮如水湧出。其言又皆有條理、根據, 可聽信。” 其人答曰: “君未
見李同甫耳。蓋以李之於此事, 其考據詳博, 辨覈明切, 尤使人聽信。正堪爲舅主對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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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은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에 가능한 개입하지 않으려했다.

작년 봄에 제 아우[昌翕]가 성동(城東)에서 동보[同甫: 李喜朝]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동보는 그 자리에서도 이 일에 대해 극론(極論)하였는데, 두 집안
이 다투게 된 자초지종과 주고받은 편지의 날짜를 고증했기에 그 내용에 조
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 아우는, “이 일은 외면적이고 말단적인 일일 뿐 
자신에게 절박한 일이 아닌데, 어찌하여 궁리ㆍ거경 공부에 힘쓰지 않고 이
깟 일에 힘을 쓰느냐”는 말로 말을 막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본래 
이러한데 어찌 외삼촌을 뒤에서 헐뜯고 동료들을 설득하는 일에 힘을 소비
하겠습니까?72)

부디 지금부터는 저희들의 생각을 깊이 살펴서 말씀하실 때나 편지를 보내
실 때 이 일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쟁단(爭端)을 멈추
어 친척간의 정을 온전히 할 수 있다면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야할 것이고, 
입에는 물론이고 마음속에도 이 일을 담아두지 않아야할 것입니다.73)
 
위 두 예문에 나타나있듯이, 김창협 형제들은 윤증과 송시열의 갈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나양좌와 이희조가 그 문제에 깊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창협 형제들이 중립적인 위치
에 있던 것은 아니다. 정치가 김수항과 학자 송시열은 평생 밀접한 협력관
계를 유지했고, 그만큼 김창협 형제들도 송시열 쪽에 훨씬 가까웠다.

보내온 편지에서는 또, “말하려는 내용이 공정하다면 얼굴을 맞대고 공개적
으로 말해야지, 누구와는 말해도 되고 누구와는 말하면 안 되는 이치도 있느

72) ≪農巖集ㆍ上仲舅(2)≫(卷11, 1704), 10右面,【前年春, 舍弟嘗會李於城東。李又極論此事, 
而其考證兩家相爭本末、書尺年月, 俱有次第。舍弟輒一言截斷曰“此皆外也、末也, 未是切身己事, 
何不於窮理居敬用工夫而徒務此爲”。蓋姪輩意思本自如此, 豈以其竊議於長者、面戒於朋儕而顧反
費力自爲也耶?】
73) ≪農巖集ㆍ上仲舅(2)≫(卷11, 1704), 12右面,【誠願自今以後, 深察此意, 凡於言語、書
札, 勿復以此事見及。以息爭端以全恩意實爲區區之幸。而抑不惟於姪輩然耳, 雖於他人, 亦不
宜每及此事; 不惟於言語然耳, 雖於心裏, 亦不宜長存此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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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하셨는데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서인 전체가 우옹(尤翁: 
송시열)을 따랐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견해대로 그 득실을 논의해도 마치 
한 집안의 자제들이 집안에서 부형의 일을 말하는 것과 같아서 이 부류와 
저 부류로 구분될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인의 3분의 2가 모
두 우옹의 적입니다. 작게는 허물이 없는지 샅샅이 뒤지고, 크게는 활을 겨
누고 창끝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삐끗하면 그것을 구실로 공격할 
텐데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외삼촌의 말씀처럼 “말하려는 
내용이 공정해서 사람을 가릴 필요가 없다”면, 적들 앞에서 부형의 허물을 
말하지 않을 자가 드물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우옹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
면, 권상하나 이희조와 나눌 수 있는 말을 외삼촌과 나눌 수 없는 것은 상황
이 그런 것입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말씀입니까?74)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회니시비와 관련하여 처남인 이희조와는 이야
기를 나눌 수 있어도 외삼촌인 나양좌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고 분
명히 밝히고 있다. 그만큼, 김창협에게는 윤증 부자와의 관계보다 송시
열과의 관계가 훨씬 더 밀접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송
시열과 윤증 부자의 갈등은 학문에서 싹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시열에 
대한 김창협의 태도 또한 학문과는 상관이 적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
에서 송시열과 김창협을 사제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75) 김창협 연구에도 커다란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송시열에 대한 

74) ≪農巖集ㆍ上仲舅(3)≫(卷11, 1705), 14~19面,【來敎又謂“所言公, 當公言之, 豈有可
與言、不可與言之理”, 此亦未然。夫尤翁之在前日, 則盡西人皆其徒也, 各隨所見, 議其得失, 
正如一家子弟在門內說父兄事, 固無彼此形迹之嫌矣。今則三分西人而其二, 皆尤翁之敵也。小
則吹毛洗瘢, 大則彎弓倒戟。一言之侻, 便足以藉其口而助之攻, 何可以不愼哉? …… 今若曰“所
言者公而無復有諱忌”, 則其不爲對仇敵而說父兄之過者, 幾希矣。以此義而推諸尤翁, 則其與
權、李言者, 不得與舅主言, 亦其勢然耳。又何異哉?】
75) 문장 오역이 이러한 오해를 야기하기도 하고, 역으로 이러한 오해가 오역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農巖集ㆍ祭尤齋先生文≫(卷29)에 나오는 “許之以操戈入室”(37右
面)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번역해놓은 곳이 있는데, ‘창을 들고 방에 드는 것을 허락
하셨다’는 말은 ‘≪주자대전차의≫의 교정을 나에게 일임하셨다’는 의미이고, 암암리에 
‘당신들의 스승인 송시열이 허락한 것이니 당신들이 교정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질 일이 
아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 예문에서도 사제관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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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협의 태도는 오로지 김수항과 송시열의 관계에서 비롯한 것이다.

우옹(尤翁: 송시열)을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는 실로 아버지의 유지를 따른 
것입니다. 영평[포천]에 있을 때 보낸 편지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
는데 여전히 이해를 못하시니 어찌된 것입니까? 아버지가 노서(魯西: 윤선
거)를 존중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옹을 종장으로 받들며 우의를 돈독히 다
진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외삼촌은 아버
지가 올린 소 한 편을 가져다가 [부친이 노서를 존중했던] 증표라고 하시면
서, 저희들이 노서 집안을 편들고 우옹을 등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76)

저희들과 우옹(尤翁: 송시열) 사이에는 4대에 걸친 사우(師友) 관계가 있으
니, [외삼촌과 노서가] 한 때 사제(師弟)의 연을 맺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만약 “친척 간에 노선이 다를 경우 끝까지 논의해서 의견을 
합치해야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엄중한 부자
관계에 미칠 수 없는데도, 저희들더러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뜻을 저버리고 
외삼촌의 현재 견해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삼촌과의 관계는 좋
아지겠지만 부자간에 노선이 틀어지는 일인데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부류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까? 이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일을 한쪽 구석에 치워두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77)

위 두 예문에서 김창협 본인이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송시열에 대한 
김창협의 태도는 김수항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둘째 예문의 ‘사우(師
友)’는 ‘스승으로 삼을 만한 벗’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가 김상헌에게는 
당시 산림의 영수였던 김집이 그러했고, 정치가 김수항에게는 당시 산림
巖集ㆍ與愼無逸≫(卷20, 1703), 24右面, “尤翁, 吾所尊也。雖未嘗受業爲師弟子, 而出入
門下數十年, 情義篤矣。”
76) ≪農巖集ㆍ上仲舅(2)≫(卷11, 1704), 10右~左面,【至於姪輩所以處尤翁, 實遵先人遺意, 
則其說已具於永峽時書, 乃猶未蒙照察, 何也? 先人之於魯西, 固所尊尙, 而然其宗仰之廑、契好
之篤, 則視尤翁, 不翅有間矣。今也徒執先人一疏, 以爲左契, 欲姪輩專意魯門而背棄尤翁。】
77) ≪農巖集ㆍ上仲舅(2)≫(卷11, 1704), 11右~左面,【姪輩於尤翁, 實有四世師友之契, 不
止一時執業請益者比而已。…… 若曰“至親之間, 趣向有異, 不可不極論歸一”, 則舅甥之親尙不
如父子之重, 使姪輩背先人平生之意而從舅氏今日之論。其於舅甥之好則得矣, 父子異趣, 當爲
何如人耶? 是以姪輩之意, 欲且倚閣此事, 不復爭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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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그러했다. 김상헌과 김집, 김수항과 송시열은 대를 
이어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했고, 김창협 본인 세대까지 포함해서 이것
을 ‘4대에 걸친 사우관계’라고 말한 것이다.

아버지는 평소 당시의 유현들을 언급하고 지칭할 때 매우 신중해서 우암(尤
庵: 송시열)과 동춘(同春: 송준길) 이하의 사람들을 ‘선생’으로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인들을 대할 때도 그들의 스승을 ‘선생’으로 지칭하지 않으셨
으니 [평소 습관이 그랬던 것이지] 노서(魯西: 윤선거)에 대해서만 유독 그
랬던 것이 아닙니다. 또 박씨 어른[박세채] 이하의 사람들을 그들의 호로 지
칭한 적이 없으니 윤도헌(尹都憲: 윤증)에 대해서만 유독 그랬던 것이 아닙
니다. 갑자년(1684: 회니시비) 이전에도 늘 그랬던 것이지 그 이후에 유독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78)

위 예문에도 나타나있듯이 김수항과 송시열의 관계가 특별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허적ㆍ윤휴가 사사된 경신환국(1680)으로부터 김수항ㆍ
송시열이 사사된 기사환국(1689)까지 국정을 주도한 것은 조정의 김수항
과 산림의 송시열이었다. 김수항의 정치와 송시열의 학문이 결합된 형태
로 국정을 운영했던 만큼, 김수항과 송시열의 관계는 밀접했다.

보내신 편지에서, 우옹(尤翁)이 저희 아버지를 비판했던 말들을 열거해놓고
는 그것을 근거로 아버지가 우옹을 진심으로 따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렇지 않습니다. …… 해와 달도 서로 그 빛을 가릴 때가 있지만 곧 정상을 
회복하니 [밤낮으로] 함께 비춰주는 것에 서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
지에 대한 우옹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고 그 과정이 
명확히 남아있어서 의리를 손상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설령 한때 일처리 과
정에서 설왕설래한 흔적이 남아있다 한들 그것이 어찌 고려할 만한 것이겠
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외삼촌은 이것을 구실로 두 집안의 우의에 흠집을 
내려하시니, 공정한 판단이 아닌듯합니다.79)

78) ≪農巖集ㆍ上仲舅(1)≫(卷11, 1690), 6左面,【蓋先人, 平日, 於當世儒賢, 言辭稱道固深
致謹, 而自尤、春以下, 未嘗稱先生。雖對其門生弟子亦然, 不獨於魯西爲然也。至於朴丈以下, 
則又未嘗稱號, 不獨於尹都憲爲然也。雖在甲子以前, 未嘗不然, 不獨以後爲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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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에 대한 김창협 형제들의 태도는 송시열에 대한 김수항의 태도
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양좌와 김창협의 언쟁도 송시열에 대한 김
수항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위 예문에서 나양좌는 김
수항이 송시열을 진심으로 따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김창협은 이에 
대해 김수항과 송시열의 관계를 폄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김창협의 말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옳겠지만 이런 얘기가 오갈 만큼
의 거리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김수항과 송시열의 결합이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세력과 충청지역에서 활동한 학문세력의 결합이었
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세력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으리라고 짐
작할 수 있다.

전에는 남인과 소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송시열을] 존경하다가 지금은 
노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송시열을] 비난합니다. 존경할 때에는 곧장 정
자나 주자보다 더 높이 추켜세우다가 비난할 때에는 공공(共工)이나 환도
(驩兜)에 견줍니다. 세도(世道)가 크게 변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
터 끝까지 가슴속에 단 한 사람의 우옹이 있을 뿐이어서 그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온 세상이 그 어른을 높일 때에도 그에 
편승해서 더 존경한 적이 없고, 온 세상이 그 어른을 비난할 때에도 덩달아 
덜 존경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우암 어른에 대한 제 존경심이 부족하지 
않나 의심하더니만 지금은 그 어른에 대한 제 존경심이 지나치지 않나 의심
합니다. 하지만 우암 어른을 대하는 제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세상인심이 변
한 것이지 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80)

79) ≪農巖集ㆍ上仲舅(3)≫(卷11, 1705), 14左~15右面,【唯來敎歷擧尤翁譏詆先人語, 以明
先人實未嘗誠服尤翁, 則有未然者。…… 且以日月之有時相薄蝕也, 而暫而復常, 則卒無害於同
明之相照矣。今考尤翁之於先人, 始終相與, 大體皎然, 無復有緇磷。設或一時因事而有云云之
語, 亦何足追計? 而今欲執此爲口實以瑕疵兩家之好, 恐未爲至公之論也。】
80) ≪農巖集ㆍ上仲舅(3)≫(卷11, 1705), 15左面,【然而在前日, 則自南、小以外擧世無不尊
也; 在今日, 則自老論以外擧世無不毁也。其尊之也, 則直以躋於程、朱; 其毁之也, 則殆將擬於
共、兜。此, 世道之至變也。若姪, 則自始至終, 胸中只一尤翁, 無二尤翁。是以雖擧世尊之, 而
亦不以增吾之尤翁; 擧世毁之, 而亦不以損吾之尤翁。由前則人疑其不足也者, 由後則人疑其過
隆也者, 而若吾胸中之尤翁, 則固自若也。是則世人之無常, 而非姪無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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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송시열에 대한 세간의 존숭과 비난에 편승한 적
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회니시비와 관련하여 김창협이 외삼촌 나양좌와 언쟁한 내용을 보면 김수
항은 송시열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
고, 송시열에 대한 김창협의 태도도 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예
문을 보면 김창협의 학문 활동 또한 김수항의 유지를 받든 것이다.

고아한 성품 탓에 겸손히 물러나 계셨을 뿐 학문을 자임하지 않으셨기에 세
상 사람들도 부군(府君)을 학자로 평하지 않았지만, 임종하실 때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학문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뜻을 세움이 독실
하지 못하여 학문의 힘을 실제에 쓰지 못한 것이 애석할 뿐이다. 경(敬)을 
유지하는 일은 어느 정도 다다를 수 있었지만, 견해가 부족함을 깨닫고 남은 
생을 학문에 종사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었구나.”81)

위 예문에서 김수항은 죽음을 앞두고, “나는 학문을 한시도 잊은 적
이 없다”, “남은 생을 학문에 종사하고 싶었다”고 하며 자식들에게 학문
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 김창협이 외삼촌에게 보낸 편지는 김창협
이 어떤 방식으로 부친의 뜻을 받들려 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외삼촌의 처지에서는 스승의 문하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이러지 않
을 수 없는 것일 테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들
은 것을 존숭하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여 그 자신이 고명하고 정대한 경지에 
섬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스승의 학설이 옳다고 믿게 하는 것, 이
것이 그 문하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일을 어찌 말 몇 
마디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만일 노서(魯西, 尹宣擧)의 도가 진정 정암(靜
庵)이나 율곡(栗谷)의 도에 버금갈 정도로 흠잡을 데 없이 뛰어나다면, 청송
(聽訟, 成守琛)이나 사계(沙溪)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
지, 그렇지 않고 휴암(休菴, 백인걸)이나 연평(延平, 李貴) 같은 방식으로 

81) ≪農巖續集ㆍ先府君行狀(下)≫, 44右~左面,【顧以雅性謙退, 不欲以學自命, 世亦不以是
名歸之; 而逮其臨沒, 顧語不肖孤等曰: “吾於此學, 實未嘗一日忘, 而所恨立志不篤, 不能實用其
力耳。然於持敬一事, 猶可勉及; 但覺見解不逮, 冀以餘年從事於此, 今無及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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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을 방어하는 데 힘을 쏟는다면, 어떻게 분분한 의론을 평정해서 사람들
로 하여금 그 학설을 믿고 따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82)

조광조의 문인 중 백인걸은 정치가였고 성수침은 학자였으며, 이이의 
문인 중 이귀는 정치가였고 김장생은 학자였다.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외삼촌 나양좌에게 그의 스승인 윤선거를 옹호하고자 한다면 논쟁을 일
삼을 것이 아니라 성수침ㆍ김장생 같은 학자가 되어 스승의 학문을 빛내
라고 충고한다. 학자가 되어 스승의 학문을 빛내라는 충고는 김창협 본
인이 걸어간 길이었고, 어떤 면에서 김창협의 스승은 다름 아닌 부친 김
수항이었다. 김수근의 ≪농암속집≫ 발문에서도 김창협의 학문 연원을 
가학(家學)에 두고 있다.83)

노소의 분열과 회니시비를 거치면서 외가는 소론의 중심이 되었고 처
가는 노론의 중심이 되었다. 김수항과 송시열은 평생 긴밀한 관계를 유
지했기 때문에 김창협도 나양좌보다 이희조와 가깝게 지냈지만, 김창협
이 계승한 것은 외가도 처가도 아닌 친가이다. 김수항에게 내세울 만한 
학문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론의 정치적 중심으로서 실용지향적인 
경향이 다분히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김창협의 학문 활동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김창협의 철학은 넓게 보면 현실지향
적인 경기 지역의 사유 경향을 체계화한 것이고 좁게 보면 학문의 권위
를 갖지 못한 정치가, 김수항의 꿈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2) ≪農巖集ㆍ上仲舅(2)≫(卷11, 1704), 9右~左面,【是雖曰“衛護師門, 不得不然”, 而其實
亦有不在是者。尊所聞、行所知, 自立於高明光大之域, 使一世之人皆信其淵源之有自, 則其爲
師門之金湯, 大矣。豈口舌之所及哉? …… 使魯西之道誠足以配靜、栗而粹然無可議者, 則舅主
宜思所以爲聽松、沙溪, 可也。不然, 則雖復如休菴、延平之出力衛護, 而亦何能齊不齊之口, 使
人人信服哉?】
83) ≪農巖續集ㆍ跋≫(金洙根, 1854),【先生早承家學, 淵源有自, ……。】 



- 25 -

⑵ 송시열 지각론에 대한 문제제기

① 지각의 대체적인 의미

주희 철학에 나타나는 용례로 이야기하면 지각은 ‘마음의 기능’, 곧 
외부의 대상이나 사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마음’ 또
는 ‘지각’은 그 양태에 따라 인심과 도심으로 나뉜다. 주희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마음이란 사람의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몸을 주재하여 사태ㆍ사물에 반
응하는 것이다. 개인의 형기로부터 생겨난 것을 가리켜 말할 때에는 인심이
라 하고, 보편적인 의리로부터 발현된 것을 가리켜 말할 때에는 도심이라 한
다. 인심은 동(動)하기는 쉬워도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위태할 뿐 편안치 
않고, 의리는 밝히기도 어렵지만 어두워지기 쉽기 때문에 은미할 뿐 드러나
지 않는다. 두 근원인 공(公)과 사(私)의 차이를 성찰하여 정밀하게 알아서 
조금도 혼동이 없게 하고, 은미한 근본인 도심을 보존하여 한결같게 유지하
여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사려ㆍ동작에 과불급이 없어 진
정 그 중절함을 지킬 수 있다.84)

지각의 대체적인 의미가 위 예문에 잘 담겨있고, ≪중용장구≫의 서문
에서도 위 예문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마저 살펴보기로 한다.

마음의 허령한 지각은 하나일 뿐인데도 인심과 도심의 구별이 있다고 여기
는 것은, 혹은 사사로운 형기로부터 생겨나고 혹은 공정한 성명으로부터 비
롯하여 지각함의 근거가 다르고 이로 인해 어떤 때의 지각은 위태하여 편안

84) ≪晦庵集ㆍ尙書ㆍ大禹謨≫(卷65),【心者, 人之知覺, 主於身而應事物者也。指其生於形
氣之私者而言, 則謂之人心; 指其發於義理之公者而言, 則謂之道心。人心, 易動而難反, 故危而
不安; 義理, 難明而易昧, 故㣲而不顯。惟能省察於二者公私之間以致其精而不使其有毫釐之雜, 
持守於道心㣲妙之本以致其一, 而不使其有頃刻之離, 則其日用之間, 思慮、動作自無過不及之
差, 而信能執其中矣。】※ 蔡沈의 ≪書經集傳ㆍ大禹謨≫에는 身과 事物이 中과 外로, 動과 
反이 私와 公으로 되어 있다.



- 26 -

치 않고 어떤 때의 지각은 미묘하여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은 누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상지(上智)라도 인심이 없을 수 없고, 사람은 
누구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우(下愚)라도 도심이 없을 수 없다.85)

위 두 예문에 의하면, 지각은 인심과 도심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신명(神明), 명덕(明德), 귀신(鬼神) 등의 용어도 같은 범주에서 설명하
는 것이 보통이다. 몇 가지 용례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 성은 리이고, 정은 [성이] 흘러나와 작용하는 곳이며, 마음의 지각은 이 
리를 갖추어 이 정을 행하는 것이다.86)

ⓑ 마음이란 사람의 신명으로서 뭇 이치가 갖추어져 있어 만사에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87)

ⓒ 명덕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것으로 허령불매하여 뭇 이치를 갖추
어 만사에 반응하는 것이다.88)

위 예문 ⓐ를 통해서 지각은 마음의 기능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고, 예문 ⓐ와 ⓑ를 견주어봄으로써 지각의 다른 이름이 신명임을 알 
수 있으며, 예문 ⓑ와 ⓒ를 견주어봄으로써 신명과 명덕이 동일한 개념
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주희의 견해일 뿐이고, 위 개념들의 세
부적인 의미는 학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 가지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자는 ≪맹자ㆍ진심≫의 ‘마음’을 해석하여 “사람의 신명으로 뭇 이치를 갖
추어 만사에 반응하는 것이다”고 했다. 앞뒤의 논자들은 모두 이 글과 명덕

85) ≪中庸章句序≫,【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 而以爲有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
氣之私、或原於性命之正, 而所以爲知覺者不同, 是以或危殆而不安, 或微妙而難見耳。然人莫
不有是形, 故雖上智, 不能無人心; 亦莫不有是性, 故雖下愚, 不能無道心。】
86) ≪晦庵集ㆍ答潘謙之(1)≫(卷55),【性卽是理, 情是流岀運用處, 心之知覺卽所以具此理而
行此情者也。】 
87) ≪孟子集註ㆍ盡心上≫, 1章,【心者, 人之神明, 所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88) ≪大學章句≫, 經1章,【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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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석은 완전히 일치해서 차이가 없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서로 비슷
할 뿐 완전히 같지는 않다. 왜 그러한가? 신명은 귀신의 별칭이니, 사람의 
신명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다. 대체로 마음의 본질을 곧장 가
리켜 명칭으로 삼은 것이다. …… 덕은 본래 도리를 가리키지만 명덕이라고 
하면 도리가 마음에 있어서 광명조철(光明照徹)한 것이요, 마음은 본래 지각
을 가리키지만 본심이라고 하면 지각에서의 순수한 리가 물욕에 가리지 않
은 것이다. 명덕은 [덕이라는] 말 그대로 ‘마음의 리’이고, 본심은 [심이라
는] 말 그대로 ‘리의 마음’이다.89)

위 예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명과 명덕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
용한다. 한편 인용문의 필자는 지각, 신명, 명덕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귀
신과 본심은 신명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주희의 지각은 신명, 명덕과 동의어로서 
인심과 도심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학파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달라져서 
지각과 신명이 또는 신명과 명덕이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② 지각에 대한 핵심 쟁점

지각에 대한 핵심 쟁점은 주희 학파의 문답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 주희는, ‘지각은 기가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지각은 리
와 기가 합해져야 가능하다’고 답한다. 

문: “지각은 마음의 령(靈)이 본래 이러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가 하는 것입니
까?답: “기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의 리가 먼저 있는 것이다. 리 홀로는 

89) 柳重敎, ≪省齋集ㆍ心與明德形而上下說≫(卷33), 1左面~2右面,【朱子釋≪孟子ㆍ盡心≫
之心, 曰“人之神明, 所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前後論者, 皆言此與明德註脗合無差殊; 愚則以
爲相近矣而有未盡同者。何也? 神明者, 鬼神之別稱, 人之神明猶言在人底鬼神也。蓋直指心之
本質而名之之辭也。 神明者, 鬼神之別稱, 人之神明猶言在人底鬼神也。…… 德本道理之名, 而
所謂明德者, 是道理之在心裏而光明照徹者也; 心本知覺之名, 而所謂本心者, 是知覺之純乎理而
不爲物欲所蔽者也。明德猶言心底理, 本心猶言理底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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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할 수 없지만, 기가 모여 형을 이루어 리와 기가 합해지면 곧 지각할 수 
있게 된다. 비유컨대 등불이 기름을 얻으면 곧 불꽃을 내는 것과 같다.”90)

위 예문을 통해서, ‘지각은 기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리와 기가 합해
져야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성리학사에서는 이것이 지각에 대한 커다란 쟁점으로 나타
난다. 지각은 마음의 기능이므로, 위 문답은 마음이 기인지, 아니면 리와 
기의 합인지에 대한 문답으로 바꿀 수 있고, 이러한 견해 차이의 초기 
형태를 정도전(鄭道傳: 1342~1398)과 권근(權近: 1352~1409)의 언급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음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氣)로서 허령불매하여 일
신(一身)을 주관하는 것이요, 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리(理)로서 순수ㆍ지선하여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91)

마음은 리와 기가 합해져 일신(一身)에서 신명(神明)의 집이 된다. 주자가 
“허령불매하여 뭇 이치를 갖추어 만사에 응하는 것”이라 한 것이 바로 이것
이다. …… 마음을 말하면서도 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주인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92)

위 첫째 예문에서 정도전은 마음이 기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불씨잡변≫에 명확하고 확고한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예문은 권근의 
서문인데,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음’이라고 하면 기능 또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존
재’의 층위에서 말하더라도 이러한 견해 차이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90) ≪朱子語類≫, 5:2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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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譬如這燭火是因得這脂膏便有許多光燄。”】
91) 鄭道傳, ≪佛氏雜辨ㆍ佛氏心性之辨≫,【心者, 人所得於天以生之氣, 虛靈不昧以主於一身
者也。性者, 人所得於天以生之理, 純粹至善以具於一心者也。】
92) 權近, ≪三峰集ㆍ心氣理ㆍ心難氣序文≫,【心者, 合理與氣以爲一身神明之舍, 朱子所謂
“虛靈不昧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故言心而不言理, 是知有其舍而不知有其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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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만들어내니, [음양오행의] 기로 형체를 이루면 
[음양오행의] 리 또한 [그 형체 속에] 품부되어 있는 것이다.93)

하늘은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만들어내지만 음양오행에는 리도 있고 기도 있
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얻은 것은 사람이 되고 치우친 것을 얻은 것은 동물
이 된다. 그러므로 오행의 리는 사람에게는 오상(五常)이 되고 그 기는 오장
(五臟)이 된다. 이것이 우리 유가의 학설이다.94)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교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 운행이 들쑥날쑥 일정치 
않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기에는 통색ㆍ편정ㆍ청탁ㆍ후박ㆍ고하ㆍ장단의 차
이가 있게 되고 사람이나 동물이 세상에 날 때는 우연히 그러한 때를 만나 
고르고 통하는 기를 얻으면 사람이 되며 치우치고 막힌 기를 얻으면 동물이 
된다. 사람과 동물의 귀천이 바로 여기에서 갈린다. …… 사람과 동물의 태어
남은 음양오행의 기를 얻은 것이라는 내 주장에는 이처럼 명확한 근거가 있
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95)
  
주희의 글인 위 첫째 예문은 음양오행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본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음양오행’ 자체는 눈에 드러나는 기(氣)를 가리키지만, 
리와 기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있다. 따라서 기가 모여 형체
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리가 품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권근의 글인 둘째 예문에서는, ‘음양오행에는 리도 있고 기도 있다’
고 하며 이러한 논리 맥락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도전은 
위 셋째 예문에서 음양오행을 오로지 기로만 보고,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기(氣)의 통색(通塞)ㆍ편정(偏正)ㆍ청탁(淸濁)으로 설명하고 있다.

93) 朱熹, ≪中庸章句≫, 1章,【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94) 權近, ≪三峰集ㆍ佛氏雜辨序文≫,【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而所謂陰陽五行者有理有氣, 得
其全者爲人, 得其偏者爲物。故五行之理, 在人而爲五常之性, 其氣爲五臟。此, 吾儒之說也。】
95) 鄭道傳, ≪佛氏雜辨ㆍ佛氏因果之辨≫,【夫所謂陰陽五行者, 交運迭行, 參差不齊。故其氣
也有通塞、偏正、淸濁、厚薄、高下、長短之異焉, 而人物之生, 適當其時, 得其正且通者爲人, 
得其偏且塞者爲物。人與物之貴賤, 於此焉分。…… 以人物之生爲得於陰陽五行之氣者, 明有左
驗, 無可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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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송시열의 지각론

송시열은 마음을 기로 본다.96) 따라서 송시열 철학에서, 지각은 기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각을 기의 작용으로 보는 경우에도, 지각이 리 
없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송시열도 마찬가지이다. 문
인 정찬휘(鄭纘輝: 1652~1723)는 송시열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북계진씨(北溪陳氏: 陳淳)가 ‘리와 기의 합이기 때문에 허령하다’고 한 것에 
대해, 율곡과 사계 선생 모두 크게 배척했고, 그것이 ≪경서변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류≫를 보니, 어떤 사람이 “지각은 마음의 
영(靈)입니까, 아니면 기(氣)의 작용입니까?” 묻자, 주자가 “기 홀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지각의 리가 먼저 있는 것이다. 리 홀로는 지각할 수 없지만, 기
가 모여 형을 이루어 리와 기가 합해지면 곧 지각할 수 있게 된다”고 대답
했습니다. 허령과 지각은 체와 용이라는 구별이 있지만 그 이치는 결코 다름
이 없습니다. 정우복(鄭愚伏: 鄭經世)이 ‘북계의 말이 곧 주자의 말이다’ 한 
것은 요지를 파악한 것인데, 사계(沙溪: 金長生)는 왜 ‘생각이 깊지 못한 것
이다’고 논평했습니까?97)

위 예문에 의하면, 진순과 정경세는 리와 기가 합해져야 지각이 가능
하다고 보았고, 이이와 김장생은 이러한 견해를 크게 배척했다. 질문자
인 정찬휘가 보기에도, 주희의 글은 리와 기가 합해져야 지각이 가능하
다는 내용인데, 김장생은 왜 정경세를 ‘생각이 깊지 못하다’고 혹평했을
까? 이에 대해 송시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리와 기의 합이기 때문에 허령하다는 견해를, 이이ㆍ김장생 두 선생이 배척

96) ≪宋子大全ㆍ與李汝九≫(卷90, 1672), 11左面,【心是氣而性是理, 氣卽陰陽而理卽太極也。】
97) ≪宋子大全ㆍ答鄭景由(5)≫(卷101, 1677), 7左~8右面,【(鄭纘輝 問) 北溪陳氏曰“理與氣合, 
所以虛靈”。此段, 栗、沙兩先生皆深斥之, 其說詳於≪經書辨疑≫中矣。然嘗考≪語類≫, 有問“知覺
是心之靈, 抑氣之爲耶”, 朱子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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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云。夫知覺雖與虛靈有體用之別, 而其理則決無異同。鄭愚伏所謂“北溪之說卽朱子之說”者, 眞得其
旨, 而沙溪何以謂不深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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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이 구절만이 아니네. …… 사람과 생물이 생겨나지 않았을 때에도, 
리와 기는 본래 구분 없이 섞여있기 때문에, 기가 모여 형체를 이루면 리 또
한 저절로 그 형체 속에 갖추어지는 것이네. 그래서 ≪중용집주≫에서 “기로
써 형체를 이루면 리 또한 거기에 품부되어 있다”고 했으니, 매우 명백하지 
않은가? …… 보내온 편지에서 “이 리가 이 기와 합쳐진 뒤에야 허령이 발생
한다”고 한 것은 매우 잘못된 말이네. 이 말을, “리와 기의 합이지만, 허령은 
마음이고 허령에 갖추어져 있는 것은 성이다”로 고치면, 괜찮을 것이네.98)

위 예문에서 송시열은 앞에서 인용했던 주희 학파의 문답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주희의 글은 지각이 리와 기의 합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각은 기지만 지각에 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각과 리를 합쳐서 
리와 기의 합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지각은 기이다’는 
명제와 ‘리가 없으면 지각이 있을 수 없다’는 명제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송시열 학파의 전형적인 설명 방식이다. 후대의 논의로 위 
내용을 좀 더 보충하기로 한다.

㉠ 마음은 본래 허령하고, 허령한 것은 기이다. 그 기(氣)됨이 허령하기 때
문에 지각할 수 있는 것이지 허령하지 않으면 지각할 수 없고, 허령함은 본
성에서 근원하는 것이지 본성에서 근원하지 않으면 지(智)의 용(用)이 될 
수 없다. [지(智)는 편언(偏言)하면 하나의 일이요, 전언(專言)하면 사덕(四德)을 
포괄한다.] 그러므로 지각은 마음전체의 덕을 전담할 수 있고 또한 지(智)의 
용(用)이 된다. …… 마음은 기의 정상(精爽)이니 그 물(物)됨이 본래 허령
한 것이다. 허령하다는 것은 마음의 체단(體段)을 형용한 것이니 끝내 기이
지 리가 아니다. ㉡ 어찌 성으로 인해 허령한 것이라 하겠는가? 하지만 허령
함이 성으로 인해서 허령한 것은 아니지만, 허령함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본
성이고, 본성이 발한다는 것은 이 지각을 타는 것이니 이 지각을 지(智)의 
용(用)이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99)

98) ≪宋子大全ㆍ答鄭景由(5)≫(卷101, 1677), 8右~9右面,【(宋時烈 答) 理與氣合, 李、
金兩先生所斥, 非以此一句而已。…… 蓋人物未生時, 理與氣本自混融而無間, 故氣聚成形之時, 
理自具於此形之中矣。故≪中庸註≫曰“氣以成形, 理亦賦焉”, 此豈非十分分明者耶? …… 來諭, 
這理必與這氣相合然後生虛靈者, 甚誤。如改曰“理與氣合, 而其虛靈者心也, 其虛靈中所具者性
也”, 如此則庶或近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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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은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문인 심조(沈潮: 1694~1756)
의 글이다. 예문 ㉠에서도 ‘허령은 기이다’는 말과 ‘허령은 본성에서 근원한
다’는 말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 앞에서 정찬휘가 말하고 있듯이, 호론에
서는 허령을 미발의 체(體)로 보고 지각을 이발의 용(用)으로 보기 때문
에100) 예문의 ‘허령’을 ‘지각’으로 대체해도 결론은 같다. 두 명제가 동시에 
강조될 수 있는 이유가 예문의 ㉡에 제시되어 있다. 요컨대 지각은 기지만 
본성이 지각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 예문에서는 이러
한 의미를,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는 다른 예문을 통해서 더 살펴보기로 한다.

지각을 지(智)의 용(用)이라 하는 것은 지각이라는 기가 지(智)의 용(用)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각 위에 발현된 리가 지(智)의 용(用)이라는 의미
이다. 애(愛)가 인(仁)의 용(用)이 되는 것은 애(愛) 위에 발현된 리가 인
(仁)의 용(用)이라는 의미이지 애(愛)라고 하는 기가 곧바로 인(仁)의 용
(用)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 능지능각[能知能覺=虛靈] 중에 갖추어져 있
는 리는 구별해서 말하면 오성(五性)이 되고 통틀어 말하면 지(智)로 통합
되며, 동(動)한 뒤의 지각에 발현된 것은 구분해서 말하면 사단이 되고 통틀
어 이야기하면 지(智)의 용(用)임을 벗어나지 못한다.101)

99) ≪靜坐窩集ㆍ虛靈知覺說≫(卷11, 1737),【㉠ 心本虛靈, 虛靈者氣也。其爲氣虛靈, 故能
知覺, 不虛靈則不能知覺矣; 虛靈原於性, 不原於性則知覺不得爲智之用矣。[智, 偏言則一事, 專言則
包四德] 故知覺能專一心之德, 而亦不害爲智之用。…… 今夫心者氣之精爽, 故其爲物自虛靈。虛
靈者, 狀心之體段也, 終是氣也, 非理也。㉡ 豈可謂因性而虛靈乎? 然虛靈雖非因性而虛靈, 虛
靈中所具者性, 而性之發, 乘此知覺, 則以此知覺喚做智之用, 不亦宜乎?】
100) 송시열과 한원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宋子大全ㆍ答鄭景由(6)≫(卷101, 
1678), 16左面,【≪大學≫本註, 專言虛靈, 故盧氏分虛靈屬之體用; ≪中庸序≫, 以虛靈對知
覺, 則程氏以“虛靈爲體, 知覺爲用”, 言各有所當也。】; ≪南塘文集ㆍ虛靈知覺說≫(卷30, 
1710), 13右面,【心之虛靈知覺, 孰體孰用? 虛靈是體, 知覺是用也。】
101) ≪南塘集ㆍ上師門(7)≫(卷7, 1734), 20左~21右面,【夫以知覺爲智之用者, 非以知覺之
氣爲智之用也, 以理之發見在知覺上者爲智之用也。如以愛爲仁之用者, 以理之發見在愛上者爲
仁之用, 而非直以愛之氣爲仁之用也。…… 蓋理之具於能知能覺中者, 別而言之則爲五性, 而摠
而言之則又皆統乎智之一性。其發見在動後之知覺者, 分而言之則爲四端, 而統而言之則又不出
乎智之用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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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은 권상하의 문인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글이다. 내용
은 앞 예문의 ㉡과 동일하지만 좀 더 상세하다. 예문에 의하면, 지(智)는 
인의예지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리는 항상 지각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각
을 지(智)의 용(用)으로 보는 것이다. 지각 그 자체가 지(智)의 용(用)이
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지각을 타고 있는 리가 지(智)의 용(用)이라는 
의미에서 지각이 지(智)의 용(用)이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앞에서 진순은 “리와 기의 합이기 때문에 허령하다”고 했는데, 송시열
은 이러한 견해를 비판하며 “리와 기의 합이지만, 허령은 마음이고 허령
에 갖추어져 있는 것은 성이다”고 했다. 두 견해 사이의 애매한 부분을 
앞에서 인용한 보조 예문으로 보충해서, 송시열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 ‘허령’은 ‘지각’의 체(體)로서 기이다. ⓑ ‘허령’에는 항상 리
가 타고 있기 때문에, ‘허령’이 발현된 ‘지각’에도 항상 리가 타고 있고, 
따라서 ‘지각’은 ‘허령’의 용(用)이면서 동시에 지(智)의 용(用)이다. 송
시열은 앞에서 인용한 주희 학파의 문답을 이와 같이 해석한 것이다. 그
래서 송시열에게는 ‘허령지각은 기이다’는 명제와 ‘지(智)가 없으면 지각
도 없다’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한다.

송시열처럼 ‘지각 그 자체는 기지만 지각에는 항상 리가 타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지각’이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서 기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기에 타고 있는 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구분한다.

지각은 기로써 말하면 ‘기의 허령함’이니 주자가 임덕구(林德久)에게 보낸 편
지가 이러하고, 리로써 말하면 ‘지(智)의 용(用)’이니 [주자가] 오매숙(吳晦
叔)에게 보낸 편지가 이러하고, 리와 기의 합으로써 말하면 ‘마음의 용(用), 
지(智)의 단서’이니 [주자가] 호광중(胡廣仲)에게 보낸 편지가 이러하다.102)

지각은 오로지 기로써 말한 경우도 있고 리와 기를 겸해서 말한 경우도 있으
며, 동정(動靜)을 겸해서 말한 경우도 있고 오로지 동(動)으로 말한 경우도 

102) ≪靜坐窩集ㆍ虛靈知覺說≫(卷11, 1737),【故知覺, 從氣言則曰“氣之虛靈處”, 此朱子答
林德久書也; 從理言則曰“智之用”, 此答吳晦叔書也; 合理氣言則曰“心之用而智之端”, 此答胡廣
仲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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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각을 마음에 소속시키는 경우는 모두 오로지 기로 말하고 동정(動
靜)을 겸해서 말한 것이며, 지각을 지(智)의 용(用)에 소속시키는 경우는 리
와 기를 겸해서 말하고 오로지 동(動)만을 말한 것이다. …… 이것이 마음에 
소속시키고 지(智)에 소속시키는 차이점인데 실은 하나의 용(用)이다.103)

송시열은 지각을 기로 보면서도 지(智)가 지각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 두 예문에 나타나있듯이, 
지각을 기 또는 마음에 소속시키기도 하고, 리 또는 지(智)에 소속시키
기도 한다. 하지만 예문 하단에서 ‘하나의 용(用)’이라고 했듯이 두 가지 
설명을 동시에 긍정한 것이지 대립하는 견해로 본 것이 아니다. 송시열
부터 이렇게 설명했다.

지각을 마음에 소속시킨 것, 이것은 주자 평생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지각을 지(智)에 소속시켰으니 이에 대해 자세히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생각으로는, 앞의 지각은 마음의 허명불매를 개괄한 것이
고, 뒤의 지각은 ≪맹자집주≫에서 “[先知ㆍ後知의 知는] 그 일의 소당연을 
인식하는 것이고 [先覺ㆍ後覺의 覺은] 그 리의 소이연을 깨닫는 것이다”고 
한 경우가 이러하다. 그래서 [지각은] 마음에 소속시키는 경우도 있고 지
(智)에 소속시키는 경우도 있다.104)

지각을 마음에 소속시킨 것, 이것이 주자가 평생 동안 가르친 학설이다. 하
지만 오회숙(吳晦叔)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지각을 지(智)의 용(用)이라고 
했다. 이 두 가지는 전설(前說)과 후설(後說)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지각에
는 [가리키는 바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허령운용(虛靈運用)이 배고픔ㆍ배
부름ㆍ추위ㆍ따뜻함을 인식하는 것은 마음의 용(用)이다. 이것은 주자(周
子), 정자(程子)가 말한 지각이다. 일의 소당연(所當然)을 알고 리의 소이연

103) ≪南塘集ㆍ上師門(7)≫(卷7, 1734), 21左~右面,【知覺有專以氣而言者, 有兼理氣而言
者; 有兼動靜而言者, 有專以動而言者。夫以知覺屬心者, 蓋皆專言氣而兼動靜者也; 以知覺屬
智之用者, 蓋皆兼理氣而專言動者也。…… 此, 其有屬心、屬智之異, 而其實一用而已。】
104) ≪宋子大全ㆍ看書雜錄≫(卷131), 3右面,【以知覺屬心, 此朱子一生說; 而一處又以知覺
屬智, 此處不可不仔細分辨。竊謂前所謂知覺, 是泛言心之虛明不昧; 後所謂知覺, 是≪孟子註≫
所謂“識其事之所當然”、“悟其理之所以然”者。故有屬心、屬智之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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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以然)을 아는 것은 지(智)의 용(用)이다. 이것은 이윤(伊尹)이 말한 지각
이다. 이 두 가지는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이니 혼동해서 말하면 안 된
다. 마음은 기이고 지(智)는 성이며, 성은 곧 리이다. 리와 기는 떨어질 수
도 없고 섞일 수도 없다.105)

위 두 예문에서 송시열은 ‘마음은 기이고 지(智)는 리이며, 리와 기는 
떨어질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앞에서 살펴본, 
‘본성이 발한다는 것은 이 지각을 타는 것이다’, ‘지각 위에 발현된 리가 
지(智)의 용(用)이다’와 동일한 의미이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지각
을 마음에 소속시킨 경우와 지(智)에 소속시킨 경우로 구분하는 것이기
에, 이 두 가지를 대립하는 견해로 보지 않는다. 지각은 기라는 점에서
는 항상 마음에 속하고, 리가 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항상 지(智)의 용
(用)이다.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문헌을 이해해야지, 두 가지를 다른 것
으로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 송시열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이다. 송시
열의 문인인 이희조 또한 김시좌(金時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구절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에 내가 자네에게 한 말은] “마음에 지각이 있는 것은 지(智)가 있기 때
문이지 지(智)가 없으면 지각할 것도 있을 수 없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네. 
하지만 지각이라는 말은 마음으로서 말한 경우가 있으니 “마음의 허령한 지
각은 하나일 뿐이다”는 말이 이러하고, 지(智)로서 말한 경우가 있으니 “선
지(先知)가 후지(後知)를 깨치고 선각(先覺)이 후각(後覺)을 깨친다”는 말
이 이러하네.106)

105) ≪宋子大全ㆍ看書雜錄≫(卷131), 5右面,【以知覺屬心, 此朱子一生訓說也; 其答吳晦叔
書, 則乃以知覺爲智之用。此非前後異說也。夫知覺有二。其虛靈運用識飢飽寒煖者, 心之用
也。此, 周、程所謂知覺也。識事之所當然、悟理之所以然者, 智之用也。此, 伊尹所謂知覺
也。二者各有所指, 不可混淪說也。蓋心氣也, 智性也, 性則理也。氣與理二者, 不可離, 而亦不
可雜也。】
106) ≪芝村集ㆍ答金道以≫(卷13, 1704), 39左面,【蓋謂“心之有知覺, 亦因其有智也, 無智
則必不能有所知覺”云也。然知覺二字, 有以心言者, 如心之虛靈知覺一而已者, 是也; 有以智言
者, 如先知覺後知、先覺覺後覺,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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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에서 이희조는 송시열의 견해를 이어서, 지각을 마음에 소속시
키는 경우와 지(智)에 소속시키는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주희의 글을 
볼 때는 말하는 취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지, 마음에 소속시킨 
경우와 지(智)에 소속시킨 경우를 상충하는 견해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하는 말이다. 송시열과 그 계승자들은 이처럼 ‘지각은 기이다’는 
명제와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는 명제를 동시에 주장한다.

④ 김창협의 문제제기

1686년, 조정에서는 김수흥의 건의에 따라 송시열의 ≪주자대전차의≫
를 간행하기로 하고,107) 김창협에게 교정 작업을 일임했다.108) 김창협은 
1688년, 권상하와 함께 화양동으로 송시열을 찾아가서 ≪주자대전차의≫
에 대해 토론했고,109) 김수항과 송시열이 사사된 1689년에는 응암(鷹巖)
에 들어가 ≪주자대전차의≫를 교정했다.110) 먼저, ≪주자대전차의≫와 
관련하여 송시열이 전하는 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참람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문곡(文谷: 金壽恒) 김상국(金相國)에게 품의하니 
상국(相國)이 반갑게 듣고는 돕겠다고 했다. 내가 기록해둔 바에 따라 질문하
니, 잘못을 바로잡고 부족한 곳을 보충해주었는데 매우 정밀하고 해박했다.111)

둘러보니 지금 이 일을 부탁할 사람은 자네와 중화(仲和: 김창협) 뿐이네. 
반드시 동보(同甫: 李喜朝), 여구(汝九: 李箕洪), 미백(美伯: 崔邦彦), 그밖

107) ≪숙종실록ㆍ12년 4월 18일≫ 참조.
108) ≪農巖集ㆍ年譜上ㆍ丙寅≫(卷35), 26左面,【承命, 校正≪朱子大全箚疑≫。】
109) ≪農巖集ㆍ年譜上ㆍ戊辰≫(卷35), 37右面,【拜尤齋先生于華陽洞: 與遂庵權公尙夏同
行, 講討≪朱子大全箚疑≫。】
110) ≪農巖集ㆍ年譜上ㆍ己巳≫(卷35), 38右面,【九月, 入鷹巖居廬: 先生於晨夕號隕之餘, 
硏究舊學。用力尤篤, 日誦≪論語≫; 詳訂≪朱子大全箚疑≫, 益闡精微之蘊。】
111) ≪宋子大全ㆍ朱子大全箚疑序≫(卷131, 1689), 43右面,【惟僭踰是懼, 稟議于文谷金相
國, 則相國喜聞而許其相助。余乃隨所箚而奉質焉, 則其所訂誤補漏, 極其精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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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정리하게. …… [별지] 이런 일은 반
드시 중화(仲和)와 함께하기를 바라네. 예전에 청음(淸陰: 金尙憲) 선생을 
뵈었을 때, [선생은] ≪태극도설≫ 주석을 가져와 몸을 낮추어 [나와] 토론
했고 또 ‘婺源追正脈’(주자의 정맥을 좇는다)라는 시구를 써주셨으며, 문곡
(文谷: 金壽恒) 대감 또한 ≪차의≫에 대한 관심이 얕지 않았네. [이렇게 당
부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잇는 책임이 바로 오늘에 있기 때문이네.112)

위 첫째 예문은 송시열의 ≪주자대전차의≫ 서문이다. 서문에서 김수
항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수항도 송시열의 ≪주자
대전차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한 듯하다. 둘째 예문은 송시
열이 권상하에게 남긴 유언이다. 송시열과 김창협 가문의 인연을 언급하
며 김창협과 적극 협력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1689년 이후 김창협의 교정 작업은 송시열의 유촉에 따른 것이지만 몰
년까지도 이 일을 완수하지 못했고,113) 권상하의 정리 작업을 거쳐 ≪주
자대전차의≫가 간행된 것은 1716년이다.114) 하지만 1690년대에 이미 미
간행 형태의 ≪주자대전차의≫를 관계자들이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자대전차의≫는 우암 어른이 지은 것입니다. ≪주자대전≫을 새롭게 주
석한 것으로 분량은 20여 권입니다. 몇 년 전 대신들의 주청으로 간행에 관
한 논의가 있었고, 주상께서 옥당에 교정을 명하여, 제가 그 일을 맡게 되었
습니다.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단락별로 제 견해를 
밝혀놓았습니다.115)

112) ≪宋子大全ㆍ奉訣致道≫(卷89, 1689), 26左~27左面,【顧念今世以此相託者, 惟吾友與
仲和耳。須與同甫、汝九、美伯、其餘可與共事者, 協同整理。…… [별지] 此等事, 必欲與和
哀共之者: 曾見淸陰先生, 取≪太極圖說≫註, 俯與商量, 又贈詩曰“婺源追正脈”云云, 而文谷大
爺亦於≪箚疑≫致意不淺。繼述之責, 正在今日, 故如是耳。】
113) ≪農巖集ㆍ年譜下ㆍ丙子≫(卷36), 10左面,【宋先生在世時, ≪箚疑≫修改之役, 未及三
之一。先生旣受其遺囑, 益潛心講究, 與遂庵權公往復評訂。雖在禍變顚沛疾病危苦之中, 而未
嘗須臾忘廢。蓋先生一生精力盡在此書, 而其所發揮殆無餘蘊。至戊子, 猶未卒業, 此又無窮之
恨也。】
114) 강문식, ｢김창협의 주자서 연구와 ≪주자대전차의문목≫｣(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2013), 91쪽 참조.
115) ≪農巖集ㆍ答林德涵(1)≫(卷13, 1690),【≪箚疑≫乃是尤翁所著。蓋將≪大全≫一書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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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은 1690년에 김창협이 임영(林泳)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를 
보낸 시점을 고려할 때 1689년의 교정 작업까지를 포함하여 언급하고 
있고, 편지 내용을 보면 이때에 이르러 1686년부터 시작된 첫 교정 작
업이 일단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116)

≪문목≫에 붙인 첨지는 잘 보았습니다. 제 말도 많이 채택되었더군요. 큰 잘
못이 없어 다행입니다. 다만 여러 사람의 의논을 거치지 않고 ≪차의≫에 곧
장 고쳐 넣으면, 신중한 일처리가 아니어서 저로서는 황송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일은 집사[권상하]와 서구(敍九: 宋疇錫)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동보(同甫: 李喜朝)와 여구(汝九: 李箕洪) 등과도 의논해야할 것입니다.117)

위 예문은 김창협이 권상하에게 보낸 편지인데, 미간행 ≪주자대전차
의≫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 여기에는 김창협의 견해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창협의 견해 중 아래에서 살펴볼 예
문은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안(按): [주희] 선생은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로 설명한 곳이 많다. [어
떤 곳에서는] “마음의 지각”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지(智)의 지
각”이라고 했으니, 이는 지각에 두 종류가 있는 꼴이 된다. 이 글(≪답반겸
지≫)에 이르러 비로소 지각은 마음에 소속시키고, 시비를 변별하는 것은 지
(智)에 소속시켰으니, 이것이 만년정론일 것이다. 이것을 바름[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118)

頭註釋, 爲卷幾二十餘。頃年嘗因大臣陳達有刊行之議, 命下玉堂校正, 昌協遂任其事矣。看得, 
其間不無可疑處, 不免逐段寫出。】
116) 김창협은 이후에도 교정 작업을 계속했고 몰년까지도 이 일을 완성하지 못했다. 다음 
예문 참조. ≪農巖集ㆍ年譜下ㆍ丙子≫(卷36), 10左面,【宋先生在世時, ≪箚疑≫修改之役, 
未及三之一。先生旣受其遺囑, 益潛心講究, 與遂庵權公往復評訂。雖在禍變顚沛疾病危苦之中, 
而未嘗須臾忘廢。蓋先生一生精力盡在此書, 而其所發揮殆無餘蘊。至戊子, 猶未卒業, 此又無
窮之恨也。】
117) ≪農巖集ㆍ答權致道(3)≫(卷12, 1692), 28右面,【問目籤示, 謹領命矣。鄙說多見俯
採。竊幸其不甚悖謬。但不待通同博議, 輒改於≪箚疑≫, 則恐非愼重之意, 其在區區, 尤覺惶悚
難安。此事, 雖執事與敍九爲政, 如同甫、汝九諸人, 亦不可不使與聞。】
118) ≪芝村集ㆍ答金道以兼示三洲黃江≫(卷13, 1704), 42左面,【且考≪大全箚疑ㆍ潘謙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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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의 ≪답반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성은 리이고, 정은 흘러나
와 운용되는 곳이며, 마음의 지각은 이 리를 갖추어 이 정을 행하는 것
이다.”119) 위 예문은 이 구절에 대한 ‘안’(按)이다. 여기에서 ‘안’(按)은 
송시열의 견해임을 나타내고 ‘선생’은 주희를 가리킨다. 그런데 위 내용
은 앞에서 살펴본 송시열의 견해가 아니다. 위 예문에서는 지각을 마음
에 소속시키는 경우와 지(智)에 소속시키는 경우를, 대립하는 두 견해로 
간주하고 있다. ‘지각은 기이다’는 명제와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
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희가 지
각을 지(智)에 소속시킨 경우는 만년에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예문은 송시열의 견해가 아니라, 김창협이 교정한 내용이 그대로 
≪주자대전차의≫에 실려 들어간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해 이희조는 훗
날, “지각에 대한 주희의 견해가 [대립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의심하
고는 [지각을 마음에 소속시킨] ≪답반겸지≫를 정론으로 삼고자 했으
니, 이는 [우암의 생각이 아니라] 농암 형의 생각입니다” 하며 항의했
다.120) ≪주자대전차의문목≫에서는 위 인용문 아래에서 김창협이 자신
의 목소리로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按): …… 성이 발한 것은 정이고, 마음의 령은 지각이다. 정은 리가 기를 
탄 것이고, 지각은 기가 묘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비(是非)하는 ‘정’을 지
(智)의 용(用)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각’을 지(智)의 용(用)이라고 하
면 안 된다. 지각과 정의 구분은 매우 미묘하지만, 구분이 없을 수 없다.121)

書≫, 下曰: “按: 先生以知覺爲智之用者多矣。旣有心之知覺, 又有智之知覺, 是有二知覺矣。
於此, 始以知覺屬心, 以辨是非屬智, 此恐是晩年所定。當以此爲正。”】※ ≪芝村集≫에는 밑
줄 그은 세 개의 ‘智’ 자가 ‘知’로 되어 있다. ≪宋子大全≫의 내용에 따라 바로잡는다.
119) ≪晦庵集ㆍ答潘謙之≫(卷55),【性只是理, 情是流出運用處, 心之知覺卽所以具此理而行此情
者也。以智言之, 所以知是非之理則智也、性也; 所以知是非而是非之者, 情也; 具此理而覺其爲是
非者, 心也。】
120) ≪芝村集ㆍ答金道以兼示三洲黃江≫(卷13, 1704), 42左面,【此似以先生前日所論爲有
二知覺之疑, 而欲以此書爲定論, 卽亦農兄之意也。】
121) 金昌協, ≪朱子大全箚疑問目≫(第6冊), ‘卷55’항,【性之發爲情, 心之靈爲知覺。情者, 
理之乘氣者也; 知覺者, 氣之妙用也。是故以是非之情爲智之用則可, 以知覺爲智之用則不可。
二者之分, 雖極微妙, 而有不容混而一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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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의 ‘안’(按)은 ≪문목≫에서의 ‘안’(按)이므로 김창협 자신의 
‘안’(按)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안(按, 송시열)에 대해 다시 자신의 안
(按, 김창협)을 덧붙여 자신의 ‘안’(按, 송시열)을 지지하는 형태가 되었
다.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정과 지각을 구분하여 정은 지(智)의 용(用)
이고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창협이 창
안한 핵심 주장이 이것이고, 이러한 견해가 가장 먼저 실린 곳이 바로 
송시열의 저서인 ≪주자대전차의≫이며, 김창협의 견해는 그대로 낙론의 
핵심 주장이 된다. 훗날 심조는 김창협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지각은 기로써 말하면 ‘기의 허령함’이니 주자가 임덕구(林德久)에게 보낸 
편지가 이러하고, 리로써 말하면 ‘지(智)의 용(用)’이니 [주자가] 오매숙(吳
晦叔)에게 보낸 편지가 이러하다. …… 임덕구에게 보낸 편지와 오매숙에게 
보낸 편지는 어느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암[김창
협]은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 했으니 [농암은 임덕구에게 보낸 편지를 취하고 
오매숙에게 보낸 편지를 폐기했다] 상세히 살피지 못하는 잘못을 범한 듯하다.122)

위 예문에서 심조는, ‘지각은 기이다’와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
는 둘 다 버릴 수 없는 명제라고 하며, 김창협이 ‘지각은 기이다’만 인정
하고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를 부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창협 자신도 1689년 무렵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예전에 영평(永平: 포천) 골짜기에서 상(喪)을 지내고 있을 때 우연히 
지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다가 ‘지각은 지(智)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지
(智)의 용(用)도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네. ……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
하면서도 감히 자신할 수 없어서 주자의 글 중에서 지각에 대해 논의한 부
분들을 두루 찾아보면서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해보니, 어떤 곳은 
내 생각과 일치했고 어떤 곳은 달랐는데, 일치하는 곳은 적고 다른 곳이 많
았네. 계속 의문을 품고 반복해서 연구해보았으나 끝내 하나의 이론으로 회

122) ≪靜坐窩集ㆍ虛靈知覺說≫(卷11, 1737),【故知覺, 從氣言則曰“氣之虛靈處”, 此朱子答
林德久書也; 從理言則曰“智之用”, 此答吳晦叔書也。…… 亦可知林、吳二書之不可偏廢。農巖
欲執一而廢一, [農巖主張林書而不信吳書] 恐失照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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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會通)시키지 못했었네. 그러다 [주희가] 반겸지(潘謙之)에게 보낸 편지에
서 지각과 지(智)를 명백히 구분해서 말한 것을 보게 되었고 그 글이 내 마
음에 선명히 들어와서 [비로소] ‘이 글이 최후의 정론이고 다른 글들은 이 
글을 기준으로 절충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네.123)

그러나 각(覺)을 지(智)의 용(用)으로 본 것은 선생의 ≪인설≫이 이미 그
러하고 그 후의 학자들도 모두 이러한 견해를 취했는데 어찌 비루한 내 견
해로 이것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견해를 감히 크게 
주장한 적이 없네.124)

위 첫째 예문에서, ‘영평(永平) 골짜기에서 상을 지내고 있을 때’는 
김수항과 송시열이 사사된 1689년을 가리키고, ‘우연히’라는 말은 ‘≪주
자대전차의≫를 교정하다가’의 의미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압축한 
말이 ‘지각은 지(智)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智)의 용(用)도 아니다’는 
말이다. 송시열은, ‘지각은 기지만 또한 지(智)의 용(用)이기 때문에 때
로는 마음에 소속시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지(智)에 소속시키는 경우
도 있다’고 보았다. 김창협은 이에 대한 반박의 근거를 주희의 ≪답반겸
지≫에서 발견하고, ≪주자대전차의≫의 ‘답반겸지’ 항에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송시열의 견해를 교정한 것이다. 

위 첫째 예문 하단의 ‘이 글이 최후의 정론이고 다른 글들은 이 글을 
기준으로 절충해야한다’는 말은,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로 보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둘째 예문에 나와 있듯이 지각을 본성의 용
(用)으로 본 것이 주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유학자들의 공론임을 김창협 
본인이 익히 알고 있었고, 1689년부터 1695년까지는 자신의 주장을 세

123)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37右~38右面,【蓋愚於昔歲居憂永峽也, 偶思此
義, 以爲知覺非惟不可以爲智亦不可以爲智之用。…… 當時, 雖看得如此, 而亦不敢自信, 遂徧考朱
子書中論此等去處, 以驗其是非, 蓋或合或不合而合者少, 不合者多矣。於是心竊疑之反復推究而終
莫能會通爲一。及見潘謙之書明以知覺與智分而言之, 輒犁然有當於心, 意其爲最後定論而餘說之異
同者亦當以是而折衷之矣。】
124) ≪農巖集ㆍ答道以(26)≫(卷19, 1704), 26左面,【然以覺爲智之用, 自先生≪仁說≫已
如此, 而後之學者, 無不作此見解, 豈區區一人之見所能易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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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김창협이 논쟁에 가담하는 곳에서는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라는 주장과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아니라
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데 이것이 이른바 지각 논쟁이다. 윤증의 문인
인 민이승과의 논쟁(1697)에서도, 송시열의 문인인 이희조와의 논쟁
(1705)에서도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된다.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아
니라는 주장은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김창협과 그 계승자들에게
만 나타나는 고유한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김수항과 송시열이 사사된 
직후부터 낙론(洛論) 형성의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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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암학파

⑴ 형성 과정

농암서실(農巖書室)을 지은 1692년(42세)부터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난
다. 첫째, 이때부터 후학을 양성했다. 김시좌(金時佐: 道以, 1664~1727)
는 김창협의 11촌 조카이며 고제(高弟)로서 훗날 ≪농암집≫의 편집과 출
간을 주도한 인물인데, 그가 성리학에 뜻을 품고 김창협을 찾아간 것이 
근 30세 때의 일이라고 하니125) 1692년에 문하에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어유봉(魚有鳳: 舜瑞, 杞園, 1672∼1744)도 이때 문하에 들었고,126) 이위
(李瑋: 伯溫, 斗川, 1676~1727)도 이때 문하에 들었다.127)

둘째, 이때부터 노론과 소론의 논쟁에 김창협이 제3자로서 개입하기 시
작했다. 이 무렵 송시열의 문인인 김유(金楺: 1653~1719)와 윤증의 문
인인 민이승(閔以升: 1653~1697)이 ≪태극도설≫을 주제로 논쟁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에 대한 김창협의 비판을 보면 이때부터 삼파전의 양
상을 띠게 된다.128)

김창협이 송시열을 대하는 태도 또한 송시열의 문인들이 송시열을 대
하는 태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갑술환국(1694)으로 노론이 정권을 
잡고 나서 송시열을 도봉서원에 향사(享祀)하는 일이 논의되었는데 이때 
송시열의 문인들은 송시열을 조광조와 동급으로 놓아 병향(竝享)을 주장

125) 魚有鳳, ≪杞園集ㆍ翊衛金公墓誌銘≫(卷23). 
126) 魚有鳳, ≪杞園集ㆍ年譜(1)≫, 壬申(1692) 條.
127) ≪農巖別集ㆍ祭文(24)≫(卷2), 23右面 참조. 李瑋(1676~1727)는 김창협의 초기 제자
들 중 나이가 적어서 김창협의 아들 숭겸(崇謙: 1682~1700)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農巖集ㆍ送李瑋游楓嶽序≫(卷22)에서는 李瑋를 보며 죽은 아들을 떠올리고 있다. 
128) ≪農巖集ㆍ答李同甫(18)≫(卷13, 1692), 21左面,【士直“統體之”云, 固未的當; 而彥暉之
說, 亦未見其爲允。至其“以土兼五行爲氣則然, 而質不能然”者, 殊滯泥不通; 又“妙合”二字, 明指
理與氣合, 而今必以爲五氣之合者, 亦不是。…… 至於士直所論“理亦有不通”一段, 推極言之, 雖
似有些意思, 而說得太牢固, 亦恐未安。】※ 士直은 金楺의 字이고, 彦暉는 閔以升의 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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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김창협은 도봉서원의 원래 주인이 조광조임을 내세워 배향(配享)
할 것을 권유했다.

작년 12월 십 며칟날 도성에 들어갔을 때 마침 이하조(李夏朝)가 북동(北
洞)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네. “도봉서원의 일을 이제 곧 거행하려고 합
니다. 그 전에 의논할 일이 있어서 담당자가 저더러 형께 여쭤보라고 했습니
다. 당초 유생들이 올린 소에서는 병향(竝享)을 청했고 임금도 재가했는데, 
예조의 회계(回啓)에서 배향(配享)을 청하여 결국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배향이 옳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병향이 옳다면 연신(筵臣)들이 임금께 다
시 청해야할 것입니다.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네. 
“이 일은 배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네. 게다가 임금의 명도 배향으로 정해졌
는데 왜 굳이 다시 청하려하는가? 황산(黃山)의 죽림서원 같은 경우라면 우
옹(尤翁)과 정암(靜菴)을 병향하는 것이 옳겠지만 도봉서원은 정암이 본래
의 주인으로서 200년 넘게 홀로 제사를 받아왔네. 이제 갑자기 우옹을 정암
과 병향하면 정암은 마침내 홀로 받던 제사를 잃게 되고 주객이 사라지게 
되네. 뒤에 태어난 현인이 먼저 태어난 현인을 위해 굽히는 것은 안 될 이유
가 전혀 없네. 이런 점에서 보면, 배향이 온당할 것이네.”129)

위 예문에 나타나있듯이 갑신환국 직후인 1695년에 송시열을 도봉서
원에 향사하는 문제로 송시열의 문인들과 김창협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김창협이 배향을 권유한 것은 송시열의 문인들이 병향을 주장한 것과 대
비가 된다. 송시열의 향사 문제가 대두했던 1695년에는 김창협이 석실
서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이때에는 농암학파가 형성되고 있었다.

 

과거가 끝났는데 우리당[吾黨]은 모두 떨어졌네. 구구한 득실은 말할 바가 

129) ≪農巖集ㆍ答權燮(1)≫(卷18, 1695), 24左~25右面,【客歲季冬旬後, 初入城裏, 適李
君賀朝來見於北洞, 曰: “道峰事, 今將擧行矣。其間有合商量者, 任事章甫令我稟議於兄矣。當
初儒疏以竝享爲請, 旣蒙上可, 而該曹回啓却以配享稟定。若配享可, 則固當依此擧行; 而不然, 
則筵臣當更稟於榻前。兄意以爲如何?” 我對曰: “此事, 吾則本以配享爲當。況成命如此, 則何必
更請? 蓋尤翁與靜菴, 若在他祠院如黃山之竹林者, 則固當竝享, 而若道峰則靜菴自是主人, 享有
專祠已歷二百年。今遽以尤翁竝享, 則靜菴遂不得專其尊, 而主客混矣。且後賢而爲前賢屈, 無
少不可。以此言之, 恐配享爲穩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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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되지만 그래도 이상한 일이네. …… 여기 학생들이 이달 20일쯤 석실(石
室)에서 문회(文會)를 열려고 하네. 나도 오랫동안 강학을 하지 못했는데 이 
기회에 공부 좀 하려 하네.130)

도봉서원에 가는 날은 14일로 잡으려 하네. 모든 벗이 모일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게. 순서(舜瑞: 魚有鳳)는 저도(楮島)에 가 있으니 미리 알려주게. 
…… [추신] 도봉서원의 모임은 우리당만 모여야지, 널리 알려서 다른 사람
들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네.131)

위 예문은 김창협이 1696년, 1697년에 김시좌에게 보낸 편지인데 김
창협은 자신의 문인들을 ‘우리당’[吾黨]으로 표현함으로써 송시열을 잇
는 기존 노론과 구분하고 있다. 석실서원 내부에서는 농암학파가 형성되
어 있던 것이다.

1692년 무렵에 시작된 김유와 민이승의 논쟁은 이때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이 무렵(1697년) 김시좌는 민이승과 지각논쟁을 시작했다.132) 
이것을 계기로 김창협과 민이승의 지각논쟁이 일어났고, 이 논쟁을 통해 
김창협의 견해가 세상에 드러남으로써, 김시좌가 다시 이희조와 지각논
쟁을 시작했다. 아래 예문은 이희조가 김시좌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내준 민언휘(閔彦暉)의 편지 몇 통은 잘 받아보았네. 서너 번 읽다보니 상
대의 해박함과 나의 과루함을 느끼네. 이 편지에 힘입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네. 다만 미호(渼湖: 김창협)의 답장을 보지 못해 유감이네. 
민언휘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과루한 내가 논할 바가 아니네
만, 주자가 이에 대해 말해놓은 것이 많고, 그 의미도 명백하다네. 언휘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으려는 것이네. 스스로 터득한 것이 있
어서 그러는 것일진대 내가 뭐라고 하겠나?133)

130) ≪農巖眞蹟ㆍ金ㆍ侍學佳勝…≫(1696. 9. 18),【科事旣過而吾黨皆見洛。區區得失, 雖不
足道, 亦可怪也。…… 此間學者輩 欲以今念間爲文會於石室。生亦久廢講學, 欲賴此開發。】
131) ≪農巖眞蹟ㆍ金ㆍ山間追遊…≫(1697. 閏3. 9),【道峯之行, 欲以十四日爲之。幸遍報諸友
來會如何。舜瑞往在楮島, 則尤不可不豫報。…… [추신] 道峯之會, 只當與吾黨共之, 不必廣煩
於他人也。】
132) ≪農巖集ㆍ與敬明(6)≫(卷11, 16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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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은 이희조가 김시좌에게 보낸 편지인데 비록 어조는 완곡하지
만, ‘민이승은 아예 주희의 견해를 따를 뜻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민이승에 대한 김창협의 견해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민이승이 김창협에게 보낸 편지’는 동봉하면
서 ‘김창협이 민이승에게 보낸 편지’는 보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언
급 속에는 김시좌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 서려있다. 예문에는 생략했지만, 
이어지는 글에서 이희조는 김시좌가 민이승을 논평하는 태도에 대해 심하
게 나무란 뒤, 지각에 대한 김시좌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이후 이희조
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김창협이 민이승에게 보낸 제1서~제4서를 입수하
고 이 주제로 김창협과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지만,134) 김창협은 호락논
쟁135)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호론 측의 비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우리 처지에서는 논쟁에 빠져서, [말해봐야 소용없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말을 잃는다는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 필요가 없네. 어제 백온(伯溫, 李瑋)에
게 대략 이러한 뜻을 전했으니 전해 들었을 것이네. …… 이러한 것들은 자
네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내가 전에도 대략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붓을 든 
김에 이에 대해 다시 논한 것은 우리당 선비들이 그 얘기에 대해 헷갈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네. 순서(舜瑞), 백온(伯溫), 재대(載大)와 함께 자세
히 살펴보고 논할 만한 내용이 있거든 말해 주게. …… 이 편지는 동지(同
志)들만 함께 보고 절대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게.136)

김창협과 민이승이 지각을 주제로 논쟁하고 있을 때 김시좌는 이 주

133) ≪芝村集ㆍ與金道以≫(卷13, 1697), 37右~左面,【閔彦暉書數紙, 蒙賜投示。披閱三四, 
令人有望洋之歎、茅塞之胷。賴此稍有開發, 其幸多矣。但未見渼湖所答, 此却可恨耳。若其所論
之得失, 誠非如我寡陋者所可容議, 但念朱先生於此所論多矣, 又不趐明白矣。彦暉非不知矣, 而
猶不欲一從先生之說。蓋必有深悟自得者存, 豈他人之所得與哉?】
134) ≪農巖集ㆍ答李同甫(24)≫(卷13, 1697) 참조.
135) ‘호락논쟁’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피기로 한다.
136) ≪農巖眞蹟ㆍ土ㆍ方擬遣書…≫(1698. 1. 10),【在吾輩, 正亦不必切切爭辯以犯聖人失
言之戒。昨對伯溫略及此意, 當已聞之也。然念吾輩, 自於此道理, 未能端的見得眞無纖芥之
疑。…… 凡若此類, 道以所自知, 又前已略說, 而因筆竝論, 欲使吾黨之士無疑於其說。幸與舜
瑞、伯溫、載大相對勘覈, 如有可論, 還以見敎爲佳。……  此書只與同志看, 切勿煩他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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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이희조와 이견을 주고받았고 조성기(趙聖期, 1638~1689)의 조카
인 조정강(趙正綱, 1666∼미상)과도 같은 주제로 논쟁하고 있었으며, 또 
조정강은 송시열의 문인인 김간(金榦, 1646∼1732)과 같은 주제로 논쟁
하고 있었다.137) 한편 지각에 대한 조정강의 견해를 사이에 두고 김창협
과 권상하는 ‘미발의 때에 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이견을 주
고받고 있었다.138) 이와 같은 삼파전의 양상은 이후에도 지속된다. 
1701년에는 이이의 기질변화론을 비판하는 내용인 김창협의 ≪사단칠정
설≫이 석실서원 내에서 읽혀졌고, 1702년에는 김창협ㆍ김창흡 형제가 
앞장서서 박세당의 견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무렵 윤증의 문인인 
김재해(金載海, 생몰년 미상)와 송시열의 문인인 김간은 ‘정심(正心)’을 
주제로 논쟁했고, 이에 대한 김창협의 논평을 보면 이 역시 삼파전의 양
상을 띠고 있다.139)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김시좌에게 섣불리 논쟁을 심화시키면 안 된다
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예문의 생략된 부분에서는 조정강[예문의 
‘말해봐야 소용없는 사람’]의 견해가 왜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호론 측의 견해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예
문에서 “동지(同志)들만 함께 보고 절대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
라” 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삼파전의 국면에서 소론 측과 논쟁하다보면 
호락논쟁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창협의 소극적인 대응은 이후에
도 지속된다.

지각의 의미는 본래 극히 정미(精微)하고 그 구분이 털끝 같은 차이에 달려
있어서 자기 생각을 경솔하게 주장해서는 안 되네. 자익(子益: 金昌翕)이 말
한 것도 그 발단이 내게서 나온 것이네. 예전 동음(洞陰)에 있을 때 우연히 
이렇게 보고서 그때부터 깊이 사색하여 더욱 분명해졌으나 감히 자신하지 
못하다가 주선생의 설명으로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야 내 

137) ≪農巖集ㆍ答權致道(12)≫(卷12, 1698) 참조.
138) ≪農巖集ㆍ答權致道(12)≫(卷12, 1698) 참조.
139) ≪農巖集ㆍ與洪錫輔≫(卷16, 17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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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네. …… 일단 이 문제는 한쪽으로 보류해두
고 다른 의리가 점차 밝아진 뒤에 이 문제의 이모저모를 다시 살펴보고 정
론으로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네.140)

위 예문은 앞 편지로부터 6년 뒤인 1704년에 김창협이 김시좌에게 
보낸 편지인데, ‘지각의 의미를 밝히는 일은 털끝 같은 차이에 달려있으
니 경솔하게 주장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후에도 김창협은 소극
적인 대응을 유지했다.

그가 논설한 내용은 대략 보았네. …… ≪혹문≫의 “만물을 주재한다”는 구절
은 지각의 오묘한 작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 [이희조는] 단지 
지(智)의 용(用)으로만 말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하지만 이 편지는 혼
자만 보고 보관해서, 분분한 논의를 일으키지 말게나. 정미(精微)한 이치를 
우리가 너무 일찍 드러내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실제 공부에는 아무 보탬
도 안 되고 말만 무성해질 것이니, 이는 절문(切問)ㆍ근사(近思)하는 방식이 
아니네.141)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로 보는 이희조의 견
해를 부정하면서도, ‘이 편지는 혼자만 보고 따로 보관해서 분분한 논의
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김시좌는 김창협의 지
도하에 이희조와의 논쟁을 이어갔고, 급기야 이희조는 김창협이 직접 나
설 것을 요구해왔다.

이 편지는 농암[김창협] 형의 수정을 거쳐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네만, 내가 

140) ≪農巖集ㆍ答道以(26)≫(卷19, 1704), 26右~左面,【至於知覺之義, 本極精微, 其辨有
在於毫釐間者, 不宜輕易立說。而子益所論, 其端實出於我。蓋於往年在洞陰時, 偶看得如此, 自
是潛玩默究, 似益了了, 而猶不敢自信, 及後見朱先生說似有可以爲證者, 遂意其無甚悖謬。…… 
以此未嘗敢大開口說話。且欲倚閣一邊, 俟其他義理漸明, 然後更看如何, 以爲定論, 未晩也。】
141) ≪農巖眞蹟ㆍ水ㆍ卽乘初十日…≫(1704. 12. 13),【其所論說, 略見之。…… 如≪或問≫
中“宰萬物”, 最見知覺妙用處, 而今只作智之用說, 則更無可言矣。然此書亦獨見而藏去, 無惹起紛
紛也。精微之理, 吾輩發之太早, 又主張太力, 恐無補於身心實際, 而只費文字議論, 非所以爲切問
近思之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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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와 같이 조목별로 적어 보내니, 농암 형에게 다
시 물어보고 답장해주기 바라네.142)

위 예문에 나타나있듯이 이희조는 논쟁에 소극적인 김창협에게 직접 
논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희조는 김시좌와의 논쟁을 조목으
로 정리했고, 이 편지를 김시좌에게뿐만 아니라 김창협과 권상하에게도 
보냈다. 본격적인 호락논쟁을 열겠다는 의도이다. 호락논쟁에 미온적이
었던 김창협도 이희조가 제시한 조목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글을 지어 김
시좌에게 전해 줌으로써 이희조의 요구에 응했고,143) 이로부터 얼마 지
나지 않아 김창협의 문인 박필주(朴弼周, 1665~1748)도 송시열의 문인 
김간과 지각논쟁을 시작했다.144)

② 호락(湖洛)이라는 명칭

권상하가 1711년에 지은 성만징(成晩徵: 1659~1711년)의 묘표에는 
‘호락(湖洛)의 사우(士友)들과 의기투합해서 자신이 거주할 경상도 문경 
땅에 석담향약 같은 것을 만들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데,145) 영남 사람이면서도 영남 땅에 노론의 학문을 전파하려했다는 의
미로 읽힌다. 성만징은 권상하의 문인을 대표하는 강문팔학사 중 한 사
람이고, 권상하는 김창협에게 성만징의 학문수준을 칭찬하면서 교유를 
권유한 적이 있으며,146) 성만징이 김창협, 김창흡, 김시좌에게 편지를 
142) ≪芝村集ㆍ答金道以兼示三洲黃江≫(卷13, 1704), 42右面,【聞此書曾經農兄修改云, 而
於愚意不能無疑者, 如此敢條列以稟, 幸更質之農兄而回敎之如何。】   
143) ≪農巖眞蹟ㆍ土ㆍ近日雪寒…≫(1704. 12. 26),【其論知覺書, 儘有合商量者, 而本不欲
索性說破。今姑略疏所疑, 別紙寫去, 試一覽, 早晩或以轉示, 無妨也。】
144)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30左面,【朴生弼周, 亦與金直卿論此義, 頃以書藁
寄示。大抵只是主張鄙說, 而不無發人意思處。雖間有未瑩, 亦自可觀, 故附往, 覽後卽還如何。】
145) ≪寒水齋集ㆍ師傅成君墓表≫(卷33, 1711),【己丑將卜居于聞慶 雙龍洞, 遂與湖洛士友
結契, 以禮義、忠信、賙窮、恤喪等條, 略倣石潭鄕約, 而事未及就。】
146) ≪寒水齋集ㆍ與金仲和≫(卷5, 1703),【成君晩徵來留半月, 數日前歸去。此友於德性上
工夫篤實, 相對極令人有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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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 교류한 자취가 성만징의 ≪추담집≫에 남아있다.147)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권상하가 말한 ‘호락’은 권상하가 이끄는 황강학파와 김창협이 
이끄는 석실학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湖)’는 충북 제천의 
의림지를 가리키고 ‘낙(洛)’은 도성을 뜻하는 일반명사지만, ‘호락(湖洛)’
이라고 하면 권상하 학파와 김창협 학파를 환유한 것으로, 결국 권상하
와 김창협을 가리킨다.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은 호락논쟁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
다. “호론은 수암 권상하에게서 시작되어 남당 한원진이 계승했고, 낙론은 
농암 김창협에게서 시작되어 도암 이재가 지켜 나갔다.”148) 장지연의 진
술은 사실에 근접한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첫째, 장지연은 위 글에 이어 “삼연 김창흡, 도암 이재, 여호 박필주 등
이 낙하에 살았으므로 낙론이라 하고 남당 한원진, 병계 윤봉구 등이 호서
에 살았으므로 호론이라 했는데 문호가 분열되어 거의 당론을 이루게 되었
다”고 말한다.149) 호락이라는 명칭이 김창협 사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권상하가 ‘호
(湖)’에 거주했고 김창협이 ‘낙(洛)’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형성된 
농암학파의 산실은 김창협이 강학했던 석실서원이었고 기존 노론의 중심지
는 권상하가 강학했던 한수(寒水)였기 때문에 경기노론의 철학을 낙론(洛
論), 충청노론의 철학을 호론(湖論)이라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 낙론은 김창협에게서 시작되었지만, 호론은 권상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낙론은 김창협이 만들어낸 철학이지만, 호론은 
송시열 철학을 그대로 계승한 철학이다. 따라서 호론의 범위를 권상하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권상하의 동문들까지로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 
송시열의 제자들인 김간, 김유, 이희조와 송시열의 재전 제자들인 윤봉
구, 한원진 사이에는 별로 견해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데, 똑같은 내용을 

147) ≪秋潭集≫ 卷2에 김창협에게 보낸 편지 한 통, 김창흡에게 보낸 편지 세 통이 있고, 
卷4에 김시좌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있다.
148) 장지연, 조선유교연원(1922, 조수익 역, 솔, 1998), 제2권 65쪽.
149) 장지연, 조선유교연원(1922, 조수익 역, 솔, 1998), 제2권 65~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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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누구는 호론에 속하고 누구는 호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기가 어
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창협과 이희조의 지각논쟁을 본격적인 호락
논쟁의 시발점으로 본다.

다카하시 도루는 김창협을 소론 철학의 계승자로 보고, 권상하 문하
에서의 인물성동이론을 호락논쟁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창협
과 인물성동이론의 연결고리를 끊어놓았다.150)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려
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151) 많은 연구자들이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152)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아니라는 김창협의 주장은 남인, 노론, 소론
의 공통기반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노론 내에서 더 첨예하게 논의되었고, 그
래서 나타난 것이 호락논쟁이다. 김창협이 직접 관여한 논쟁이든, 김창협 
사후에 진행된 논쟁이든 호락논쟁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그 의미가 
드러난다. 김창협 철학을 소론 철학 또는 ‘남인과 노론의 절충’으로 보아 배
제한 뒤 호락논쟁을 권상하 문하에서의 논쟁으로 본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지만, 김창협과 권상하를 송시열의 두 제자로 상정하고 호락논쟁을 송
시열 문하 내에서의 논쟁으로 본 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호락논쟁은 
송시열 철학과 김창협 철학의 대립, 충청노론과 경기노론의 대립이다.

150) 다카하시 도루, ｢조선유학사에 있어서의 주리파ㆍ주기파의 발달｣(1929, 이형성 역, 다
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 예문서원, 2001).
151) 대표적인 예로 문석윤의 호락논쟁 형성과 전개(동과서, 2006)를 들 수 있다.
152) 이애희, 조선후기 인성물성 논쟁의 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황준
연 외 역주, 역주 호락논쟁(학고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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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핵심 주장

① 석실서원 강의록

여기에서 살펴보려는 내용은 낙론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핵심 주장일 
뿐만 아니라 김창협 사후의 호락논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본래 1695년~1697년 사이에 석실서원에서 강의한 내용이다.153) 여기에
서는 문인들이 기록한 강의록 대신에 김창협 본인이 기록한 차기(箚記)
를 선택해서 살펴보기로 한다.154)

≪대학장구서≫의 “모든 사람이 인의예지의 성을 부여받았다”의 소주(小註)
에서 운봉호씨(雲峰胡氏: 胡炳文)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자는 ≪사서집주≫에서 인을 마음의 덕ㆍ사랑의 리로 말하고, 의를 마음의 통제ㆍ일

처리의 적절함으로 말했으며, 예를 천리의 절문(節文)ㆍ인사의 의칙(儀則)으로 말했다. 

모두 체와 용을 함께 말했는데, 지(智)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놓지 않아서 주자의 

뜻을 취하여 채워놓고 싶던 차에, “지(智)는 마음의 신명으로서 뭇 이치를 묘용해서 만

물을 주재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소주(小註)에서 파양심씨(番易沈氏: 沈貴珤)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智)는 천리의 동정을 머금은 기틀이요, 인사(人事)의 시비를 갖춘 거울이다. 
내 생각은 이러하다. 두 사람이 끌어다놓은 말은 [주희가] 마음의 지각을 설명
한 말이지 지(智)를 설명한 말이 아니다. 지(智)는 사람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
는 시비의 리로서 확연(確然)해서 준칙(準則)이 있는 것이요, 지각은 마음의 
허령한 작용으로서 신묘하여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지각을 지(智)의 용(用)
으로 말해도 안 되는데 하물며 곧장 지(智)라고 말하면 되겠는가? 우선, 지(智)
는 리인데 그것을 일러 ‘뭇 이치를 묘용한다’, ‘천리를 머금고 있다’고 하면 이
것은 리가 리를 묘용하고 리가 리를 머금었다는 말이어서 합당치 않다.155)

153) ≪農巖別集ㆍ魚有鳳錄≫(卷3), 3左~4右面; ≪農巖別集ㆍ吳大濬錄≫(卷3), 19右~左
面참조. ≪農巖集ㆍ與子益(9)≫(卷11, 1695), 27左面~28右面에 의하면, 김창협은 1695년
에 석실서원에서 ≪대학집주≫를 講說했다.
154) 차기(箚記)는 ≪農巖集ㆍ答閔彦暉(1)≫(卷14, 1697)의 서두에 잘 정리되어 있다.
155) ≪農巖集ㆍ答閔彦暉(1)≫(卷14, 1697), 1右~左面,【≪大學章句序≫“莫不與之以仁義
禮智之性”小註, 雲峰胡氏曰: “朱子, 四書稱仁曰心之德、愛之理, 義曰心之制、事之宜, 禮曰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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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에 의하면, 호병문(胡炳文: 1253~1333)156)은 지(智)의 체(體)
를 ‘마음의 신명’으로 규정하고, 지(智)의 용(用)을 ‘뭇 이치를 묘용해서 
만물을 주재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심귀보(沈貴珤: 宋代. 생몰년 미상)157)
의 주석도 ‘천리의 동정을 머금은 기틀’을 지(智)의 체(體)로, ‘인사의 시
비를 갖춘 거울’을 지(智)의 용(用)으로 풀어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창협은 호병문의 주석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지(智)를 ‘마음의 신명’으로 규정하면 기로써 리를 
규정하는 오류를 피할 수 없다는 반론이다. 지각에 대해 설명해놓은 말
을 끌어다가 지(智)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 ≪맹자집주≫ : 心者人之神明, 所以具衆理應萬事。
㉡ ≪대학혹문≫ : 知則心之神明,     妙衆理而宰萬物者也。
㉢ 호병문의 주석: 智則心之神明, 所以妙衆理而宰萬物者也。

고문에서는 ‘知’가 ‘智’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을 ㉠과 비
교해보면 ㉡의 ‘知’는 분명 ‘心’이지 ‘智’가 아니다. 그런데 호병문은 ㉢에
서 ‘知’를 ‘智’로 바꾸어 놓았다. ㉡은 본래 ‘知’를 설명해놓은 말인데, 이 
구절을 끌어다가 ‘智’를 설명했다(㉢)는 것이 김창협의 비판이다.

理之節文、人事之儀則。皆兼體用, 獨智字未有明釋。嘗欲竊取朱子之意以補之, 曰‘智則心之神
明, 所以妙衆理而宰萬物者也’。” 番易沈氏云: “智者, 涵天理動靜之機, 具人事是非之鑑。” 竊
謂兩說只說得心之知覺, 與智字不相干涉。智乃人心是非之理, 確然而有準則者也; 知覺則此心
虛靈之用, 神妙而不可測者也。夫以知覺專爲智之用, 猶不可; 況直以言智, 可乎? 且智則理也, 
而謂之“妙衆理”、謂之“涵天理”, 則是以理妙理、以理涵理, 恐尤未安也。】
156) ‘雲峰胡氏’의 이름은 ≪四書集註大全≫의 ‘범례’에 따른다. 생몰년은 유명종, ｢胡炳文 
≪四書通≫에 관한 연구｣(元代 性理學, 포은사상연구원, 1993), 262~263쪽 참고.  
157) ‘番易沈氏’의 이름은 ≪四書集註大全≫의 ‘범례’에 따른다. 좀 더 상세한 ≪周易會通≫
의 ‘범례-姓氏’에 따르면, 沈貴珤의 다른 이름은 汝礪이고 字는 誠叔, 號는 毅齋이다. 饒州
徳興 사람으로 介軒董氏[董九萬, 字: 夢程]에게 배웠고, 介軒董氏는 勉齋黄氏[黃幹]와 槃澗
董氏[董銖]에게 배웠다. ※ ‘饒州’는 지금의 江西省 鄱陽縣이다. 따라서 ‘파양’으로 읽는다. 
※ ≪農巖集ㆍ魚有鳳錄≫(別集, 卷3), 3左面에는 ‘潘陽沈氏’로 되어 있는데 편집상의 오류이
다. ≪杞園集≫에는 ‘番陽’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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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창협의 비판이 단지 이런 내용이라면, 그다지 새로운 내용
이 아니다. 만약 호병문이 “智則心之神明, 妙衆理而宰萬物”이라고 했다
면, 이에 대해 리와 기의 구분이 없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호병문은 
중간에 ‘所以’를 삽입해서 “智則心之神明, 所以妙衆理而宰萬物者也”라고 
했다. 예문 ㉠을 보면 ‘所’가 ‘心之神明’을 받는 대명사라는 것은 분명하
지만, 예문 ㉢의 처음에 ‘智則心之神明’이라고 했으므로 이 구절은 결과
적으로, ‘뭇 이치를 갖추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의 신명이지만 신
명의 근원은 지(智)이다’는 뜻이 된다.158) 따라서 이 구절에 대해 리와 
기의 구분이 없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이는 김창협의 비판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김창협의 의도가 단순히 여기에 있
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창협의 반론은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아니라고 하는 대목에서 
그 파격성이 드러낸다. 만약 어느 누가 ‘본성이 없으면 지각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지각을 본성의 용(用)으로 보는 것이다. 호병문의 주석
을 ‘마음의 신명이 뭇 이치를 갖추어 만물을 주재할 때 그 근원이 되는 
것이 지(智)이다’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마음의 신명을 지(智)의 용(用)
으로 보는 것이기에, 김창협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 것이다.

김창협은 ‘본성과 마음을 진정 리와 기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각을 본성의 용(用)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유학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서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마음을 리와 기
의 합으로 보는 경우는 물론이고, 마음을 기로 보는 경우에도 ‘마음이라고 
하는 기 위에 리가 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리 없는 기’를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창협은 호병문의 주
석을 비판했지만, 김창협의 논리대로라면 김창협 이전의 모든 철학이 지
각을 본성의 용(用)으로 오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성리학이 본성과 마음의 관계를 오인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김창

158)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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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대안은 무엇인가? 김창협의 설명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智乃人心是非之理, 確然而有準則者也; 知覺則此心虛靈之用, 神妙而不可測者也。

여기에서 김창협은 지(智)와 지각(知覺)을 엄격히 구별하여, 지(智)
는 지(智)대로 지각은 지각대로 따로 설명하고 있다. 지(智)와 지각을 
리와 기로 구분한 것이다. 지(智)를 ‘마음의 신명’으로 풀어서 한 곳에 
붙여놓은 호병문의 주석과 비교해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율곡학파에서는 누구나 지각을 기로 본다는 점이다. 이 지점
에서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아니라는 김창협의 주장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창협의 송시열 비판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아니다’는 말은 ‘지각에는 언제나 리가 타고 있다’는 말을 부정
하는 표현이다. 김창협의 논리대로라면 리는 ‘마음이 갖추어야할 것’이지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분이 지(智)와 지각에 대
한 규정으로 드러난다. 위 예문에 의하면, 지(智)는 ‘준칙이 있는 확연
함’이고 지각은 ‘측량할 수 없는 신묘함’이다. 측량할 수 없는 신묘함이
란 모든 사태에 대해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준칙이 있는 확연함이
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어유봉의 기록에 의
하면 김창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허령한 지각의 측량할 수 없는 신
묘함이 마음이요, 이 마음이 갖추어야 할 리로서 적확한 준칙이 되는 것
이 성이다.”159) 오대준(吳大濬)의 기록에 의하면 김창협은 주희의 글을 
인용해서 지(智)를 ‘시비를 분별하는 도리’로 풀었다.”160) 김창협에 의하
면, 지각은 판단이고 지(智)는 판단의 기준이다. 이에 대한 세세한 의미
는 이어지는 논쟁을 통해서 계속 보충해가기로 한다.

159) ≪農巖別集ㆍ魚有鳳錄≫(卷3), 4右面,【又曰: “虛靈知覺神妙不測者, 心也; 此心所具之
理, 準則的確者, 性也。】
160) ≪農巖別集ㆍ吳大濬錄≫(卷3), 19左面,【問: “釋智當如何?” 先生曰: 朱子嘗曰“分別是
非底道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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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원진의 느슨한 대응

다시 호병문과 심귀보의 주석에 대한 김창협의 비판으로 돌아가서, 앞
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석상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다. 그 구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以知覺專爲智之用, 猶不可; 況直以言智, 可乎?

이 구절은 언뜻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지각을 오로지 지(智)
의 용(用)으로 보아도 안 되는데 하물며 곧장 지(智)라고 하면 되겠는
가?’ 하지만 뜯어보면 이러한 해석은 의미를 구성하지 못한다. 문맥만 
보더라도, ‘신명을 곧장 지(智)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지(智)
의 용(用)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맥에 더하여, 어유
봉의 기록에는 ‘專’ 자가 없이 “以覺爲智之用, 猶不可”161)로 되어 있고, 
더욱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김창협은 “지각이 지(智)가 아님은 물론이고 
지(智)의 용(用)조차 아니다”,162) “시비(是非)하는 정을 지(智)의 용
(用)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각을 지(智)의 용(用)이라고 하면 안 
된다”163)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專’에는 다음과 같은 용례들이 있다.

㉠ 心者, …… 專言則聚五行之精英, 偏言則屬乎火。164) (김창협)
㉡ 蓋就五臟中偏言則心實屬火, 而就心上專言則心亦具五氣。165) (심조)
㉢ 知覺與虛靈, 對言則虛靈爲體, 知覺爲用; 專言知覺則知覺自兼體用。166) (한원진)
㉣ 知覺專一心之德, 智則居五性之一。167) (김창협)

161) ≪農巖別集ㆍ魚有鳳錄≫(卷3), 4右面.
162)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37右面,【知覺, 非惟不可以爲智, 亦不可以爲智之用。】
163) ≪朱子大全箚疑問目≫(第6冊), ‘卷55’항,【以是非之情爲智之用則可, 以知覺爲智之用則不可。】
164) ≪農巖集ㆍ答道以(19)≫(卷19, 1699), 21右面.
165) ≪靜坐窩集ㆍ知覺說≫(卷11, 1734), 299쪽 左面.
166) ≪南塘集ㆍ上師門(7)≫(卷7, 1734), 21左面.
167)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37右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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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을 보면 ‘專’을 ‘偏’의 상대어로 사용하고 있다. ㉡을 보면 심장
을 다른 장기와 구별해서 이야기할 때 ‘偏’을 썼고, ‘마음 그 자체의 기
능’을 이야기할 때 ‘專’을 썼다. ㉢에서 ‘對’의 상대어로 ‘專’을 쓴 경우도 
이와 같은 유형이다. 앞에서 제시한 예문도 이와 같은 예로 해석하는 것
이 좋을 듯하다.168)

㉣도 마찬가지여서 ‘지각은 오롯이 마음의 덕이고, 지(智)는 오성 가운
데 하나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 문장은, ‘지(智)는 오성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고, 지각은 온마음의 
덕이기 때문에 지각은 지(智)만의 용(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인의예지 
전체의 용(用)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여지가 많다. 결과적
으로, 앞에서 처음 제시한 문장을 ‘지(智)만의 용(用)이 아니라 인의예지 
전체의 용(用)이다’로 해석한 것과 같아진다. 한원진이 이렇게 해석했다.

삼주(三洲: 김창협) 어른이 ‘지각을 지(智)에 소속시키면 안 된다’고 한 데에
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각은 오롯이 마음의 덕이고, 지(智)는 오성 
가운데 하나다” 했으니, [호병문이] 오롯이 온마음의 덕인 것을 오성 가운데 
하나에 치우치게 소속시키는 잘못을 범했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
(智) 또한 오성을 포괄하고 있어서 마음 전체(全體)의 덕이 될 수 있음을 [김
창협이] 살피지 못한 것이다. …… 오성 가운데 지(智)는 지각을 담당하는 것
이어서 지각이 아니면 지(智)가 발현될 수 없고, 지(智)가 아니면 지각에 근
원이 없는 것이니 마음과 본성은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169)

위 예문은 한원진이 김창협의 견해를 논평해서 권상하에게 부친 편지
인데 권상하도 “그대의 견해가 지극히 옳다”고 답했다.170) 위 예문에서 

168) 본고에서는 이러한 용례에 속하는 ‘專’ 자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로지’, ‘단지’ 
등으로는 새기지 않을 것이다. 번역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다.  
169) ≪南塘集ㆍ上師門(8)≫(卷7, 1711),【洲丈之以知覺爲不可屬智者, 其說有三。一以爲“知
覺專一心之德, 智則居五性之一”, 不可以專一心之德者偏屬於居五性之一者, 則是似不察乎智亦能
包五性而爲一心全體之德也。…… 性之智爲知覺之主, 非知覺則智無以發, 非智則知覺無所原, 而心
性之無二用也, 明矣。】
170) ≪寒水齋集ㆍ答韓德昭(8)≫(卷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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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진은 ‘지각의 근원은 지(智)’라고 하며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그의 논평을 보면, 김창협이 ‘지각은 지(智)만의 용
(用)이 아니라 인의예지 전체의 용(用)이다’를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고, 
“[지각이 온마음의 덕인 것처럼] 지(智) 또한 오성을 포괄하고 있어서 
마음 전체(全體)의 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김창협
이 이런 뜻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는 것은 아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농암[김창협]이 호병문의 주석을 접하고는 마음과 본성의 혼란을 근심하여, 
분석해놓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智)는 오성의 하나요, 지(知)는 마음의 
용(用)이다”라고 했다. 도(道)와 기(器)의 구분은 오성 각각의 역할을 다투
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오성 각각의 역할로서 말한다면 오성 가운데 지(智)
가 지각[知]을 담당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농암 또한 “지(智)는 
분별의 리(理)”라고 했고, ‘분별’과 ‘지(知)’는 아무 차이가 없다. 농암이 언
제 지(智)가 지(知)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말한 적이 있던가?171)

김창흡은 위 예문에서, 김창협이 말하는 지(知)와 지(智)의 문제는 
‘대응의 적합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지(智)
는 인의예지를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인ㆍ의ㆍ예와 구별되는 개념이
기도 하다. 김창협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김창흡이 이
야기하고 있듯이 지(智)와 지각의 문제는 리와 기의 문제일 뿐이다.

호론 측에서는 김창협 사후에도 어느 시점까지는 ‘지각과 지(智)의 
대응문제’로 인식하는 느슨함을 보이지만, 여러 경로로 김창협의 견해를 
파악하고 나서는, ‘지각을 지(智)의 용(用)이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
은가’172), ‘동(動)한 뒤의 지각에 발현된 것은 모두 지(智)의 용(用)이
다’173) 등등 지각이 지(智)의 용(用)임을 밝히는 데로 초점을 맞춘다.
171) ≪三淵集ㆍ論智字說≫(卷25, 1704), 21左面,【農巖, 於此, 憫其心性之混, 不得已於析, 言
之曰“智是五性之一, 知是一心之用”。是蓋道器二物之辨, 非五性間架之爭也。若以間架言之, 則五
性之中, 智則主知, 無可疑慮。農巖亦嘗說“智者別之理”, 別之於知, 十與二五之間耳。曷嘗有智不管
知之意乎?】※ 작성년도는 ≪農巖集ㆍ答道以(26)≫(卷19, 1704)을 참고하여 추정한 것임.
172) ≪靜坐窩集ㆍ虛靈知覺說≫(卷11, 1737),【…… 則以此知覺喚做智之用, 不亦宜乎?】
173) ≪南塘集ㆍ上師門(7)≫(卷7, 1734), 21右面,【其發見在動後之知覺者, …… 不出乎智之用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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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각 논쟁

1. 민이승과의 논쟁

1697년에 있었던 민이승(閔以升: 1653~1697)174)과의 지각 논쟁은 
김창협이 1689년부터 구상해온 새로운 학설이 농암학파 외부로 표출된 
첫 번째 사건이었다. 김창협은 1695년부터 미음(渼陰: 남양주 수석동)에 
거주했고 이때 김시좌는 서울 동대문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 미음에 
거주하고 있던 김창협은 집안 대소사를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김시좌의 
도움을 받아 처리했고, 민이승과의 편지왕래도 김시좌를 중간거점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민이승은 윤증의 문인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 사람이다. 
1696년에는 이조(吏曹)에서 이세필, 정제두, 민이승, 이희조, 김창흡 등을 
서연관으로 추천했고,175) 1697년에는 검토관 조태채(趙泰采)가 세자를 
보도(輔導)하는 자리에 송시열의 문인인 권상하와 윤증의 문인인 민이승
을 추천했다.176)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학계에서의 명망과 윤증 문하에서
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민이승의 편지를 받으면 김창협은 그 편지를 문인들에게 돌려 민이승
의 주장을 검토하게 했고, 이는 민이승도 마찬가지이다. 민이승의 글은 
현재 전해지는 것이 없지만 윤증의 문집에는 이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글
이 남아 있다.177) 학문을 토론하는 편지글이 대개 그렇듯이 민이승과 김
창협이 주고받은 편지는 이미 학파간의 논쟁이었다. 몇 가지 정황을 살
펴보고 내용 분석에 들어가기로 한다.

174) 민이승의 약력은 다음 글 참조. 趙顯命, ≪歸鹿集ㆍ誠齋閔公誌銘≫(卷15) 참조.
175) ≪숙종실록ㆍ22년 6월 8일≫ 참조.
176) ≪숙종실록ㆍ23년 5월 20일≫ 참조.
177) ≪明齋遺稿ㆍ答或人(4)≫(卷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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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道以: 金時佐)가 나에게 들은 얘기로 운봉(雲峯: 胡炳文)의 주장을 비
판했는데 민군(閔以升)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하네. 아직 그들이 문답한 자
세한 내용을 듣지 못해 궁금하네.178)

위 예문은 김창협이 동생 창즙(昌緝)에게 보낸 편지인데,179) 예문에 
나와 있듯이 지각 논쟁은 김시좌와 민이승의 논쟁으로 시작되었다. 아래
는 김창협이 김시좌에게 보낸 편지이다.

회포(檜浦: 민이승)의 다섯 번째 편지에 지금 또 답장을 써서 보내네. 대체
로 지난 번 편지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이번 편지에서는] 병통의 근
본을 곧장 지적하여 극력 설파했으니 [요지가] 더욱 분명한 것 같네. 그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네. 지체하지 말고 즉시 전해주게. 편지 원본을 함께 
보내니 한 번 살펴보고 한 부는 필사해서 보관해두고 원본은 돌려주게. 내 
편지도 그렇게 하게.180)

위 예문에 나타나있듯이 김창협과 민이승의 편지왕래는 김시좌를 통
해서 이루어졌고, 때로는 김시좌가 김창협의 편지를 다시 정서해서 보내
기도 했다.181) 위 예문에서처럼 민이승을 회포(檜浦: 고양)로 지칭한다
든지, 또는 “행주(杏州: 고양) 가는 인편에 부탁해서 답장을 보냈다”182)

178) ≪農巖集ㆍ與敬明≫(卷11, 1697), 37右面,【道以蓋以所聞於吾者難之, 而閔君不以爲
然。但未聞問答曲折, 可鬱。】
179) 지각 논쟁과 관련하여 김창협이 동생들과 문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농암집≫에 다
수 수록되어 있는데 동생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동생들도 김창협의 문인에 속한다. 
김창흡이 김창협을 스승으로 묘사하는 곳이 다수 있다. 다음 예문 참조. ≪三淵集ㆍ祭仲氏
農巖先生文≫(卷32, 1708),【抑弟之得師天倫, 猶子由之學於子瞻。】
180) ≪農巖眞蹟ㆍ金(15)ㆍ丁丑 9월 4일≫(심영환 正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72쪽,
【檜浦第五書, 今又答去。大致雖不出於前書, 直指病痛根本, 極力說破, 似更明切。不知渠復何
以應之也。幸卽傳去無滯. 原書送之, 一番參見後, 謄留一本而還之爲妙。鄙書亦然也。】
181) ≪農巖集ㆍ答道以(1)≫(卷19, 1697) 참조. 이 무렵 김창협은 석실서원 근처에 새 집
을 짓는 중이어서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집 앞에 세 개의 모래톱이 있어서 김창협은 
그곳을 三洲라 명명했고, 사랑채에는 三山閣이라는 편액을 달았다. 鄭歚(1676~1759)이 그
린 ≪三洲三山閣≫에 그 모습이 담겨 있다. 새 집을 지을 재목을 제공한 것도 김시좌이다.
182) ≪農巖集ㆍ答閔彦暉(4)≫(卷14, 1697) 서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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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민이승은 회포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
다. 편지왕래는 8, 9월 중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김창협이 민이승에게 보낸 편지는 ≪농암집≫에 6통이 실려 있는데 
다른 글에서 제7서와 제8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183) ≪농암
집≫에 실려 있는 편지 외에도 다른 편지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황상 특별한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김창협의 제4서에 의하
면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에 대해 두 사람 모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184) 제5서에서 김창협은 애매모호한 말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밝혀 논쟁의 결판을 내자는 뜻을 전했으
며,185) 제6서에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드느냐’는 의미의 비유 등 심
화된 감정대립이 나타난다.186) 현재 민이승의 글은 남아있지 않다.

⑴ 민이승의 견해

① 호병문 지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호병문은 “지(智)는 마음의 신명으로, 그것에 의
해 뭇 이치를 묘용해서 만물을 주재한다.”고 했고,187) 민이승은 호병문

183) ≪農巖眞蹟ㆍ金19ㆍ정축 12월 24일≫(심영환 正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80쪽,
【檜浦往復謄本送去而其第七書不知所在。第六書、第八書亦未及抄錄, 今竝付去, 幸今後生輩
續書如何。】
184) ≪農巖集ㆍ答閔彦暉(4)≫(卷14, 1697), 18右~左面,【誠宜如來諭所云, 姑置一邊, 各
從事於存養格致之實, 俟功深見到, 庶有脫然融釋之日, 於是目擊心喩, 彈指而忘言, 豈不勝如今
日之徒爲紛紛而兩無所益哉? …… 至於今, 此鄙說雖有未契, 亦不須更煩回諭也. 如何如何?】
185) ≪農巖集ㆍ答閔彦暉(5)≫(卷14, 1697), 25左面,【亦不容無一言以求可否之決。蓋公輸
九攻之技, 盡於此矣, 兄若猶堅墨翟之守, 則愚請從此退矣。】
186) ≪農巖集ㆍ答閔彦暉(6)≫(卷14, 1697), 31右面,【今者之書, 雖自言“欲救鄙見說, 氣字
過重”, 然譬之扶醉漢, 必得自己脚步端正牢固, 然後可以救彼之歪斜。豈有先自歪斜而可以扶得
醉漢者哉?】 
187) ≪四書大全ㆍ大學章句序≫, 小註,【智則心之神明, 所以妙衆理而宰萬物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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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를 지지한다.

보내오신 편지에서는 운봉(雲峰: 胡炳文)을 옹호하는 데 힘을 쏟다 보니, 하신 
말씀은 많지만 마음과 성의 구분에 대해 정밀하게 살피지 못하신 듯합니다.188)

형은 운봉(雲峯)을 [옹호하기] 위해 이와 같이 많은 말로 힘껏 주장하시지
만, [제가] 주자의 정론을 물리치고 운봉을 따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189)

보내오신 편지에서 “주자와 호운봉(胡雲峯)을 두고 한 사람은 낮게 한 사람
은 높게 평가하지 마라” 하셨고, 또 “주자의 말이라 하더라도 뱃속에 고착시
켜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190)

호병문은 ≪대학장구서≫의 소주에서 지(智)를 마음의 신명으로 규정
했고, 위 첫째ㆍ둘째 예문에 의하면 민이승은 이런 호병문의 주장을 적
극 옹호했다. 셋째 예문의 인용문에서 민이승은 ‘주희의 견해를 기준으
로 호병문의 견해를 평가하지 말라’는 뜻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호병문의 주장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윤증이 ‘혹인(或人)’에
게 보낸 아래 편지도 이와 같은 정황을 보여준다.

[보내온 편지의] 별지에서 말한, 지(智)에 관한 설은 나도 고우(故友) 민언
휘(閔彦暉: 민이승)를 통해서 대략 들었습니다. …… [나는] 운봉의 설에 대
해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知)는 지(智)의 용(用)이고, ≪대학혹문≫에
서 “뭇 이치를 갖추어 만물을 주재하다”를 지(知)라 했으니, 운봉이 [그 앞
에] “所以”를 첨가하여 지(智)로 바꾼 것은 잘못이 없는 듯합니다. 제현들의 
논란을 듣고 난 뒤에, [운봉의 설을] 꺼내 다시 보아도, [운봉의 설을] 왜 
의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191)

188) ≪農巖集ㆍ答閔彦暉(1)≫(卷14, 1697), 4右面,【來諭主張雲峰甚力, 其說雖多, 要似於
心性之辨, 覈之未精。】
189) ≪農巖集ㆍ答閔彦暉(3)≫(卷14, 1697), 11左面,【又雖以兄之爲雲峰主張如是之辯且力, 
而猶未能遽絀朱子定訓以從之也。】
190) ≪農巖集ㆍ答閔彦暉(3)≫(卷14, 1697), 10左面,【來諭, 戒“無以朱先生、胡雲峰爲輕
重”, 又謂“雖朱先生, 亦不可著在肚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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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은 어떤 사람이 김창협과 민이승의 논쟁에 대해서 전해 듣고 
호병문의 주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자, 윤증이 호병문의 주석에
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하는 내용이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민이승
은 호병문의 주석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지각과 신명의 구분

지각의 대체적인 의미는 주희의 문장을 예문으로 앞에서 다루었지만, 
동일한 단어를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원문을 다시 확인하기로 한다.

 
㉠ 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大學章句≫
㉡ 心者, 人之神明, 所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孟子集註≫

위 예문에서 ㉠은 ‘명덕’을 ‘허령’으로 풀었고 ㉠의 ‘허령’과 ㉡의 ‘신
명’은 서술해주는 말이 같다. 주희의 경우 명덕, 허령, 신명을 동일한 개
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민이승은 지각과 신명을 
다른 개념으로 사용한다.

청컨대 존형께서는 마음을 비우고 기를 평온히 하시고 ㉠ 먼저 ‘마음의 신
명’과 ‘허령한 지각’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생각해보시고 ㉡ 또 ‘허령
지각’이 성의 체단(體段)인지 아니면 마음의 묘용(妙用)인지 생각해보시고 
㉢ 또 [智에 대한 호병문의 주석인] “妙衆理宰萬物”과 [仁ㆍ義에 대한 주희
의 주석인] “愛之理”ㆍ“宜之理”가 같은 종류의 주석인지 다른 종류의 주석인
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차의 견해를 비교해서 같고 다른 점을 세밀히 궁구
하면 호병문의 견해에 대한 시비득실은 저절로 훤히 드러나서 많은 말이 필
요 없을 것입니다.192)

191) ≪明齋遺稿ㆍ答或人(4)≫(卷26), 11右~左面,【別紙所示智字說, 魯因故友閔彥暉, 略聞
之。…… 於雲峯說, 不曾會疑。以爲: “知者, 智之用”, ≪大學或問≫旣以“妙衆理宰萬物”謂之知, 
則雲峯之添“所以”字而謂之智, 似無害也。旣聞諸賢論難之後, 取而更看, 而亦不知其必可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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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에서 ㉡과 ㉢은 두 사람 사이의 핵심 견해 차이를 뽑아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신명’과 ‘지각’의 동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 또한 
하나의 쟁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창협은 ‘신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신명’을 ‘지각’으로 대체해서 말한다. 예컨대 호병문은 ‘지(智)는 
마음의 신명’이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 김창협은 ‘지(智)와 지각을 혼동
했다’고 비판했다. 김창협이 ‘신명’과 ‘지각’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창협이 ‘신명’과 ‘지각’의 동이 문제를 
하나의 쟁점으로 뽑아놓았다는 것은 민이승이 ‘신명’과 ‘지각’을 다른 개
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창협의 편지글에 남아있는 자취에
서조차, 민이승은 오로지 ‘지(智)와 신명’에 대해 이야기하지, ‘지각’을 
지(智)와 연관시킨 경우가 없다.

 
“신명은 그 안에 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셨고, 또 “지(智)의 리는 신명에 포
함되어 있다” 하셨는데, …… 보내오신 편지에서는 또 [이것을], “허령불매하
여 뭇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명덕]”에 견주셨는데 이것이 바
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193)

위 예문에 의하면, 김창협과 민이승은 모두 ‘신명’과 ‘명덕’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앞 예문과 함께 정리하면 김창협은 ‘지각’, ‘신명’, ‘명
덕’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민이승은 ‘신명’과 ‘명덕’은 동일한 개념
으로 사용하지만 ‘지각’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한다. ‘지각’과 ‘신명’을 구분
하는 예로서, 민이승과 같이 윤증의 문인인 김재해(金載海)를 들 수 있다.

㉠ 허령(虛靈)은 그 체(體)요, 지각(知覺)은 그 용(用)이다. ㉡ 지각이 행해

192) ≪農巖集ㆍ答閔彦暉(2)≫(卷14, 1697), 6左面,【只請尊兄且試虛心平氣, 先思所謂“心
之神明”與“虛靈知覺”是同是別; 又思所謂“虛靈知覺”是性之體段, 抑是心之妙用; 又思所謂“妙衆
理、宰萬物”者與“愛之理、宜之理”, 是一般訓釋, 抑是兩般。彼此參互, 細究同異, 則於胡說之
是非得失, 自當犁然有見, 而無俟乎多言矣。】
193) ≪農巖集ㆍ答閔彦暉(3)≫(卷14, 1697), 14左~15右面,【旣曰“神明包性在其中”, 又曰
“智之理包在神明”, …… 來諭又以“虛靈不昧具衆理應萬事”爲比, 此正愚之所欲道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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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칠정이 갖추어진다. 칠정에는 선악이 있고 이기(理氣)가 있다. 무엇을 
일러 선악이라 하는가? …… 도심과 인심이 그 바름을 잃지 않는 것이 선이
다. …… ㉢ 기의 명칭 중에는 “정상”ㆍ“신명”이 있는데, 이 기는 마음에 있으
며, 지각을 발현시키는 기이고, ㉣ [기의 명칭 중에는] “형기”ㆍ“기질”이 있
는데, 이 기는 형(形)에 있으며, 지각으로 발현되는데, 때때로 이 기 때문에 
병폐가 된다.194)

위 예문에 의하면, ‘허령’은 체(體)이고 ‘지각’은 용(用)이다(㉠). 예
문 하단에서는 다시 ‘신명’을 체(體)로(㉢) ‘지각’을 용(用)으로(㉣) 설
명하고 있다. ‘신명’은 곧 ‘허령’을 가리킨다. 예문 ㉢과 ㉣에 의하면 ‘신
명’은 심기(心氣)에서 나오고 ‘지각’은 형기(形氣)에서 나온다. ‘신명’이 
형기(形氣)를 거쳐 발현된 것이 지각임을 알 수 있다. 신명이 지각으로 
발현될 때에는 형기(形氣)를 거치기 때문에, 지각은 다시 인심과 도심으
로 나뉜다(㉡). ‘신명’은 ‘지각’의 체(體)로서 인심과 도심 밖에, 또는 인
심과 도심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다. 민이승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유추
할 수 있다. 

비유컨대 거울의 비추는 능력은 그 체(體)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신명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찌 연치(姸蚩)로 인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별은 시비(是非)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지(智)가 소
유한 것이 아니다”고 하시니, 이것은 고자(告子)의 의외설(義外說)에 가깝습
니다. …… 또 “지(智)가 뿌리라면 분별은 싹인데, 그 품종이 아닌 가라지를 
아무리 지(智)에 소속시키려 해도 같은 품종이 아닌 것이 뚜렷하다”고 하셨
습니다. 이 말은 더욱 어긋난 말이지만, 굳이 변론할 필요도 없습니다.195)

194) 金載海, ≪雙湖草稿ㆍ四端七情分善惡理氣圖說≫,【虛靈, 其體也; 知覺, 其用也。知覺
旣行, 則七情之目具焉。七情中有善惡焉, 有理氣焉。何謂善惡? …… 道心、人心不失其正者善
也。…… 其氣之名, 有曰“精爽”者, 有曰“神明”者, 是氣在心, 所以發知覺者也。有曰“形氣”者, 
有曰“氣質”者, 是氣在形, 知覺之發, 或者爲是氣所病耳。】
195) ≪農巖集ㆍ答閔彦暉(3)≫(卷14, 1697), 13右~左面,【譬如鏡之能照, 自其體然, 豈可曰
因姸媸而有耶? 今謂“別也, 見於是非, 而非智之所有”, 此殆近於告子義外之說矣。…… 又謂“以智
爲根, 則‘別’猶苗之穉傑; 莠之非其種, 雖急欲推而屬合於智, 其非一身者然矣”。此語尤恐醜差, 然
亦不必多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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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오히려 “시비ㆍ득실을 분별하는 것도 사리(事理)에서 
나오는 것이지 지(智)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으니, 주자의 주석도 
옳지 않다고 여기신 듯합니다.196)

지(智)를, 호병문은 ‘마음의 신명’으로 풀었고 김창협은 ‘시비를 분별
하는 도리’로 풀었다. 위 첫째 예문을 보면, 민이승과 김창협은 지(智)를 
‘신명’으로 풀어야 하는지, ‘분별의 도리’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
고 있다. 민이승은 ‘신명’을 뿌리[미발]에 분별을 싹[이발]에 비유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분별’을 가라지에 비유한다.197) 지(智)와 분별(分別)
은 뿌리와 싹이라는 점에서도 다르지만, 더욱이 분별은 지(智)의 싹이 
아니다. 민이승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분별’로 지(智)를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이다.

민이승은 위 둘째 예문에서도 시비ㆍ득실을 분별하는 것은 사리(事
理)에서 나오는 것이지 지(智)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사리(事理)는 구체적인 사태와 관련된 것이므로 시비ㆍ득실을 ‘분별’하는 
것은 이미 작용이고, 지(智)는 작용이 아니라 작용의 바탕이다. 게다가 
‘분별’은 지(智)의 용(用)이 아니다. 따라서 지(智)는 ‘시비를 분별하는 
도리’로 정의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지(智)는 ‘마음의 신명’
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민이승의 ‘신명’은 
어떤 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지(智)의 온전한 담지자이다.

  
말씀하신 취지를 다시 생각해보니 다음과 같은 의미인 듯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지(智)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智)가 사물로 나아가서 옳고 그름

196) ≪農巖集ㆍ答閔彦暉(1)≫(卷14, 1697), 4右面,【而其下又却云“是非得失之別, 出於事
理, 而不出於智”, 則又似以朱夫子之訓爲未然者。】
197) 김창협은 이 구절에 대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다. 글이 온전한 상태에서도 이 구절은 해석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문 참조. 
≪農巖集ㆍ答閔彦暉(6)≫(卷14, 1697), 31左面,【又如“苗之穉傑, 莠之非其種”兩句, 不知以穉
傑爲一物耶兩物耶, 又不知苗與莠同爲別字之譬耶否耶。此, 不獨愚昧所疑。試以擧似於人, 亦皆
未曉。諸如此類, 不勝其多。卽無論其是非得失之如何, 要其指意頭緖亦難於提撮摸捉。此, 所以
屢蒙敎告反復而終不能解悟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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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물에 옳고 그름이 있어서 지(智)의 비추는 
능력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옳은 것을 옳다고 하
여 그른 것과 분별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여 옳은 것과 분별하는 것이다. 
옳음과 그름은 지(智)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지(智)가 발용(發用)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仁)과 애(愛)의 관계’, ‘의(義)와 의(宜)의 관계’와는 다르다
고 말했다.”198)

호병문의 주석으로 돌아가 보자. 주희는 인(仁)을 ‘心之德’ㆍ‘愛之理’, 
의(義)를 ‘心之制’ㆍ‘事之宜’로 풀었고, 이에 대해 호병문은 “체와 용을 함
께 말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心之德’과 ‘心之制’는 체(體)이고, ‘愛之
理’와 ‘事之宜’는 용(用)이다. 위 예문 하단에서 민이승은 ‘분별’을 ‘애(愛)’
와 ‘의(宜)’에 견주고 있다. 이로부터 ‘분별’을 ‘어떤 작용’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별’은 당연히 작용이고 김창협도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

한편, 민이승은 ‘분별’을 ‘애(愛)’와 ‘의(宜)’에 견주면서도 그 차이점
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호병문은 ‘마음의 신명’을 지(智)의 체(體)로, ‘뭇 
이치를 갖추어 만사에 반응하는 것’을 지(智)의 용(用)으로 보았다. ‘시
비를 분별하는 것’과 ‘뭇 이치를 갖추어 만사에 반응하는 것’을 대비해보
면, 전자는 후자의 부분일 뿐 전자가 후자를 모두 포괄한다고 보기가 어
렵다. 윤증 또한, ‘지(智)를 분별의 리로 설명하면, 한 쪽으로 치우쳐 두
루 포괄할 수가 없다’199)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애(愛)’나 ‘의(宜)’는 
‘내 마음의 상태’를 형용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분별’은 ‘내 마음의 상
태’를 형용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마음의 신명’이 
고스란히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분별’은 구체적인 사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민

198) ≪農巖集ㆍ答閔彦暉(2)≫(卷14, 1697), 7左~8右面,【更詳來諭之意, 似謂: “分別是非, 雖
智之事, 而不是智去事物上分別得是非出來, 只是他自有是有非, 而莫逃於智之鑑照。其謂之分別者, 
只是‘是者爲是而別於非, 非者爲非而別於是’。此皆因智而呈露, 而非智之所發用, 故謂之異於仁之
愛、義之宜也。”】
199) ≪明齋遺稿ㆍ答或人(4)≫(卷26), 11左面,【別之理云者, 以≪玉山講義≫言之, 雖亦精確, 
以≪通書≫等說觀之, 無亦偏而不能該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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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의 ‘신명’은, ‘분별’은 물론이고 ‘애(愛)’나 ‘의(宜)’보다도 심층에 자
리 잡고 있는 ‘마음’이다. ‘신명’을 지각의 체(體)로 본다는 것 자체가 신
명이 지각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문제는 
‘신명’이 뭐냐는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은 본원을 철저히 밝혀놓은 것으로 분명하고 합당해서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없는데도 순자와 양웅은 성악ㆍ선악혼재를 주장하여, 기질을 
성으로 보는 오류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 뒤에 또 정자(程子)와 장자(張子)
가 곧장 리로서 성을 말하는 한편 천명지성과 기질지성을 분별해 놓았습니
다. 설명이 분명하고 완전한데 호씨(胡氏)는 또 “성은 선악으로 말할 수 없
다”고 했으니 이것은 또 정신지각(精神知覺)을 성으로 본 것입니다. 이분들
도 모두 고명ㆍ박식한 호걸들이고 게다가 성현이 정론을 정한 이후에 태어
났는데도 그 오류가 이와 같았습니다.200)

“그렇다면, 맹가ㆍ순경ㆍ양웅이 선악으로 성을 말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성은 천지귀신의 오묘함이다. 선으로도 [성을]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악으
로 [성을] 말하겠는가?”201)

위 첫째 예문은 민이승과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글인데, 이글에서 김
창협은 순자와 양웅처럼 ‘기질’을 본성으로 보는 견해와 호굉(胡宏)처럼 
‘정신’을 본성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창협의 발언은, 
민이승의 철학이 호굉의 철학에 가깝다고 여기고 하는 말이다. 둘째 예
문은 호굉의 ≪지언≫에서 발췌한 글이다. 호병문이 지(智)를 ‘마음의 
신명’으로 설명하듯이 호굉도 성을 ‘귀신의 오묘함’으로 풀고 있다. 그리
고 김창협은 이것을 ‘정신지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0) ≪農巖集ㆍ答閔彦暉(6)≫(卷14, 1697), 30左面,【是以孟子之言性善, 極本窮源, 明白
正當, 宜不容異說也, 而至荀、揚氏, 或以爲惡, 或以爲混, 則未免以氣質言性矣。其後又得程、
張二子, 直以理言性, 又分別得天命、氣質二者出來。其說至明備也, 而胡氏乃復謂“性, 不可以
善惡言”, 則此又以精神知覺言性矣。夫此數子者, 豈皆非高明閎博豪傑之士, 而又出於聖賢論定
之後, 然其差舛猶如此。】
201) 胡宏, ≪知言≫ 4:5,【“然則孟軻氏、荀卿氏、揚雄氏之以善惡言性也, 非歟?” 曰: “性也
者, 天地鬼神之奥也。善不足以言之, 况惡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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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호론에서도 ‘허령’을 지각의 체(體)로 본다. 하
지만 호론에서의 ‘허령’은 아무런 작용이 없는 ‘능지능각’이다. 그런데 김
창협은 민이승의 ‘신명’을 ‘정신’으로 보고 있다. 김창협의 견해에 따르
면, 민이승의 ‘신명’은 아무런 작용이 없는 ‘능지능각’이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그 무엇이다. 감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인심과 도심이 
‘지각’이라면, ‘지각’의 심층에서 작용하는 의식을 ‘신명’이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희조의 비판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언휘의 편지를 보니, “리가 기질에 떨어져서 인의예지의 성이 되면 정의
(情意)ㆍ조작(造作)이 있으니 그것을 리라 해서도 안 되고 형이상자라 해서
도 안 된다”고 했네. 이 때문에 지(智)에 대해 논하면서 그것을 순수한 리로 
보지 않고 마치 광명(光明)ㆍ정채(精彩)한 것이 있어서 뭇 이치를 묘용(妙
用)하고 만물을 주재(主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네. 앞뒤 편지글에서 
[민언휘가] 말한 것은 많지만 요지는 이것이네.202)

위 예문에서 이희조는, ‘민이승이 지(智)를 광명(光明)ㆍ정채(精彩)한 
것이 있어서 뭇 이치를 묘용(妙用)하고 만물을 주재(主宰)할 수 있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이희조가 말하는 지(智)는 민
이승에게는 ‘신명’이다. 이희조가 보기에도 민이승이 말하는 ‘신명’ 곧 
‘허령’은 ‘작용이 없는 능지능각’이 아닌 것이다. 허령을 ‘작용이 없는 능
지능각’으로 보느냐 ‘광명(光明)ㆍ정채(精彩)’로 보느냐, 이것이 이희조
와 민이승의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이승이 호병문의 
견해를 받아들여 지(智)를 ‘마음의 신명’으로 풀이하는 이유, 민이승이 
‘신명’과 ‘지각’을 별도의 개념으로 구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창협이 ‘신명에는 작용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

202) ≪芝村集ㆍ與金道以≫(卷13, 1697), 37左面,【竊觀其言, 以爲“理旣墮在氣質而爲仁義禮
智之性, 則便有情思造作, 不當以理稱之, 又不可謂形而上者”。以故其論智字, 亦不專以理看, 似
若有一物光明精彩者, 能妙衆理而宰萬物也。前後書, 其說雖多, 而大要不出於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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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과 도의 구분

호병문이 ‘신명’으로 지(智)를 풀이한 것에 대해, 김창협은 기로 리를 
규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고, 민이승은 호병문의 견해를 적극 옹
호하며 인의예지는 형이하자라고 말한다.

마음과 본성이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서로 섞일 수도 없는 것은 태극과 음
양의 관계와 같습니다. 고명께서는 마침내 “성이 형기에 떨어져 마음에 담겨 
드러나게 되면 마음을 본성이라 말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니 이는 음양을 태
극으로 바꾸어 부를 수도 있다는 말인데 말이 되겠습니까? …… 그런데 [고
명께서는] “인의예지는 형이상자가 아닌데 [제가 그것을] 도(道)라고 말했다”
고 [비판]하시니, 이것은 성을 형이하의 기(器)로 보는 것인데 말이 되겠습
니까? 고명의 의도를 생각해보니, “도(道)라는 명칭은 ‘천명이 유행하는 시초, 
인물이 [그것을] 품수하기 이전’을 가리키기 때문에 형이상자라고 하며, 만약 
성이 형기에 떨어져 마음에 담겨 드러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
해야지 이것을 도(道)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203)

여기에 인용된 민이승의 견해에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성과 도를 구분한다. 도는 리가 사람에게 품수되기 이전의 명칭으로 ‘형
이상’이고, 성은 리가 사람에게 품수된 이후의 명칭으로 ‘형이하’이다. 인
의예지는 ‘형이하’이지 ‘형이상’이 아니다. 둘째, 마음이 곧 본성인 것으로 
간주한다. 신명을 지(智)로 보는 호병문의 주석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을 ‘형이하’로 보는 민이승의 견해를 다시 확인해보자.

“성에 정사(情思)와 조작(造作)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주(程朱) 이래 감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명께서 홀로 터득한 견해이고 

203) ≪農巖集ㆍ答閔彦暉(1)≫(卷14, 1697), 5右~左面,【蓋心性之不能相離而亦不相雜也, 
猶太極之於陰陽也。今以性墮在形氣爲心之所盛貯發用而遂謂其不妨以心言性, 則是陰陽可喚做太
極也, 其可乎? …… 今曰“仁義禮智, 非形而上者, 謂之道”, 則是以性爲形而下之器也, 其可乎? 
竊惟高明之意, 蓋曰: “道之得名, 專指天命流行之初、人物賦受以前, 故謂之形而上; 若性之墮
在形氣爲心之所盛貯發用, 則自當別論, 不當以此名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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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만들어낸 주장입니다. 여러 통의 편지에서 말한 내용 중에는 세부적
인 내용도 많고 논거도 풍부하지만 그 핵심 요지는 이 한 마디에서 벗어나
지 않을 것입니다. …… 또 보내오신 편지에서는 매번 “성이라 말하자마자 이
미 성이 아니다”는 한 마디 말을 인용해서, 성은 리와 기를 아우르고 있다는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 어찌 이런 식의 해석을 고집해서 마침내 “사람에
게 있는 것 중에 더 이상 본연지성은 없으니 성에 대해 논하면서 리로만 말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형기와 아울러 말해야 성의 실상이 된다”고 말씀하시
는 것입니까?204)

위 예문의 인용문에서 민이승은 성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고 성에 정
사(情思)와 조작(造作)이 있다고 말한다. 리가 왜곡 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신명이라고 한다면 신명도 리와 기의 합이고, 리가 기질에 가
려 은폐되어 있는 기질지성도 또한 리와 기의 합이다. 

이이도 기질지성을 리와 기의 합으로 설명하지만,205) ‘기질지성’의 성
을 ‘본연지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이에게 성은 ‘형이상’이지 ‘형이하’가 
아니다. 민이승의 경우, ‘신명’을 곧장 본연지성으로 보는 것이 특이점이
다. 민이승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말은 진정 옳습니다만, 제가 리로 성을 풀이한 것도 실사(實事)의 내면에 
나아가 본연의 도리를 가리킨 것이지 공허하게 리 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
니다. …… [제 견해는 이러한데] 지(智)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실사(實事)를 버리고 공허하게 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206)

204) ≪農巖集ㆍ答閔彦暉(4)≫(卷14, 1697), 21右~22右面,【大抵以性爲有情思、有造作, 
程、朱以來, 無人敢如此道。此正是高明獨得之見、自創之說。凡前後累書所論, 曲折雖多, 證
雖廣, 其緊要宗旨, 則似不出此一語。…… 又來諭每引“纔說性便不是性”一語, 爲性兼理氣之
證。…… 豈宜偏執此說, 遂謂“存乎人者, 無復本然之性, 而論性者, 不當專以理言, 必雜乎形氣
然後乃爲此性之眞”耶?】
205) 이이도 기질지성을 리와 기의 합으로 설명하지만, ‘기질지성’의 성을 ‘본연지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이에게 성은 ‘형이상’이지 ‘형이하’가 아니다. 다음 예문 참조. ≪牛溪集ㆍ答
書(5)≫(卷4, 栗谷5書, 1572), 28右面,【性者, 理氣之合也。…… 但就形質中單指其理而言之, 
則本然之性也。本然之性, 不可雜以氣也。】
206) ≪農巖集ㆍ答閔彦暉(4)≫(卷14, 1697), 18左~19右面,【此言固是, 然愚之以理言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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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을 리로 설명하는 것이] 실사(實事)를 버리고 공허한 리를 말하는 것
이라면, 이는 정자ㆍ주자의 말이 공자ㆍ맹자의 평온하고 진실한 말과는 달리 
실속 없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207)

고명의 의도를 살펴보니, “이천(伊川)은 성이 곧 리라고 했지만, 단지 리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면 인의예지라는 것이 어떤 맛, 어떤 색상인지를 알 수 없어 
성에 대해 공허하게 운운하는 수준을 면치 못한다”고 여기신 것입니다.208)

위에 제시된 예문에 의하면, 민이승이 신명을 본성으로 보는 이유는 
성을 리로만 규정하고 기의 측면을 배제할 경우, 성에 대한 담론이 실용
성 없는 얘기로 흐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성을 ‘형
이하’로 보고, 실재하는 마음으로 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
추어보면, 김창협은 성을 ‘형이하’로 강등시켰다고 말하지만, 그 반대로 
‘신명’을 ‘형이상’의 지위로 격상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다.

正亦就實事上面, 指其本然底道理, 非欲懸空說理字也。…… 以此而言智, 又豈爲遺却實事而空
言理者哉?】
207) ≪農巖集ㆍ答閔彦暉(4)≫(卷14, 1697), 24右面,【若舍實事而談空理, 則是程、朱之言
已不若孔、孟之平穩懇實, 而未免於懸空玄搜矣, 豈其然哉?】
208) ≪農巖集ㆍ答閔彦暉(5)≫(卷14, 1697), 25左面,【蓋詳高明之意, 以爲: “伊川雖說性則
理也, 然但曰理而已, 則所謂仁義禮智者, 固無以見其爲何樣氣味、何樣色相, 而不免於懸空說性
矣。”】※ ‘性則理’의 ‘則’이 ‘卽’의 오기인지 의도적인 변형인지는 분명치 않다. 원문에 따라 
‘卽’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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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김창협의 비판

① 비판의 초점

김창협과 민이승의 논쟁은 호병문의 주석에 대한 김창협의 비판으로
부터 시작되었고, 민이승은 호병문의 주석을 지지한다. ≪논지자설≫에
서 김창흡은 호병문의 주석에 대한 김창협의 비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이승의 견해에 대한 김창협의 비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논
지자설≫에서 김창흡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운봉[호병문]이 끌어다 쓴 주자의 글은, 주자가 본래 지각[知]을 설명했던 
글이지 지(智)를 설명했던 글이 아니다. 그 구절을 끌어다 지(智)를 설명한 
것은 운봉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 ㉠ 도(道)와 기
(器)는 형이상과 형이하의 구분이 있는데 운봉은 형이상을 형이하로 강등
[하여 인의예지를 형이하자라] 하였으니 진실로 잘못된 것이다. ㉡ 마음의 
정리(定理)와 명각(明覺)에도 경(經)과 위(緯)의 구분이 있는데 이 또한 구
분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놓았다. ㉢ 그리하여 결국 지각[覺]을 성으로 보았
으니 상ㆍ하와 경ㆍ위의 구분이 모두 무너진 것이다. ㉣ 그러나 그 잘못의 
원인을 끝까지 파헤쳐보면 경ㆍ위의 구분이 먼저 무너지고 그로 인해 상ㆍ
하의 구분이 잇따라 무너진 것이다.209)

위 예문에 따르면 호병문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인의예지를 형이하자로 보았다.(㉠) 인의예지는 형이상자이고 지각
[신명]은 형이하자인데 호병문은 ‘지(智)는 마음의 신명’이라고 했으니 
이는 ‘형이상’을 ‘형이하’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둘째, 정리(定理)와 명각
(明覺) 곧 리와 기가 씨줄과 날줄로 만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209) ≪三淵集ㆍ論智字說≫(卷25, 1697), 21左~22右面,【雲峰之所引朱子之說, 朱子本以訓
知, 非訓智也。訓智, 自雲峰始, 而其失有兩重焉。道器之有上下而降體爲用, 固不可也。於其用
之中定理與明覺, 經緯有別, 而又復渾而一之。畢竟以覺爲性, 則上下與經緯, 其分俱紊焉。然究
其所差於眇忽, 則經緯之先錯而上下隨墮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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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리가 항상 기에 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리와 기가 경(經)과 위
(緯)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로 
보는 한, 리와 기의 경위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잘못 중
에서 호병문의 근본적인 잘못은 두 번째이다.(㉣) 김창협은 단지 ‘신명
을 곧장 본성으로 보면 안 된다’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지(智)가 없으
면 지각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기존 성리학의 공통인식을 비판한 것이
다. 지각[신명]을 지(智)의 용(用)으로 보지 않는다면, ‘지각[신명]과 본
성을 일치시키는 잘못’도 나타날 수가 없다.

민이승과 논쟁하면서 김창협이, ‘왜 마음을 곧장 본성이라 하느냐’에 
무게를 두었다면, 김창협의 비판은 ‘형이상’과 ‘형이하’의 혼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예컨대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이 ‘심즉리’를 비판할 
때는, ‘옥돌을 곧장 옥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210) 이 경우는 ‘형
이상’과 ‘형이하’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김창협의 비판은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

본성이 아니면 마음이 준칙으로 삼을 것이 없고, 마음이 아니면 본성을 운용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과 본성의 구분입니다. …… 유학에서 가장 먼저 
세심히 살피고 명확히 분별해야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면 불교
의 견해로 떨어지게 됩니다.211)

위 예문을 보면, 김창협 또한 마음과 본성의 구분을 강조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유이다. 예문에서 김창협은 ‘본성은 준칙이고 마음은 
그 준칙을 운용하는 것이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준칙(準則)은 정리(定
理)이고 운용(運用)의 주체는 명각(明覺)이다. 김창흡의 설명에 의하면, 

210) ≪寒洲集ㆍ心卽理說≫(卷32),【由是觀之, 儒賢之以心爲氣, 玉工之謂之石也, 而世學之
靡然從之者, 卽在朝之人皆以爲石者也; 禪家之以心爲理, 卽認石爲玉者之謂之玉者也。其實則
以心爲理與以心爲氣, 其爲見氣而不見理, 則一也。】
211) ≪農巖集ㆍ答閔彦暉(1)≫(卷14, 1697), 2右~左面,【非性, 則心無所準則; 非心, 則性
不能運用。此, 心性之辨也。…… 儒者之學, 所當精覈而明辨者, 莫先於此。於此或差, 則墮於
釋氏之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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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협의 비판은 준칙(準則)과 운용(運用)의 관계, 정리(定理)와 명각
(明覺)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 비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구분은 
미묘한 문제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김창협이 비판하는 논
리를 통해서 이 점을 확인하기로 한다.

② “所以知是非”의 두 가지 의미

지(智)를 ‘마음의 신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김창협이 생
각하기에 지(智)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차기(箚
記)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이승과의 논쟁에서도 김창협은 다음과 같이 이
야기한다.

≪혹문≫에서 “지(智)는 분별의 리이며 그것이 발현되어 시비가 된다” 했고, 
≪강의≫에서 “지(智)는 시비를 분별하는 도리이다” 했습니다. …… 주자는 
반겸지(潘謙之: 潘炳)에게 답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
은 리이고, 정은 [성이] 흘러나와 운용되는 곳이며, 마음의 지각은 이 리를 
갖추어 이 정을 행하는 것이다. 지(智)212)로서 이야기하면, 시비를 알게 하
는 리가 지(智)이니 성이요, 시비를 알아 시비하는 것은 정이고, 이 리를 갖
추어 시비됨을 인식[覺]하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말은 마음과 본성의 구분에 
대해 지극히 정미하고 분석이 세밀해서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으니 만년의 
정론일 것입니다.213)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혹문≫과 ≪옥산강의≫에 근거해서 지(智)를 
‘분별의 리’(別之理), ‘시비를 분별하는 도리’(分別是非底道理)로 풀고 있
다. 그리고 그 의미를 주희의 ≪답반겸지≫로 풀어서 이것이 주희의 만년 
212) 智: ≪農巖集≫에는 ‘知’로 되어 있다. 원문과 ≪農巖草稿≫에 따라 바로잡는다.
213) ≪農巖集ㆍ答閔彦暉(1)≫(卷14, 1697), 3右~4右面,【≪或問≫曰“智則別之理也, 而其
發爲是非”, ≪講義≫曰“智則是箇分別是非底道理”。…… 及見朱夫子答潘謙之書, 有曰: “性只是
理, 情是流出運用處, 心之知覺卽所以具此理而行此情者也。以智言之, 所以知是非之理則智也, 
性也; 所以知是非而是非之者, 情也; 具此理而覺其爲是非者, 心也。” 此說, 於心性之辨, 極其
精微, 銖分粒剖, 更無去處, 殆是晩年定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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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희의 ≪답반겸지≫는 송시열
의 지각론을 비판할 때의 핵심 논거였고, 여기 민이승과의 논쟁에서도 핵
심 논거가 되며, 뒤에서 살펴볼 이희조와의 논쟁에서도 핵심 논거가 된다.

위 예문의 ‘시비를 알게 하는 리’의 원문은 “所以知是非之理”이다. 여
기에서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것이 ‘所以’이다. ‘所以’의 ‘以’는 ‘因’의 의미
로도 쓰이고 ‘用’의 의미로도 쓰이므로, 이에 따라 ‘所以’도 두 가지 해석
이 가능하다. 첫째, “所以知是非”의 ‘以’를 ‘因’으로 보면, 이 구절은 ‘지
(智)로 인(因)해서 시비를 안다’는 의미가 되는데,214) 지(知)를 지(智)
의 용(用)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지(智)가 없으면 
지(知)도 있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所以知是
非”의 ‘以’를 ‘用’으로 보면 이 구절은 ‘지(智)를 통해서 시비를 안다’는 
의미가 되는데,215) 지(知)를 지(智)의 용(用)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이
렇게 해석해야 한다. 지(知)와 지(智)는 별개라는 의미가 담겨야하기 때
문이다. ‘所以知是非’를 잠시 미뤄두고 호병문의 주석으로 돌아가 보자.

※ 智則心之神明, 所以妙衆理而宰萬物者也。(호병문의 주석)

위 인용문에서 호병문은 지(智)를 ‘마음의 신명’으로 풀었다. 그리고 
김창협은 이에 대해 ‘리와 기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 위 
호병문의 주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리와 기를 혼동하고 있다’는 김창
협의 비판을 그대로 인정할까? 성리학 시대에, ‘리와 기를 혼동하고 있
다’는 비판을 그대로 수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호병문의 주석
을 지지하는 윤증은 김창협의 비판을 의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앞
에서 살펴본 예문이지만 다시 확인하기로 한다.

214) 이 같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夫人之所以如此者, 不過乎患失耳。】(≪明本釋≫);
【遂言“其所以如此者, 由其所賦之分不同”。】(≪毛詩集解≫);【告子所以如此者, 病根在不知
義根於心, 而以義為外故也。】(≪榕村語録≫).
215) 이 같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言行, 君子之所以動天地也。】(≪계사≫);【先生獨何以
説吾君乎? 吾所以説吾君者, 横説之則以詩書禮樂, 從説之則以金板、六弢。】(≪莊子ㆍ徐無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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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知)는 지(智)의 용(用)이고, ≪대학혹문≫에서 “뭇 이치를 묘용해서 만물
을 주재하다”를 지(知)라 했으니, 운봉[호병문]이 [그 앞에] “所以”를 첨가
하여 지(智)로 바꾼 것은 잘못이 없는 듯합니다.216)

윤증이 말하려는 요지는 간단하다. 만약 호병문의 주석에 ‘所以’가 없
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知’를 ‘智’로 바꾸면서 ‘所以’를 첨가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所以’가 첨가됨으로써 호병문의 주석은, ‘뭇 
이치를 묘용하는 것은 신명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지
(智)이다’는 의미가 된다. 예문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지(知)는 지(智)의 
용(用)이다’로 정리하고 있다. 김재해의 설명은 이보다 더 상세하다.

운봉호씨[호병문]는 지(智)를 “마음의 신명으로, 뭇 이치를 묘용하여 만물을 
주재한다”고 풀었다. ‘묘용하다’, ‘주재하다’는 것이 어찌 성을 말한 것이겠는
가? 마음과 성은 하나의 리임을 말한 것이다. ‘知’할 수 있는 것은 지(智)이
고, 운용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知’하는 것은 모두 지
(智)가 그렇게 시킨 것이다. …… 호씨(胡氏)의 설은 ‘마음의 신명’으로 시작
해서, ‘뭇 이치를 묘용해서 주재하는 것이다’로 이어진다. ‘묘용하다’, ‘주재하
다’는 것이 어찌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뭇 이치를 묘용하고 
만물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고, ‘뭇 이치를 묘용하고 만물을 주재하게 하는 
것’은 성이다. ‘所以’만 보면 된다.217)

위 예문 하단에서 김재해는 호병문의 주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뭇 이치를 묘용하고 만물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고, 뭇 이치를 묘용하
고 만물을 주재하게 하는 것은 성이다.” 마음이 곧 본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마음과 본성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216) 尹拯, ≪明齋遺稿ㆍ答或人(4)≫(卷26), 11左面,【知者智之用, ≪大學或問≫旣以“妙衆
理宰萬物”謂之知, 則雲峯之添“所以”字而謂之智, 似無害也。】
217) 金載海, ≪雙湖草稿ㆍ妙衆理宰萬物說≫(1697),【雲峰胡氏釋智, 曰“心之神明, 所以妙衆
理而宰萬物”。所云妙、所云宰者, 豈所以言性也哉? 曰“心性, 一理也”。能知者, 智也; 能運者, 
心也。故心之所知, 莫非智之使然也。 …… 今胡氏說, 旣以“心之神明”發之, 繼之曰“所以妙衆理
而宰萬物”。所謂妙也、所謂宰也, 豈不是心之爲哉? 雖然, “妙衆理、宰萬物”者, 心也; “所以妙
衆理而宰萬物”者, 性也。但觀其“所以”者,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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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에서는 “마음이 ‘知’하는 것은 모두 지(智)가 그렇게 시킨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지(知)는 지(智)의 용(用)이다’의 의미이다. 지(智)가 
없으면 지(知)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문 끝에서 “所以만 보면 된다”
고 했듯이, 호병문의 주석에 ‘所以’가 첨가된 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여기에서 김창협의 비판은 ‘所以’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귀결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창협이 “지각은 지(智)가 아님은 물론이고 
지(智)의 용(用)조차 아니다”,218)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비판의 초점은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아니다”에 있다. ‘지각은 지
(智)의 용(用)이다”를 부정하면, 지각을 지(智)로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윤증, 김재해처럼 ‘所以’의 ‘以’를 ‘因’으로 해석하
면 지(知)는 지(智)의 용(用)이 된다. 다시 ‘所以知是非’로 돌아가서, 김
창협이 이 구절을 핵심 논거로 제시한 것은 이로부터 지(知)는 지(智)의 
용(用)이 아님을 도출하겠다는 의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所以’의 ‘以’
를 ‘用’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所以’를 ‘판단의 준칙’으로 해석
해야 한다. 김창협은 ‘所以知是非’의 ‘所以’를 ‘판단의 준칙’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로 능소(能所) 개념을 제시한다.

③ 비판의 논리: 능소 개념

김창협이 말하는 능(能)ㆍ소(所)는 현대어로는 ‘술어’와 ‘목적어’에 해
당한다. ‘能’은 ‘be able to’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술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所’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목
적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차용되었다.

주자는 “지각의 대상[所覺]은 마음의 리이고, 지각하는 능력[能覺]은 기의 령
(靈)이다”고 했다. 이 말은 자세히 봐야 한다. ‘지각하는 능력은 기의 령(靈)이

218)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37右面,【知覺, 非惟不可以爲智, 亦不可以爲
智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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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말은 알기 어렵지 않은데, ‘지각하는 대상은 마음의 리이다’는 말은 사람
들이 착각하기 쉽다. …… 많은 사람들이 ‘所覺’[지각의 대상]을 ‘所以覺之理’
[지각의 소이연]로 보는데, 이는 주자의 뜻이 아니다. …… 지각과 리는 능ㆍ소
의 구분이 있다. 그러나 지각이 아니면 리가 어디에 발현될 것이며, 리가 아니
면 지각이 무슨 소용인가?219)

지각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 있다지만, 그 작용은 [외부의] 일로 말미암아 나
타나네. 추위ㆍ따스함을 알고[知], 배고픔ㆍ배부름을 느끼는[覺] 것을 예로 
들면, 추위ㆍ따스함ㆍ배고픔ㆍ배부름은 ‘所’이고, 지각하는 것은 ‘能’이네. 
‘所’가 없으면 ‘能’이 드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지각의 작용은 반드시 이런 
[외부의] 일로 말미암아 발현되네.220)

위 첫째 예문에서는 ‘리를 지각하다’는 문장을 상정하고 ‘리’를 ‘所’로, 
‘지각하다’를 ‘能’으로 보았다. 둘째 예문에서는 ‘추위ㆍ따스함ㆍ배고픔ㆍ
배부름을 지각하다’는 문장을 상정하고 ‘추위’ㆍ‘따스함’ㆍ‘배고픔’ㆍ‘배부
름’을 ‘所’로, ‘지각하다’를 ‘能’으로 보았다. ‘지각’은 능(能)이고 지각의 
대상은 소(所)이다. 이러한 능소 개념을 김창협이 적극 활용하는 경우는 
정(情)을 분석할 때이다. 아래 예문은 김창협이 능소 개념에 의거해서 민
이승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그 중 한 단락에서, “분별로 지(智)를 풀이한 것은 애(愛)로 인(仁)을, 의
(宜)로 의(義)를 풀이한 것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매우 의아해서 
다른 조항처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智)
와 ‘시비를 분별하다’의 관계는 인(仁)과 ‘물(物)을 아끼다’, 의(義)와 ‘일을 
알맞게 처리하다’의 관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정(性情)의] 체용관계로 말

219) ≪農巖集ㆍ雜識≫, 卷32(1706), 5左~6右面(2:9),【朱子云: “所覺者, 心之理; 能覺者, 
氣之靈”。此言, 須子細看。“能覺者, 氣之靈”, 固不難曉; 唯“所覺者, 心之理”, 人易錯會。…… 
人多以“所覺”爲“所以覺之理”, 則非朱子之旨。…… 知覺與理, 蓋有能、所之分, 然非知覺則理何
所發見; 非理則知覺箇甚底?】
220) ≪農巖集ㆍ與李同甫≫(卷13, 1706), 34右面(第2條),【蓋人心雖有知覺, 而其用則因事
而見。如知寒暖、覺飢飽, 寒暖飢飽者所也, 知覺者能也。非所則能無所著, 故知覺之用, 必因此
等而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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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시비를 분별하다’, ‘물(物)을 아끼다’, ‘일을 처리하다’는 모두 용(用: 
情)이지만 이 용(用)을 [더 세분해서] 능(能)ㆍ소(所)로 나누어 말하면, 인
(仁)에 따라 애물(愛物)하지만 물(物)은 애(愛)가 아니고, 의(義)에 따라 제
사(制事)하지만 사(事)는 의(宜)가 아니며, 지(智)에 따라 분별시비(分別是
非)하지만 시비(是非)는 분별(分別)이 아닙니다. 분별(分別)은 술어[能]이고 
시비(是非)는 목적어[所]로서 그 구분이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221)

인(仁)과 애물(愛物)의 관계, 지(智)와 분별시비(分別是非)의 관계는 
성과 정의 관계, 체와 용의 관계이다. 성리학 일반에서 정(情)은 성(性)
의 용(用)이고, 이 점은 김창협도 마찬가지이다.

위 예문에 나타난 김창협의 시각을 그대로 따라가 보자. 성정의 체용
관계만 놓고 보면, ‘인(仁)으로 인하여 애물(愛物)하다’, ‘지(智)로 인하
여 분별시비(分別是非)하다’는 해석이 가능해보인다. 그런데 정(情)이 
서술어와 목적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위 해석이 오
류임을 알게 된다. ‘愛物’은 서술어와 목적어의 결합이므로, 목적어인 
‘物’을 서술어인 ‘愛’에서 배제하면 남는 것은 ‘愛’인데, ‘인(仁)으로 인하
여 애(愛)하다’는 식의 문장은 의미를 형성하지 못한다. 일상 언어에서 
이러한 문장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목적어를 생략한 것이지 목적어가 없
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仁)으로 인하여 애물(愛物)하다’는 해석은 
애초부터 잘못된 해석이다. 인(仁)에 따라서 애물(愛物)하는 것이지, 인
(仁)으로 인하여 애물(愛物)하는 것이 아니다.

주희는 인(仁)을 ‘마음의 덕, 사랑의 리’로 풀었고 호병문은 ‘마음의 
덕’을 체(體)로, ‘사랑의 리’를 용(用)으로 보았으며 민이승도 호병문의 
견해를 지지했다. 여기에서도 김창협의 견해를 그대로 따라가 보자. 민
이승의 주장처럼 만약 지(智)를 ‘분별의 리’로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仁)을 ‘사랑의 리’로 푸는 것도 불가능하다. ‘시비를 분별하다’에서 

221) ≪農巖集ㆍ答閔彦暉(2)≫(卷14, 1697), 7右面,【獨其中一段, 謂“以別訓智, 未若仁之
愛、義之宜”。此最可疑, 故不敢隨例放過, 請試質之。夫智之分別是非, 例之於仁之愛物、義之
制事。其爲體用, 一也, 而以能、所言之, 則仁以愛物而物非愛也, 義以制事而事非宜也, 智以分
別是非而是非非分別也。是則分別爲能而是非爲所, 二者之分亦已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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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목적어이듯이, ‘남을 사랑하다’에서 ‘남’ 또한 목적어이고, 목적
어 없는 ‘분별하다’가 불가능하다면, 목적어 없는 ‘사랑하다’도 불가능하
다. 애(愛) 자체는 정(情)이 아니고 따라서 인(仁)의 용(用)일 수가 없
다.222) 한편 민이승의 경우 ‘사랑의 리’는 인정하지만 ‘분별의 리’는 인
정하지 않는다. ‘대상 없는 사랑’은 가능해도 ‘대상 없는 분별’은 불가능
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애(愛)는 그 자체로 인(仁)의 용(用)
이지만, ‘분별’은 ‘신명’의 순수한 발현태가 아니다.

민이승의 견해에 대해 김창흡은, “분별을 시비와 구분하지 않고 통째
로 소(所)로 보고 [분별을] 능(能)으로 보지 않았다”223)고 말한다. 김창
흡의 설명을 참고하면, 민이승은 ‘미발의 체(體)가 분별시비를 하는 것’
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김창협의 견해에 따르면 ‘신명’과 ‘분별’은 다르지 
않고 따라서 능(能)으로서의 기(氣)일 뿐이지, ‘리의 담지자’일 수 없다. 
≪농암별집≫에서 오희상(吳熙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양지’(良知) 두 글자는 본래 맹자의 말인데 상산[육구연]이 집어내어 화두
로 삼았다. 양명[왕수인]에 이르러, ≪대학≫ ‘치지’(致知)에 짜 맞추어 문호
를 세우고 주장을 펼쳤으니, 이것으로 격물치지에 대한 정자와 주자의 가르
침을 쓸어버리고 천하를 바꾸려한 것이다. …… 본연의 선이 천리지만, ‘헤아
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에 나아가 그것의 능소를 보면 구별이 없을 수 
없다. 농암[김창협]은 이에 대해 매우 명쾌한 말을 남겼으니, “어버이를 사
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천리의 당연이지만, 사랑할 줄 아는 것ㆍ공경
할 줄 아는 것은 마음의 영각(靈覺)이다”고 하였다.224)

222) 이 주제가 이희조와의 논쟁에서는 지각과 정(情)의 동이(同異) 문제로 나타난다. 이
희조는 지각[마음]과 정(情)을 동일시하고, 김창협은 지각[마음]과 정(情)을 분별한다.
223) ≪三淵集ㆍ上仲氏(11)≫(卷17, 1697), 7右面,【更取前書而參考之, 則“是是非非出於事
理而不出於智”云者, 分明以分別與是非渾歸之所而不以爲能也。】
224) ≪農巖別集ㆍ諸家記述雜錄≫(卷4), 17左面, 吳煕常,【“良知”二字本是孟子語, 象山拈出
作話頭。至陽明始捏合於≪大學≫“致知”, 建立門戶, 張大辭說, 思欲以此一掃程、朱格致之訓而
易天下。…… 本然之善雖是天理, 就其不慮之知而看其能所, 則有不容無別。農巖於此, 有一段
語極明快, 曰“愛親、敬長者, 乃天理之當然; 知愛知敬者, 乃人心之靈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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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에 따르면, 김창협의 능소 개념은 ‘양지’ 비판의 논리이다. ‘마
음이 곧 리’라고 하여 이기를 구분하지 않는 마음의 능력이 왕수인의 
‘양지’라면, 능소 개념은 이 ‘양지’를 능소로 구분함으로써 ‘마음의 기가 
리에 따라 사물에 대응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창협은 여기에서 ‘리
가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견해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명’
과 ‘양지’의 구체적인 개념 차이는 논외로 한다.

이제 앞에서 제기한 “所以知是非”의 해석으로 돌아가 보자. 김창협의 
견해에 따르면, ‘知是非’는 능소관계이고, 대상 없는 지(知)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지(智)로 인해서 지(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없다. 이 문
장이 온전한 의미가 되려면 ‘지(智)에 따라 시비를 분별하다’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애(愛) 자체는 인(仁)의 용(用)이 아니듯이 지(知: 지
각) 자체는 지(智)의 용(用)일 수 없다. 아래 두 예문은 앞에서 각각 살
펴본 예문이다. 여기에서는 함께 놓고 비교해보기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所覺’[지각의 대상]을 ‘所以覺之理’[지각의 소이연]로 보는
데, 이는 주자의 뜻이 아니다. ≪퇴계집≫에도 이렇게 설명해놓은 곳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의미를] 살피지 못한 것이다.225)

※ 所以知是非之理則智也。

위 첫째 예문의 ‘所以覺之理’에는 ‘覺’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所以’
를 ‘覺’의 소이연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예문에서는 그 예로 이황을 
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 김창협의 주장이다. 
둘째 예문은 김창협이 계속해서 핵심 근거로 삼는 예문으로 서술어와 목
적어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런 경우 ‘所[智]에 따라[以] 是非를 知하다’
는 해석이 가능하고, 첫째 예문에 따르면 김창협은 둘째 예문을 이와 같
이 해석한 것이다. 한편, 호병문의 “智則心之神明, 所以妙衆理而宰萬物者

225) ≪農巖集ㆍ雜識≫, 卷32(1706), 5左~6右面(2:9),【人多以“所覺”爲“所以覺之理”, 則非
朱子之旨。記得≪退溪集≫中亦有如此說處, 恐亦未察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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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는 이런 해석이 불가능하다. 김창협의 주장대로라면 ‘마음의 신명이 
뭇 이치를 묘용해서 만물을 주재하다’는 해석이 나와야 하고 그러기 위
해서는 ‘所以’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所以’가 없으면 이것은 그
야말로 지(智)와 신명(神明)을 동의어로 놓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호병문
의 주석은 ‘所以’의 ‘以’를 ‘因’으로 해석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
이 없고, 문장에 ‘所以’가 있든 없든 김창협의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김창협은 석실서원 강의록에서, “이 마음이 갖추어야할 리로서, 적확
한 준칙이 성이다. …… 이 성을 안 연후에야 사물(事物)을 대함에 각각 
성법(成法)이 있어서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게 된다.”226)고 말하고 있다. 
지(智)를 ‘판단에 착오가 없게 해주는 판단의 근거’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226) ≪農巖別集ㆍ魚有鳳錄≫(卷3), 4右面(제8항),【此心所具之理, 準則的確者, 性也。…… 
知此性, 然後應事處物, 各有成法, 無毫釐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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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희조와의 논쟁

1697년에 김시좌가 민이승과 지각논쟁을 시작했고,227) 이것이 김창
협과 민이승의 지각논쟁으로 이어졌으며, 같은 시기에 김시좌는 이희조
와 지각논쟁을 시작했다.228) 호락 양측 모두 호락지간에 논쟁이 일어나
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지만, 1704년 무렵에는 김창협과 이희조의 지각논
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창협이 이희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본격적인 지각논쟁을 담은 편
지는 한 통이지만229) 이희조의 ≪지촌집≫에도 김창협과의 지각 논쟁을 
담은 편지 두 통이 남아있다.230) 또 김창협이 김시좌에게 보낸 편지 가
운데 한 통은 김창협과 이희조의 지각 논쟁을 담은 것으로, 외형상 김시
좌를 지도하는 글이지만 실제로는 이희조에게 보낸 답장이다.231) 1704
년∽1706년 사이에 주고받은 이 네 통의 편지는 모두 동일한 조목(條
目)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날짜순으로 배열하면 반론-재반론-반론
-재반론 형태의 왕복서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김창협 사후
의 호락논쟁과 비교해보면 김창협과 이희조의 지각 논쟁은 호락논쟁의 
모태이자 요체임을 알 수 있다.

⑴ 지각론과 심통성정

김창협은 1689년 무렵 송시열의 ≪주자대전차의≫를 교정하면서, 지
각을 마음으로 본 것이 주희의 만년정론으로 보고, 지각은 지(智)의 용
(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희조는, ‘≪주자대전차의≫에 수

227) ≪農巖集ㆍ與敬明(6)≫(卷11, 1697) 참조.
228) ≪芝村集ㆍ與金道以≫(卷13, 1697) 참조.
229)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230) ≪芝村集ㆍ答金道以兼示三洲黃江≫(卷13, 1704); ≪芝村集ㆍ答金仲和≫(卷8, 1705).
231) ≪農巖眞蹟ㆍ土ㆍ近日雪寒…≫(1704. 12. 26) = ≪農巖集ㆍ答道以(28)≫(卷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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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는 내용은 농암(農巖)의 생각이지 우암(尤庵)의 생각이 아니다. 
지각을 마음에 소속시키는 경우와 지(智)에 소속시키는 경우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두 경우가 대립한
다고 본 것이 아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김시좌ㆍ김창협ㆍ권상하에게 보냈
다.232) 이에 대해 김창협은 김시좌를 통해서, ‘주희의 문헌에서 지각을 
지(智)에 소속시킨 경우가 허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견해는 지각
을 마음에 소속시킨 경우와 분명히 대립한다. 이는 초년과 만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하는 현상임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이희조에게 보냈
다.233) 그러자 이희조는 주희의 만년 저작에서 지각을 지(智)의 용(用)
으로 본 예문 17조목을 뽑아서 김창협에게 제시했고,234) 김창협은 두 견
해를 초년과 만년의 견해 차이로 본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했지만, 
지각은 지(智)의 용(用)일 수 없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235)

≪중용장구≫ 서문에 나와 있듯이, 주희의 ‘지각’은 인심과 도심을 포
괄하는 개념이고, 인심과 도심은 성명(性命)과 형기(形氣)의 결합이기 
때문에, 주희의 철학을 근거로 삼는 한, 본성이 없으면 지각도 있을 수 
없다. 설령 이렇게 단정하는 것을 유보하더라도, 김창협 자신이 인정하
고 있듯이 주희가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로 설명한 곳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희조는 이 점을 파고 들었다.

[이정의 문인들이 지각으로 인(仁)을 풀이한 것으로 보아] 인(仁)이 지(智)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인(仁)이 인(仁)인 참된 이유는 아니다. 
[出仁說]236)

232) ≪芝村集ㆍ答金道以兼示三洲黃江≫(卷13, 1704), 42左面,【此似以先生前日所論爲有
二知覺之疑, 而欲以此書爲定論, 卽亦農兄之意也。】
233) ≪農巖集ㆍ答道以(28)≫(卷19, 1704).
234) ≪芝村集ㆍ答金仲和≫(卷8, 1705).
235)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236) ≪晦庵集ㆍ仁說≫(卷67),【(程氏之徒 …… 亦有謂愛非仁而以心有知覺釋仁之名者矣。……) 
彼謂心有知覺者, 可以見仁之包乎智矣, 而非仁之所以得名之實也。出≪仁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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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仁)은 애(愛)의 체(體)이고 지각[覺]은 지(智)의 용(用)이어서 본래 서
로 같지가 않다. 다만 인(仁)이 사덕을 포함하고 있으니 진실로 인(仁)하다
면 어찌 지각[覺]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는가? [道夫. 姓楊. 己酉所聞]237)

선생이 말했다: 각(覺)으로는 결코 인(仁)을 규정할 수 없다. 비록 각(覺)을 
통해서 인(仁)을 알 수는 있지만, 각(覺) 자체는 지(智)에 속한다. [浩. 姓邵. 
丙午所聞]238)

주희의 ≪인설≫에서 발췌한 첫째 예문에는 지각을 지(智)의 용으로 
본 것이 행간에 드러나 있고, ≪주자어류≫에서 발췌한 둘째 예문과 셋
째 예문에는 이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인설≫은 주희가 43세(1172
년) 때 지은 글이고,239) 둘째 예문과 셋째 예문의 원주에는 발화시점이 
기록되어 있다. ‘丙午’는 1186년으로 주희 나이 57세 때이고, ‘己酉’는 
1189년으로 주희 나이 60세 때이다. ≪인설≫도 40세 이후의 저작이지
만 둘째 예문과 셋째 예문은 60세 무렵에 강학한 내용이다. 이희조는 위 
예문들처럼 자신의 견해와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예문 열일곱 개를 나열
해놓고240) 다음 두 가지를 밝히려 한다. 첫째, 지각을 지(智)의 용(用)
237) ≪朱子語類≫ 6:114,【仁自是愛之體, 覺自是智之用, 本不相同。但仁包四德, 苟仁矣, 
安有不覺者乎? 道夫. 姓楊. 己酉所聞】
238) ≪朱子語類≫ 6:115,【先生曰: “覺, 決不可以言仁。雖足以知仁, 自屬智了。” 浩。姓
邵。丙午所聞】
239) 조남호, 주희: 중국철학의 중심(태학사, 2004), 79쪽 참조.
240) 이어지는 내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④ 問“知覺, 亦有生意”。曰: “固是將知覺說來
冷了, 覺在知却多。只些少搭在仁邊, 仁是和底意。然添一句, 又成一重, 須自看得, 便都理會
得。” 以上見≪語類≫六卷十九二十板。 ⑤ 問“靈處是心, 抑是性”。曰: “靈處, 只是心, 不是性。性只
是理。” ⑥ 問“知覺是心之靈固如此, 抑氣之爲耶”。曰: “不專是氣, 氣是先有知覺之理。理未知
覺, 氣聚成形, 理與氣合, 便能知覺。譬如這燭火是因得這脂膏, 便有許多光焰。問“心之發處是
氣否”, 曰: “也只是知覺。所知覺者是理, 理未離知覺, 知覺不離理。” ⑦ 問: “心是知覺, 性是
理。心與理, 如何得貫通爲一?” 曰: “不須去貫通, 本來貫通。” “如何本來貫通?” 曰: “理無心, 
則無看處。” ⑧ 所覺者, 心之理也; 能覺者, 氣之靈也。 ⑨ 心者, 氣之精爽。 ⑩ 問“心之動、
性之動”。曰: “動處是心, 動底是性。” ⑪ 或問: “人之生, 稟乎天之理, 以爲性。其氣淸, 則爲
知覺, 而心又不可以知覺言。當如何?” 曰: “難說. 以天命之謂性觀之, 則命是性, 天是心。心有
主宰之義, 然不可無分別, 亦不可太說開成兩箇。當熟玩而默識其主宰之意, 可也。” ⑫ 叔器問: 
“先生之敎, 謂動處是心、動底是性. 竊惟此二句, 只在底、處兩字上。如穀種然, 生處便是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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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 것이 주희의 정론(定論)이다. 둘째, 지각을 마음에 소속시킨 것
과 지(智)에 소속시킨 것은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초년ㆍ만년
의 차이는 없다. 이희조는 이 이전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마음이] 허령(虛靈)한 까닭은 뭇 이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지각(知覺)
한 것이 어찌 꼭 지(智)에서만 근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울러 인(仁)ㆍ의
(義)ㆍ예(禮)에서 근원한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만, ‘지각’이란 말은 지(智)와 
상관지어 말할 때 절실히 와 닿습니다. 지(智)가 없으면 결코 지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편지에서 “지(智)에서 근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241)

위 예문에서 이희조는 ‘지각은 지(智)에서 근원한다’, ‘지(智)가 없으
면 지각도 있을 수 없다’, ‘지(智)은 인의예지를 포괄한다’고 하며 지각
은 지(智)의 용(用)임을 밝히고 있다.

이희조의 말대로 지각이 지(智)의 용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주희의 
정론(定論)이라면, 김창협의 주장은 그때까지의 기존 성리학을 통째로 
부정하는 발언이 된다. 그런데도 주희의 철학을 남달리 존숭했던 송시열
의 문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김창협
이 핵심 논거로 제시하는 글은, ≪주자대전차의≫의 교정이나 민이승과의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희가 반병(潘炳: 謙之)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生底却是那裏面些子。” 曰: “若以穀比之, 穀便是心, 那爲粟爲菽爲禾爲稻底便是性。康節所謂
心者性之郛郭, 是也。包裹底是心, 發出不同底是性。” ⑬ 心者, 主乎性而行乎情. 故喜怒哀樂
未發, 則謂之中; 發而皆中節, 則謂之和。 ⑭ 心是做工夫處。 ⑮ 心之全體, 湛然虛明, 萬理具
足, 無一毫私欲之間。其流行該徧貫乎靜動, 而妙用又無不在焉. 故以其未發而全體者言之, 則性
也; 以其已發而妙用者言之, 則情也。然心統性情, 只就渾淪一物之中, 指其已發未發而爲言爾。
是非性, 是一箇地頭。心是一箇地頭, 情又是一箇地頭, 如此懸隔也。⑯ 橫渠說得好。“由太虛
有天之名, 由氣化有道之名”, 此是緫說。“合虛與氣, 有性之名; 合性與知覺, 有心之名”, 是就人
物上說“未動而能動者, 理也; 未動而欲動者, 意也”。以上, 出≪語類≫五卷。 ⑰ 論智是知覺: 智只
是心中一箇知覺處。知得是是、非非, 恁地確定是智。孟子謂“知斯二者不去”, 是也。知是知識
弗去, 是便確定不易之論。出陳北溪≪性理字義≫。 
241) ≪芝村集ㆍ答金道以兼示三洲黃江≫(卷13, 1704), 41左面,【所以虛靈者, 旣爲其具衆
理, 則其所知覺亦何必獨原於智哉? 雖幷謂之原於仁禮義亦可也, 惟是知覺二字, 於智爲尤襯
切。無智則決無以有知覺, 故前日鄙書敢亦以謂原於智矣。】



- 88 -

성은 곧 리이고, 정은 [성이] 흘러나와 작용하는 곳이며, 마음의 지각은 곧 
이 리를 갖추어 이 정을 행하는 것이다. 지(智)로써 말하면, 시비를 알게 하
는 리가 지(智)요 성(性)이며, 그에 따라 시비를 알고 시비하는 것이 정(情)
이고, 이 리를 갖추어 시비됨을 지각[覺]하는 것은 마음이다.242)

[만약]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로 본다면 “이 리를 갖추어 이 정(情)을 행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리를 갖추어 정을 행한다”는 표현은, 지각을 지
(智)의 용(用)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이다.243)

위 첫째 예문은 김창협이 핵심근거로 내세우는 주희의 글이고, 둘째 
예문은 첫째 예문에 근거를 둔 김창협의 주장이다. 주희는 “마음의 지각
은 이 리[성]를 갖추어 이 정을 행하는 것이다”고 했다. ‘지각을 지(智)
의 용(用)으로 본다는 것은 지각이 그 자체로 이미 지(智)를 갖추고 있
다는 것인데, 애초부터 지(智)를 갖추고 있다면, 지각이 지(智)를 갖추
어 정(情)을 행한다고 했겠는가? 따라서 주희는 지각을 지(智)의 용으로 
본 것이 아니다.’ 이것이 김창협의 논리이다.

김창협이 핵심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주희의 ≪답반겸지≫에서는 감정
의 발생과정을 성, 마음, 정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정을 리와 기의 합
으로 보는 것은 성리학자들의 한결같은 견해로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이견은 마음[지각]에 대한 해석에서 나타난다.

만약 김창협의 견해대로 마음[지각]이 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가 마음
에 의해 정(情)에서 갖추어지는 것이라면, 성은 리이고 마음은 기이며 
정은 리와 기의 합이기 때문에, 마음은 성과도 구별되고 정과도 구별되
는 독립적인 영역이다. 그런데 이 경우 마음[지각]은 기이고 성은 리이
기 때문에 마음[지각]을 본성[智]의 용(用)이라고 할 수가 없다.

242) ≪晦庵集ㆍ答潘謙之(1)≫(卷55),【性卽是理, 情是流出運用處, 心之知覺卽所以具此理而行
此情者也。以智言之, 所以知是非之理則智也性也, 所以知是非而是非之者情也, 具此理而覺其爲是
非者心也。】 
243)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第六條,【蓋以知覺爲智之用, 則不當曰“具此
理而行此情”。若其“具此理而行此情”, 則宜不得專爲智之用, 而先生之言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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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 철학에서는,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리가 
마음에 타고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본
다는 것 자체가 마음[지각]을 본성의 용(用)으로 보는 주장이지만, ‘인
의예지의 성’도 있고 ‘인의예지의 마음’도 있다는 진술에서244) 마음[지
각]을 본성의 용(用)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인의예지의 
마음’이 있어서 마음과 정이 구별되고, ‘측은수오사양시비의 마음’이 있
어서 마음과 성이 구별되며 이것이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정’으로 이어진
다.245) 이처럼 이황 철학에서는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는 명제와 
‘마음의 영역이 별도로 있다’는 명제가 대립하지 않는다.

이이의 ‘기에 리가 타고 있다’는 명제 또한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다’는 명제를 확고히 밀고 나간 형태이다. 하지만 이이 철학에서 마음은 
기이다. 기에 리가 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발에서는 마음이 성과 분리
될 수 없고, 이발의 마음은 곧장 정(情)이어서 분리를 운운할 수조차 없
다. 이이는 이처럼, 기질지성에서 곧장 정(情)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지, 
성과도 구분되고 정과도 구분되는 ‘마음의 영역’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래
서 이이는 성, 정, 의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의를 하면서도 마음에 대해
서는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246) 성(性)ㆍ정(情)ㆍ의(意)를 벗어나
면 마음이 별도로 있지 않다.

여기에서 김창협의 의도가 드러난다. 마음을 기로 보는 철학에서는, 
‘마음이 별도로 있다’는 명제와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지(智)는 리이고 지각은 기인데, 지(智)가 지
각에 타고 있다고 하면 지(智)와 지각이 리와 기라는 개념으로만 구분될 

244) ≪退溪集ㆍ聖學十圖ㆍ心統性情圖≫, (卷7, 1568), 23右面,【林隱程氏曰: …… 凡所以
統會其性情者則心也, 故其心寂然不動爲性, 心之體也; 感而遂通爲情, 心之用也。…… 心統性, 
故仁義禮智爲性, 而又有言仁義之心者; 心統情, 故惻隱羞惡辭讓是非爲情, 而又有言惻隱之心、
羞惡辭讓是非之心者。心不統性, 則無以致其未發之中而性易鑿; 心不統情, 則無以致其中節之
而情易蕩。】
245) 앞 주석 참조.
246) 다음 예문 참조. ≪栗谷全書ㆍ答成浩原(7)≫(卷9, 1572), 35左~36右面,【大抵未發則性
也, 已發則情也, 發而計較商量則意也, 心爲性情意之主。故未發已發及其計較, 皆可謂之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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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영역’으로 구분될 수 없고, 반대로 지각에 지(智)가 타고 있지 않다
고 하면 그 자체로 지각의 영역이 갖추어지지만 이 경우 지각은 지(智)
의 용(用)이 될 수가 없다. 김창협은, 마음의 영역이 별도로 있음을 보
여주는 ≪답반겸지≫를 주희의 정론으로 삼고, 지각을 지(智)의 용(用)
으로 설명한 문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에 이희조는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를 주희의 정론으로 삼고, ‘마음의 영역이 별도로 
있다’는 견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의 견해 차이가 호락논쟁
의 요점이다. 김창협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시에 어느 누가 이 두 가지 [상반된] 뜻을 함께 들어 만약 “지각이 지
(智)의 용(用)이라고 하셨는데, 지(智)의 용(用)이 어떻게 이 리를 갖추어 
이 리를 행하고, 지(智)의 용(用)이 어떻게 인심ㆍ도심이 된다는 말씀입니
까” 하고 주자에게 물어보았다면, 선생은 이에 대해 명쾌한 판결을 내렸을 
것이고, 그리하여 같고 다름을 파헤쳐 분석하고 회통(會通)시켜놓은 것이 있
다면 오늘날 책에 남아있는 내용과는 달랐을 것이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물
어본 제자가 없어서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해결되
지 않을 공안(公案)이 되었네. 내가 한 쪽만 옳다하고 다른 쪽을 정론에서 
배제하는 것은 진실로 나의 부족함이지만, 자네는 어떠한가? 양쪽으로 칼을 
차고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며 어느 한 쪽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니 제
나라도 옳고 초나라도 옳다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247)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마음이 별도로 있다’는 명제와 ‘지각은 지(智)
의 용(用)이다’는 명제를 모순으로 놓고, 만약 그 시대에 어느 문인이 주
희에게 둘 중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았다면, 주희가 정론을 밝혀놓았
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별도로 있다’를 정론으로 삼고, ‘지각은 지
(智)의 용(用)이다’를 폐기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에서 하는 말이다. 
247)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38右~左面,【當時若有人竝擧此兩義, 問於先生
曰“知覺旣爲智之用矣, 智之用何以能具此理而行此情, 智之用何以爲人心道心”云爾, 則先生於此必
明有判決, 而其所究極同異剖析而會通之者, 不但如今日之寫在冊子上者而已。惜乎, 門人弟子無善
問者, 不能一言及此, 而遂成千古未了之案耳。抑愚之偏主一義而不能會通於諸說者, 固爲拘滯之甚, 
而高明之說似亦不免於‘左右佩劍, 依違牽制, 兩無所發明’, 無乃類夫齊、楚之得失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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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희조는,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를 확고히 밀고 나가
되, ‘마음의 지각은 이 리를 갖추어 이 리를 행하는 것이다’를 달리 해석
하여 두 주장이 모순되지 않게 만들어놓는다.248) 이희조의 해석에, ‘마음
이 별도로 있다’는 주장은 끼어 들 여지가 없다.

김창협의 문제제기는 호론 철학의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희의 심통성정을 자신들의 철학 체계 내에서 무리 없이 설명해내야 하
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김창협의 처지에서 바라보면, 주희 철학에 다
리 하나씩을 걸치고 논쟁하는 것이기에 논쟁은 팽팽하게 진행될 것이고, 
송시열의 문인들을 상대로 대등한 논쟁을 펼친다는 것은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김창협은 호론 측에 물어간다. ‘그대들에게
도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대들에게도 심통성정이라는 것이 있는가?’

옛사람들이 마음을 말할 때에는 리와 기를 합쳐서 말한 경우도 있고, 성ㆍ정
을 아울러 말한 경우도 있네. 리와 기를 합쳐서 말할 때에는 마음에 대해 말
하면서도 성에 대해 함께 얘기했고, [그래서 리와 기를 구분했고], 성ㆍ정을 
아울러 말할 때에는 마음에 대해 말하면서도 성ㆍ정에 대해 함께 얘기했네. 
[그래서 성ㆍ정과 마음을 구분했네.] 그렇지 않고 [이러한 구분 없이] 그저 
마음만 이야기하면, ‘마음’을 성ㆍ정과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성ㆍ정 밖
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을 것이네.249)

김창협은 위 예문에서, 마음이 성ㆍ정과 구별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
다. 이 얘기는 성ㆍ정과 구별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
이며, 반대로 이야기하면 호론 측에 ‘그대들에게도 마음이란 것이 있느
냐’고 묻는 것이다. 호론 측의 이론에도 과연 성ㆍ정과 구별되는 독립적
인 영역으로서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김창협의 공격 지점이다.
248) 다음 예문 참조. ≪芝村集ㆍ答金仲和≫(卷8, 1705), 第六條,【鄙書所謂“朱先生諸說與≪潘
書≫別無不合”云者, 非謂其所已言者同也, 蓋其意各有主, 別不相妨云也。蓋先生諸說, 則以知覺爲
不可屬仁, 故謂當屬之智也。若≪潘書≫, 則其主意專在於分析心性情界分, 故然矣。】
249)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第二條,【古人說心, 固有合理氣而言者, 亦有
兼性情而言者。若從其合理氣者, 則言心而性亦擧矣; 若從其兼性情者, 則言心而性情俱擧矣。
不然而但曰心而已, 則又何以別於性情, 而人將疑“性情之外更有何物爲心”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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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지각과 감정
 
① 이희조의 견해

≪답반겸지≫에 나오는 ‘마음의 지각’이라는 말이 압축해서 보여주듯
이 지각은 마음이다. 지각과 정을 구별한다는 것은 정과 구별되는 마음
이 별도로 있다는 주장이고, 지각과 정을 구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정을 ‘이발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김창협은 지각은 마음이지 정이 아
니라고 주장하고, 이희조는 지각이 곧 정이라고 주장한다.

추위를 알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지각이고, [그 때문에] 옷과 음식을 바라
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선후(先後)가 있다고 말할 만한 것이 없
지는 않지만, 추위를 알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이미 발현된 뒤의 일입니
다. 이미 발현된 뒤의 일인데 어찌 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각과 구분해서 두 가지로 놓으면 안 됩니다.250)

위 예문에서 이희조는, 지각과 정을 두 가지로 나누면 안 된다고 하며 
지각과 정을 거의 동의어로 보고 있다. 지각과 정에 선후(先後)를 설정하
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각이면 모두 정이고 정이면 모두 지각이라고 한다.

정은 성의 발현이므로, 지각을 정과 일치시키면, 지각을 성의 발현으
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지각과 정을 일치시키는 순간 정과 구별되는 
지각의 고유한 영역은 사라진다. ‘지각’은 ‘마음의 기능’인데 정과 구별되
는 마음의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희조는 주희의 ‘심통성
정’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이 김창협의 주문
이고, 이희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50) ≪芝村集ㆍ答金道以兼示三洲黃江≫(卷13, 1704), 第二條,【知寒覺飢者, 知覺也; 欲
衣、欲食者, 人心也。此其境界先後不無可言者, 然知寒覺飢亦係已發之後。旣是已發, 則亦安
可不謂之情耶? 旣謂之情, 則恐不當與知覺分而二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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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卽是理(ⓐ), 情是流岀運用處(ⓑ), 心之知覺, 卽所以具此理而行此情者也(ⓒ)。
以智言之: 所以知是非之理則智也性也(㉠), 具此理而覺其爲是非者心也(㉡), 所以
知是非而是非之者情也(㉢)。≪답반겸지≫

주자가 말한 ‘마음의 지각’은 마음의 대체를 범범하게 말한 것이지 ‘지각’만
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 뒤에 “시비를 ‘覺’한다”는 구절이 바로 
‘지각’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251)

여기에서 ‘마음의 지각’은 마음의 능지능각(能知能覺)을 가리킨 것이지 동
(動)한 뒤의 지각을 가리킨 것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대체를 범범
하게 말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동(動)한 뒤의 지각으로 말하
면, “이 리를 갖추어 이 정을 행한다”는 말과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252)

위 첫째 예문은 앞에서 인용한 ≪답반겸지≫의 원문이다. ⓐ는 성이
고 ⓑ는 정이며 ⓒ는 성과 정을 이어주는 마음이다. 이것을 지(智)로서 
다시 이야기한 것이 ㉠, ㉡, ㉢이다. 문장 구성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 둘째, 셋째 예문에서 이희조는 ⓒ에 나오는 ‘마음의 지각’을 ‘능지
능각’으로 해석한다. 허령(虛靈)은 체(體)이고 지각은 용(用)이며,253) 능
지능각(能知能覺)은 허령(虛靈)을 수식하는 말인데, 송시열이 이야기했듯
이 ‘능지능각’은 ‘지각할 능력은 있지만 실제 지각작용은 없는 것’,254) 다
시 말하면 ‘미발의 기질’로 간주한다. ‘마음의 지각’을 ‘능지능각’으로 본
다는 것은, 리가 ‘미발의 기질’에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김창협의 문

251) ≪芝村集ㆍ答金道以兼示三洲黃江≫(卷13, 1704), 第二條,【先生所謂心之知覺, 不過泛
言心之大體而已, 未必專爲知覺二字而發。…… 所謂“覺其爲是非”者, 卽所謂知覺也。】
252) ≪芝村集ㆍ答金仲和≫(卷8, 1705), 第二條,【此書所謂心之知覺, 亦似謂其心之能知能
覺者, 非指動後之知覺, 故謂之泛言心之大體也。若以動後言之, “具此理, 行此情”之云, 似若有
所未穩。】
253) ≪芝村集ㆍ答金仲和≫(卷8, 1705), 第四條,【“虛靈, 心之體; 知覺, 心之用”, 亦古人語, 
故謂“卽知覺而言虛靈”也。】
254) 다음 예문 참조. ≪宋子大全ㆍ答權思誠(7)≫(卷39, 1639), 7右面,【蓋≪或問≫固以至
靜之中未有知覺而但有能知覺者配純坤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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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는 문장구조 자체가 ‘마음의 지각을 통해
서 이 리를 갖추고 마음의 지각을 통해서 이 정을 행한다’는 의미이기 때
문에, 만약 이것을 ‘지각’으로 보면,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될 수가 
없다. 마음을 기로 보는 철학에서 지각이 지(智)의 용(用)임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희조처럼 이 구절을 ‘허령’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255) 그럴 
경우 미발에서는 마음과 성을 구분할 수 없고 이발에서는 마음과 정을 
구분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김창협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나는 자네가 ‘능지능각’이란 것에 대해서 이발[動後]의 지각과 다르다고 말하
는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인데 체용으로 구분된다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두 가지라고 말한다면 이는 두 종류의 지각이 있다는 말이니 내가 알 바가 아
니고, 한 가지인데 체용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발의 지각은 진실로 
‘능지능각’이 하는 것인데, 자네는 이발의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로 보고 
있으니, 그렇다면 ‘능지능각’이 지(智)의 체(體)가 된다는 말인가?256)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이희조가 ‘능지능각’을 ‘지각할 능력은 있지만 
실제 지각 작용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반겸지≫에 나오는 ‘마음
의 지각’을 ‘능지능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창협은 
“≪或問≫어디에서 능지각(能知覺)은 지각이 아니고 소지각(所知覺)을 
기다린 이후에나 지각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냐”257) 하며 
‘능지능각’을 지각 작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해방식을 전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비판을 염두에 두면서 이희조와 한원진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255) 한원진도 이희조의 설명을 그대로 가져다가 호론 측의 견지에서 ≪答潘謙之≫를 해
명하는 데에 집중한다. ≪南塘集ㆍ上師門(8)≫(卷7, 1711) 참조.
256)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第六條,【愚未知所謂能知能覺者, 與動後之知
覺是二物乎, 抑一物而有體用之分乎? 若曰二物, 則是有兩知覺也, 非愚之所敢知; 若曰一物而有
體用之分, 則動後之知覺固能知能覺者之所爲也, 今以動後之知覺爲智之用, 則將以能知能覺者
爲智之體乎?】
257)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第二條,【≪或問≫所謂 …… 何嘗謂“能知覺
者非知覺, 而必待有所知覺然後乃可謂知覺也”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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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 서문에 나오는 허령(虛靈)ㆍ지각(知覺)은 체(體)와 용(用)을 함께 말
한 것인데, 용(用)의 측면만 말씀하시니 어찌된 것입니까? 마음이 허령(虛靈)한 
것은 오행의 정영(精英)으로 이루어져 만물의 뭇 이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지, 
지(智)가 허령해서 지각도 지(智)의 용(用)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258)

삼주(三洲) 어른이 ‘지각을 지(智)에 소속시키면 안 된다’고 말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셋째, “지각은 이 리를 갖추어 이 정을 행하는 것인
데 만약 이것이 지(智)의 용(用)이라면 지(智)의 용(用)이 어떻게 이 리를 
갖추어 이 정을 행한다는 말인가” 하였는데,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로 보
는 것은 동(動)의 지각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고, 동정(動靜)을 통틀어 이
야기하면 미발의 때에 지각이 갖추고 있는 리는 지(智)이고 이발의 때에 지
각이 행하는 정은 지(智)의 용(用)이어서 서로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다. 삼
주 어른은 이것을 살피지 못했다.259)

위 첫째 예문에 나오는 이희조의 설명에 따르면, 지각을 지(智)의 용
(用)으로 보는 것은 지(智)와 지각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령’과 
‘지각’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허령’에 타고 있는 리가 지(智)이고, ‘허
령’이 발현된 것이 ‘지각’이므로, 결과적으로 ‘지각’에도 리가 타고 있고, 그
래서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김창협의 견해
는 위 이희조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고, 김창협의 견해를 한원진이 다시 반
박한 것이 위 둘째 예문이다. 예문에서 한원진도 이희조의 설명을 그대로 
이어서, ≪답반겸지≫는 ‘지각’이 리를 갖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령’에서
부터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라고 김창협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호론 측에서는, 마음의 영역이 별도로 있어서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발의 마음에 리가 갖
258) ≪芝村集ㆍ答金道以兼示三洲黃江≫(卷13, 1704), 第四條,【≪中庸ㆍ序≫“虛靈知覺”四
字, 亦兼體用, 而今專以發用處爲言, 何也? 蓋心之所以虛靈者, 以其聚五行之精英, 具萬物之衆
理故也, 非謂智能虛靈故知覺亦爲其用也。】
259) ≪南塘集ㆍ上師門(8)≫(卷7, 1711),【洲丈之以知覺爲不可屬智者, 其說有三。…… 一
以爲“知覺具此理而行此情者也, 若是智之用, 則智之用, 安得以具此理而行此情也”, 則是又不察
乎知覺謂智用者只以動一邊言之, 若通動靜言之, 則未發而知覺所具之理, 專言之則智也, 已發而
知覺所行之情, 專言之則智之用也, 而二說初不相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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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 있고 이 마음이 발현되어 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없으면 성이 정으로 발현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260) 이것이 호론에서 말하는 ‘심통성정’이다.

지각은 마음의 령(靈)이지만 [정(靜)ㆍ체(體)가 아니라] 마음의 동(動)ㆍ용
(用)입니다. 이미 움직이고 쓰인 것인데, ‘리가 기를 탔다’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정이란 성이 발현된 것이지만 발하는 것은 실제로 기가 하는 것
인데, ‘기가 [리를] 묘용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리가 
타고 기가 묘용하는 것’은 정에 대해서든 지각에 대해서든 바꾸어 말해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261)

위 예문에서 이희조는 지각을 기발리승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희조의 
설명에 의하면, 리가 기를 타지 않으면 ‘움직임’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리가 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 이희조의 설명에 따르면 ‘기발리
승’은, ‘지각은 허령이 발현된 것이지만 거기에는 리가 타고 있다’는 의
미이다. 아래 예문에서 한원진도 이와 같이 설명한다.

삼주(三洲) 어른이 ‘지각을 지(智)에 소속시키면 안 된다’고 말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둘째, “지각은 기의 령(靈)이고 지(智)는 성의 정
(貞)이다”고 했는데, 이는 기의 령(靈)인 것을 성의 용(用)으로 삼을 수 없
다고 여긴 것이다. 지각을 지(智)에 소속시키는 것은 ‘리가 지각을 타고 발
현된 것’을 지(智)의 용(用)으로 삼는 것이지 곧장 기를 성의 용(用)으로 본 
것이 아닌데, [삼주 어른이] 이것을 살피지 못했다.262)

260) 이러한 설명방식은 이이의 견해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다음 예문 참조. ≪栗谷全
書ㆍ人心道心圖說≫(卷14, 1582, 奉敎製進), 4右面,【天理之賦於人者, 謂之性; 合性與氣而
爲主宰於一身者, 謂之心; 心應事物而發於外者, 謂之情。性是心之體, 情是心之用。心是未發、
已發之摠名, 故曰心統性情。】
261) ≪芝村集ㆍ答金道以兼示三洲黃江≫(卷13, 1704), 第一條,【知覺者, 固心之靈, 而亦不
可不謂之心之動、心之用矣。旣謂之動、謂之用, 則獨不可謂理之乘氣者乎? 情者, 固性之發, 
而其發也實氣之所爲, 則亦不可謂氣之妙用乎? 愚意, 理之乘氣、氣之妙用, 於情、於知覺, 雖互
換說, 恐無不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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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에서 한원진은, ‘지각은 기이고 지(智)는 리인데, 지각이 어떻
게 지(智)의 용(用)이 되느냐’는 질문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답하고 있
다. 한원진은, 지각에 타고 있는 리가 지(智)의 용(用)이지, 기를 가리켜 
지(智)의 용(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김창협은 
‘지각 그 자체를 지(智)의 용(用)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각에 타
고 있는 리를 지(智)의 용(用)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리가 허령에 타고 있다’는 발상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각은 허령이 발현된 것이지
만 거기에는 리가 타고 있기 때문에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 이 말
을 다시 설명하면, 마음에 성이 갖추어져 있고 그 마음이 발현되어 정이 
되지만 거기에는 리가 타고 있기 때문에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 
이러한 설명은 ‘기발리승일도설’, ‘성심정의일로설’을 그대로 풀어놓은 것
이고, 이것이 호론에서 말하는 ‘심통성정’이다.

② 김창협의 견해

앞에서 살펴본 이희조와 한원진의 견해에서는, 미발에서는 성과 마음
이 구분되지 않고 이발에서는 마음과 정이 구분되지 않는다. 미발의 기
질지성이 곧장 정으로 발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아래 김창협의 
비판을 통해서 이 점을 다시 확인하기로 한다.

자네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니, ‘마음은 단지 성ㆍ정과 합하여 부르는 명
칭이지 성ㆍ정을 빼놓으면 마음이 별도로 없다’고 여겨서 지각을 성ㆍ정과 나누
어 말하려 하지 않고, 또 지각을 이발[動後]의 일로만 여겨서 “지각이 곧 정이
고 정이 곧 지각이니 구분하여 나누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네.263)

262) ≪南塘集ㆍ上師門(8)≫(卷7, 1711),【洲丈之以知覺爲不可屬智者, 其說有三。…… 一
以爲“知覺氣之靈也, 智則性之貞也”, 不可以氣之靈者爲性之用也, 則是似不察乎知覺屬智者, 以
理之乘知覺發見者爲智之用, 而非直以氣爲性之用也。】



- 98 -

위 예문은, 마음의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이희조의 견해에 대
한 비판이다. 앞에서도 김창협이, “마음을 성ㆍ과 구별하지 않고 이야기
하면, 사람들은 성ㆍ정 밖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을 것
이네”264) 하며 마음을 성ㆍ정과 구별했던 것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 김
창협의 견해를 다시 확인하다.

‘마음’이 ‘마음’인 것은 오직 ‘지각’ 때문이니, 지각 외에 별도로 ‘마음’이 있지 
않고, 또한 ‘마음의 지각’ 외에 별도로 ‘지각’이 있는 것이 아니네. 자네는 “마음
의 대체를 범범히 말한 것이지, 지각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마음’ 밖에 별도로 ‘지각’이 있다는 얘기여서 매우 온당치 않은 것 같네.265)

[내가] “지각이 아니면 정이 될 수 없다”고 한 말을 상세히 음미해보게. 그러면 
“손님과 주인의 대대(待對) 관계처럼 [지각과 정을] 하나로 혼합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네. “정이 아니면 지각을 토론할 곳이 달리 없다”고 
한 말은, “지각 작용은 정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이 밖에 지각 작용을 볼 수 있
는 곳이 달리 없다”는 뜻에서 한 말이지, 정을 지각으로 본 것이 아니네.266)  

위 첫째 예문에서 김창협은 마음과 지각을 동의어로 놓고, 둘째 예문
에서 마음과 정을 확연히 구별하고 있다. 본성과 마음의 구분은 이전 논
의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다. 김창협 철학에서 마음은 성과도 구별되고 정
과도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역이다. 이것이 호론 철학과의 핵심적인 차이

263)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第一條,【竊詳盛意, 蓋以“心只是合性情之名, 
除却性情, 更別無心”, 故不欲以知覺與性情分而言之; 而又以知覺專爲動後事, 故謂“知覺卽情, 
情卽知覺, 而不容有所分析也”。】
264)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第二條,【不然而但曰心而已, 則又何以別於性
情, 而人將疑“性情之外更有何物爲心”矣。】 
265) ≪農巖集ㆍ答道以(28)≫(卷19, 1704), 第二條,【且心之爲心, 只是一箇知覺, 非於知覺
外別有心, 而亦非於心之知覺外別有知覺。今云“泛論心之大體, 而不專爲論知覺而發”, 則是似於
心外別有箇知覺, 恐尤未安也。】
266)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第一條,【今只請詳味“非知覺則無以爲情”一
句, 自見其“賓主對待, 不容混合爲一”。所謂“情外無別討知覺處”, 亦曰“知覺之用”只於情上見之, 
此外更無別塗見得知覺作用處云耳, 非便以情爲知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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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김창협의 견지에서는, 마음의 영역이 별도로 존재할 때 ‘심통성
정’이 가능하고, 그것이 주희가 말하는 ‘심통성정’이다.267)

지각은 마음 전체(全體)의 묘용(妙用)으로, 밝고 신령해서 혼매(昏昧)하지 
않아, 적(寂)ㆍ감(感)을 이어주고 성(性)ㆍ정(情)을 주재하는 것이네. 본래 
동처(動處)로 국한해서 정(情)과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동처(動處)로써 말
하더라도 동(動)한 것은 정(情)이고 동(動)하게 하는 것은 지각이네.268)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심통성정’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서, 마음을 ‘적
(寂)ㆍ감(感)을 이어주고 성(性)ㆍ정(情)을 주재하는 것’[通寂感而主性
情]으로 설명한다. 예문 하단에서는 정을 ‘동(動)한 것’으로, 지각을 ‘동
(動)하게 하는 것’으로 확연히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의 영역이 
별도로 존재할 때 ‘심통성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성ㆍ정과 구별하는 이유이다. 김창협의 ‘심통성정’은 지각(知覺)을 지
(知)와 각(覺)으로 구분하는 데서 그 의미가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위 예문에서 ‘지각은 마음 전체(全體)의 묘용(妙用)’이라고 한 것을 
보면 ‘마음’을 체(體)로, ‘지각’을 ‘마음의 작용’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
다. ‘허령’은 마음을 형용하는 말이므로,269) 김창협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허령’을 체(體)로 ‘지각’을 용(用)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
다.270)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차후 논의를 위해 두 가지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김창협의 경우 ‘허령지각’을 미발과 이발로 구별
267) 하지만 김창협의 주장과는 달리, 지각을 智의 用으로 보지 않는 점에 있어서는 주희 
철학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268) ≪農巖集ㆍ答道以(28)≫(卷19, 1704), 第一條,【知覺, 乃是人心全體妙用, 昭昭靈靈, 不
昏不昧, 通寂感而主性情者也。本不當專以就動處與情相比較, 而今且以動一邊言之, 動底是情, 會
動底是知覺。】
269) 다음 예문 참조. ≪農巖集ㆍ答道以(19)≫(卷19, 1699), 20左面,【蓋此二字, 於古無
之, 而朱夫子創造, 以形容心體者。】
270) 다음 예문 참조. ≪農巖集ㆍ答道以(19)≫(卷19, 1699), 20左面,【然則心之虛靈, 果何
爲也? 蓋嘗思之, 心者無他, 氣而已矣。專言則聚五行之精英, 偏言則屬乎火。屬乎火, 故能光明
不昧而照燭萬物; 聚五行之精英, 故能變化無窮, 不滯於一方。心之所以虛靈, 其理只如此而已。
知虛靈之如此, 則知覺者, 亦可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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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271) ‘허령지각’은 ‘마음의 지각’이라는 뜻에서 ‘허
령한 지각’이다. 둘째, 김창협이 ‘知覺之用’을 ‘지각 작용’의 의미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석실서원 강의록에서 “지각은 허령한 마음의 작용”이
라 했고,272) 이희조가 ‘마음의 지각’을 ‘능지능각’으로 해석한 것을 비판
하면 ‘지각 작용임이 분명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273) 이런 용례는 아
래에서 논의할 내용과 혼선을 빚을 수 있어서 미리 언급하였다. 아래에
서 살펴보려는 내용은 지각의 체용에 관한 것이다. 김창협은 지각을 지
각의 체(體)와 지각의 용(用)으로 구분한다.

性卽是理(ⓐ), 情是流岀運用處(ⓑ), 心之知覺, 卽所以具此理而行此情者也(ⓒ)。
以智言之: 所以知是非之理則智也性也(㉠), 具此理而覺其爲是非者心也(㉡), 所以
知是非而是非之者情也(㉢)。≪답반겸지≫

≪답반겸지≫의 “마음의 지각은 이 리를 갖추어[具此理] 이 정을 행한다[行
此情]”는 말은 체용을 겸해서 말한 것이다. “이 리를 갖출 줄 아는 것[能具
此理]”은 지각의 체(體)이고, ‘이 정을 행할 줄 아는 것[能行此情]’은 지각의 
용(用)이다.274)

위 둘째 예문에서 김창협은 지각을 체용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예문
의 ⓒ가 지각에 대한 서술인데 그 중 ‘具此理’하는 것이 체(體)이고, ‘行
此情’하는 것이 용(用)이다. ‘能’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리는 지
각에 의해 정(情)에서 갖추어지는 것이지 지각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
니다. ‘리를 갖추어 정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지각의 기능이다.

‘具此理’가 나타나 있는 것은 ㉡이고 ‘行此情’은 의미상 ㉢이다. 따라

271) 다음 예문 참조.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第一條,【…… 可見此心未發
固自有知覺矣。】
272) ≪農巖集ㆍ答閔彦暉(1)≫(卷14, 1697), 1左面,【知覺則此心虛靈之用 ……。】
273)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第二條,【且旣曰“具此理而行此情”矣, 固不容
以爲贅疣無當之說; 況“覺其爲是非”一句分明說出知覺之用, 尙安得爲泛論而不緊要者哉?】 
274)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第一條,【卽如≪潘書≫所云“心之知覺, 具此
理而行此情”, 亦自兼體用說。蓋能具此理者, 知覺之體也; 能行此情者, 知覺之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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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覺’은 지각의 체(體)이고 ‘知’는 지각의 용(用)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마음을 체(體)로 보고 ‘覺’을 용(用)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성을 갖추는 것도 ‘覺’이고 정을 행하는 것도 ‘覺’이다. 김창협이 
정확히 어떤 경우를 상정한 것인지는 명료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
만 어떤 경우든 ‘覺’이 ‘성을 갖추어 정을 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는 것은 분명하다. 또 체용 문제는 논의에서 배제하더라도, ‘知覺’을 마
음에서의 지각인 ‘覺’과 정에서의 지각인 ‘知’로 구분하는 것은 분명하다. 
아래에서는 김창흡의 설명으로 위 내용을 보충하기로 한다.

섞어서 이야기하면, 知는 정의 知이고 覺은 마음의 覺이다. 하지만 知覺이라
고 하면 [知ㆍ覺의 구분 없이 모두] 마음에 소속시키는데, [지각에는] 조력
(照力)이 있기 때문이다. ‘知是非’는 정의 ‘시비’이고, ‘覺是非’는 마음의 ‘시
비’이다. 하지만 ‘시비’의 끝은 [覺是非ㆍ知是非 구분 없이] 반드시 정으로 
돌리는데, [시비에는] 정체(定體)가 있기 때문이다.275)

인(仁)의 리가 발현되면 ‘측은’이 된다. ‘측은’은 覺이 아니면 [정으로] 발현
될 수 없지만 覺이 ‘측은’은 아니다. …… 지(智)의 리가 발현되면 ‘시비’가 
된다. ‘시비’는 覺이 아니면 정으로 발현될 수 없지만 覺이 시비는 아니다. 
대개 오성의 용(用)은 이 覺을 타고 ‘측은’이 되고 ‘시비’가 되는 것인데, ‘知
是非’ 또한 知[지각]라고 하니, 知[지각]이 知[정]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섞이
기 쉬운 것은 세가 그런 것이다.276)

김창흡은 위 첫째 예문에서 ‘覺’을 마음에, ‘知’를 정에 소속시키고 있
다. 앞에 제시한 ≪답반겸지≫와 비교해보아도 당연한 설명이다. 다만 
능소관계로 따질 경우 ‘覺’뿐만이 아니라 ‘知’ 또한 마음에 소속시켜서 

275) ≪三淵集ㆍ論智字說≫(卷25, 1704), 23右~左面,【錯而言之, 則知是情之知也, 覺是心
之覺也, 而知覺之稱, 例屬乎心者, 以其有照力也。知是非, 情之是非也, 覺是非, 心之是非也, 
而是非之極, 必歸乎情者, 以其有定體也。】
276) ≪三淵集ㆍ論智字說≫(卷25, 1704), 22左面,【且如仁之理, 發而爲惻隱, 惻隱非覺則不
能, 而覺非惻隱也 …… 智之理, 發而爲是非, 是非非覺則不能, 而覺非是非也。蓋五性之用, 乘
乎一覺者, 自惻隱以至是非; 而知是知非, 其稱亦知, 則以知乘知易爲混倂者, 勢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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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포함시키고, 시비는 모두 정에 소속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예문에서는 ‘覺’이 ‘성을 갖추어 정을 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知’는 ‘시비’라고 하는 정을 ‘知’하
는 것이기 때문에 정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 김창협이 ‘知覺’을 굳이 ‘覺’과 ‘知’로 구분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정과 구별되는 마음이 있어야, ‘성을 갖추어 정을 행하는 것’ 곧 
김창협이 이해한 ‘심통성정’이 성립한다. 그런데 지각은 본래 정과 구별
하기 어렵고 ‘知覺’ 중에서도 특히 ‘知’는 정과 구별하기가 더욱 어렵다. 
≪답반겸지≫에서도 ‘知是非’는 정의 영역에 배치되어 있다. 김창협은 
‘知覺’을 ‘覺’과 ‘知’로 분리해서 ‘覺’을 확고한 마음의 영역에 둠으로써 
‘성을 갖추어 정을 행하는 역할’을 ‘覺’에 부여한 것이다. 김창협에게 마
음은 한 마디로 ‘覺’이고 ‘覺’은 성과도 확연히 구분되지만 정과도 확연
히 구분된다. 김창협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性卽是理(ⓐ), 情是流岀運用處(ⓑ), 心之知覺, 卽所以具此理而行此情者也(ⓒ)。
以智言之: 所以知是非之理則智也性也(㉠), 具此理而覺其爲是非者心也(㉡), 所以
知是非而是非之者情也(㉢)。≪답반겸지≫
           
‘시비의 리를 갖추는 것[具]’과 ‘시비를 알게 하는 리[理]’는 그 구분이 쉽게 
드러나지만, ‘시비(是非)됨을 覺하는 것’과 ‘시비(是非)를 知해서 시비(是非)
하는 것’은 그 다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선생[주희]이 이와 같이 나누어 
말한 것이네. 여기에서 마음의 묘용[지각]이 정에서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묘용의] 기량(伎倆)과 공능(功能)은 이 覺 하나를 벗어나지 않네. 시
비에서 覺과 정(情)을 분별하는 일은 이처럼 털 끝 같은 차이에 달려 있네. 
지금 만약 ‘시비됨을 覺하는 것’과 ‘시비를 知해서 시비하는 것’을 같은 것으
로 보면 선생[주희]이 미세하게 분별한 의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277)

277) ≪農巖集ㆍ與李同甫(37)≫(卷13, 1706), 第二條,【且具是非之理與所以是非之理, 其分固
易見; 而若覺其爲是非與知是非而是非之者, 則殆不見其爲異也, 而先生析而言之如此。此見心之妙
用發見於情者, 其爲伎倆功能, 不過此一箇覺耳, 而卽是非一事而其爲覺爲情分別, 只在毫釐間者如
此。今若以覺其爲是非與知是非而是非之者只作一般意思看, 則惡在先生銖粒分剖之意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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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조는 지각과 정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위 첫째 예문의 ㉡과 ㉢도 
동일시한다. 마음과 정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창협은 위 
둘째 예문에서, ‘覺是非’와 ‘知是非’도 구별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과 ㉢을 마음과 정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주희가 반병(潘炳: 謙之)에
게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허령
한 지각의 묘용은 한 마디로 이 ‘覺’에 있고, 이 글은 ‘覺’을 성ㆍ정과 구
별되는 확고한 마음의 영역에 둠으로써 ‘심통성정’을 설명하는 데 의의
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는 주희 철학에서는 ‘지각이 지(智)의 용
(用)이다’는 명제와 ‘마음의 영역이 별도로 있다’는 명제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다. 하지만 마음을 기로 보는 철학에서는 두 명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없다. 이희조는 ‘지각이 지(智)의 용(用)이다’는 명제를 
주희의 정론으로 삼고, ‘마음의 영역이 별도로 있다’는 명제를 받아들이
지 않는다. 한편 김창협은 ‘지각이 지(智)의 용(用)이다’는 명제를 과감
히 폐기하고, ‘마음의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본 것이 주희의 정론이라고 
주장한다. 김창협의 비판은, 송시열ㆍ이희조가 말하는 ‘심통성정’은 주희
의 ‘심통성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원진의 대응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
한 견해 차이가 호락논쟁의 기저에 흐르고 있다. 



- 104 -

Ⅳ. 마음과 본성

1. 기질변화론 비판

⑴ 기질변화론

호론에서, 허령은 미발의 체(體)고 지각은 이발의 용(用)이다. 이 말
은, ‘지각은 허령이 발현된 것이지만 허령에는 리가 타고 있으므로 허령
이 발현된 지각에도 리가 타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창협과 이희조의 지
각 논쟁에서 살펴본 대로 호론에서는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 ‘정
은 성의 발현이다’,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한다’는 언명을 모두 이와 같
이 풀이한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정은 기가 발동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리가 타고 있다’,278) ‘성은 미발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고 이 마음이 발동
해서 정ㆍ의가 된다’279)는 이이의 주장을 ‘지각’ 개념으로 해명함으로써 
이이의 ‘교기질론’(矯氣質論)을 계승한 것이다.

이이의 견해에 따르면, 선한 정은 맑은 기가 발동한 것이고 악한 정
은 탁한 기가 발동한 것이다.280) 정(情)은 마음이 발동한 것이지만, 마

278) 다음 예문 참조. ≪栗谷全書ㆍ答成浩原(4)≫(卷10, 1572, 율곡6서), 26左~27右面,
【氣發而理乘者, 何謂也? 陰靜陽動, 機自爾也, 非有使之者也。陽之動則理乘於動, 非理動也; 
陰之靜則理乘於靜, 非理靜也。…… 動靜無端, 陰陽無始, 則理氣之流行, 皆已然而已, 安有未然
之時乎? 是故天地之化、吾心之發, 無非氣發而理乘之也。】
279) 다음 예문 참조. ≪栗谷全書ㆍ雜記≫(卷14), 33左面,【性是心之理也, 情是心之動也, 
情動後緣情計較者爲意。若心性分二則道器可相離也, 情意分二則人心有二本矣, 豈不大差乎? 
須知性心情意只是一路而各有境界, 然後可謂不差矣。何謂一路? 心之未發爲性, 已發爲情, 發
後商量爲意, 此一路也。何謂各有境界? 心之寂然不動時是性境界, 感而遂通時是情境界, 因所
感而紬繹商量爲意境界。只是一心, 各有境界。】
280) 다음 예문 참조. ≪栗谷全書ㆍ人心道心圖說≫(卷14, 1582, 奉敎製進), 5左面,【性旣本善, 
則情亦宜無不善, 而情或有不善者, 何耶? 理本純善, 而氣有淸濁。氣者, 盛理之器也。當其未發, 氣
未用事, 故中體純善; 及其發也, 善惡始分。善者, 淸氣之發也; 惡者, 濁氣之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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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기질에는 리가 타고 있고, 그 기질의 맑기에 비례해서 거기에 타고 
있는 리도 왜곡됨이 적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이는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변화시키는 ‘교기질’(矯氣質)을 수양의 관건으로 삼는
다.281) 만약 지각이 지(智)의 용(用)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미발의 
마음인 허령에 리가 타고 있지 않다면,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변화시
키려는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기질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오로지 
허령에 타고 있는 리가 왜곡 없이 발현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호론의 지각론은 이이의 교기질론과 톱니바퀴처럼 아귀가 맞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이의 ‘교기질’(矯氣質)은 선유들의 문헌에 나오는 ‘변화기질’(變化氣
質)을 달리 표현한 것이고,282) 출현빈도도 ‘변화기질’이 ‘교기질’보다 훨
씬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말 어순에 맞추어 ‘기질변화’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한다. 호론의 수양이론은 한 마디로 ‘기질변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이로부터 송시열을 거쳐 호론으로 이어지는 기질
변화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283)

성인(聖人)은 기질이 청수(淸粹)해서 성(性)도 온전하니 그 체(體)에 조금
의 사욕(私欲)도 없네. 그래서 [그 기가] 발동할 때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해

281) 이이의 ‘矯氣質論’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정원재, ｢이이의 본성론｣(철학사상
제13집,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1) 149쪽, “이이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선한 정과 악한 
정, 인심과 도심 등 마음의 온갖 현상이 기질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또한 여기서 
나아가 성인과 보통 사람, 못된 사람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도 기질이라고 본다. 따라서 선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질이 맑고 순수해야 한다. …… 기질지성 중심의 이
이 본성론은, ‘기질을 바로잡는’ 교기질론(矯氣質論)의 수양론으로 이어진다.”
282) 다음 예문 참조. ≪聖學輯要ㆍ修己(仲)ㆍ矯氣質≫,【臣按: 旣誠於爲學, 則必須矯治氣
質之偏, 以復本然之性。故張子曰“爲學大益, 在變化氣質”。此, 所以矯氣質次於誠實也。】
283) ‘變化氣質’ 또는 ‘矯氣質’이라는 용어는 ‘이이 → 송시열 → 호론’의 흐름에서뿐만 아니
라 그 외의 문헌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鄭道傳은 ≪佛氏雜辨ㆍ佛氏因果之辨≫에서 지나가
며 하는 말로 ‘變化氣質’이라는 용어를 한 번 사용하는데, ≪佛氏雜辨ㆍ儒釋同異之辨≫의 내
용과 대조해보면, 이를테면 ‘소의 힘을 밭가는 데 활용한다는 뜻’으로 그 의미를 변용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變化氣質’은 말 그대로 ‘기질을 변화시켜 그 기질이 발동했을 때 선
한 정이 나오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變化氣質’을 본래의 의미 그대로 해석해서 수양이론의 
핵심에 두는 것은, 한국유학사에서 ‘이이 → 송시열 → 호론’의 흐름에서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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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도를 어기지 않으니 [이 경우는] 인심도 도심이네. …… 현자(賢者)는 
기질이 청수(淸粹)하지만 탁박(濁駁)함이 얼마쯤 섞여 있어서 진덕수업(進
德修業)의 노력을 기울인 뒤에야 그 본연지성을 회복할 수 있네. [그 기가] 
발동할 때에 곧장 본연지성을 이루어 형기(形氣)에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
고, 성에서 발현되었다고는 하지만 형기가 용사(用事)하는 경우도 있네. 비
록 형기가 용사했더라도 인심이 도심의 명을 듣기 때문에 식욕과 성욕이 법
도에 맞게 되네. …… 어리석은 사람의 기질은 탁박함이 많고 청수함이 적어 
그 성이 그 본연의 모습을 잃은 데다 진덕수업(進德修業)의 노력마저 없어 
[그 기가] 발동할 때에 형기의 부림을 받으니 이는 인심이 지배하는 것이네. 
인심이 나오는 사이사이에 도심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살피고 지킬 줄
을 몰라 사사로운 형기에 계속 맡겨두니 감정이 기승하고 욕망이 치솟는 데
에 이르러서는 도심도 인심이 되네.284)

위 예문에서 이이는, 기질의 청탁(淸濁)에 따라서 인심이냐 도심이냐가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문에 의하면, 성인은 기질이 맑아서 마
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고, 현인은 기질이 대체로 
맑은데다 더 맑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도심이 지배하게 되며, 
어리석은 사람은 기질이 흐린데다 그것을 바로잡는 노력마저 없기 때문에 
인심이 지배하게 된다. 인심이 지배하느냐 도심이 지배하느냐, 이것이 기
질의 청탁(淸濁)에 의해 결정된다. 이이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것에 비유하면 사람은 본성이고 말은 기질이네. 말의 
성품에 말을 잘 듣는 것과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은 [사람의] 기
질에 청탁수박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네. 사람이 말을 타고 문을 나서는 동
일한 모습에도 두 가지 양태가 있으니, 말이 사람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나

284) ≪栗谷全書ㆍ答成浩原②≫(卷10, 1572, 율곡4서), 14右~15右面,【聖人, 氣質淸粹, 
性全, 其體無一毫人欲之私。故其發也, 從心所欲不踰矩, 而人心亦道心也。…… 賢者則氣質雖
淸粹, 未免有少許濁駁雜之, 故必資進修之功, 然後能復其本然之性。其發也, 有直遂其本然之性
而不爲形氣所揜者, 有雖發於性而形氣用事者。形氣雖用事, 而人心聽命於道心, 故食色之心, 亦
循軌轍。…… 不肖者, 氣質多濁少淸、多駁少粹, 性旣汨其本然, 而又無進修之功, 其發也多爲
形氣所使, 是人心爲主也。間有道心雜出於人心之間, 而不知所以察之守之, 故一任形氣之私, 至
於情勝欲熾, 而道心亦爲人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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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말이 제 뜻대로 나선 것일 수도 
있네. 사람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면 사람의 뜻을 받드는 것이니 
도심이고, 사람의 뜻과는 무관하게 말이 제 뜻대로 나선 것이라면 제 의지대
로 하는 것이니 인심이네. 문 밖을 나선 뒤에는 말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 
있다지만, 그 전에는 말이 제 뜻대로 나선 것인지 사람의 뜻을 받들어 나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네. 이처럼 인심과 도심은 [미발의 때에는] 본래 구
별의 단서가 없는 것이네.285)

위 예문에서도 이이는 ‘말의 기질 차이’로 인심과 도심을 설명하고 있
다. 기질이 맑아서 사람의 뜻을 잘 받드는 ‘말의 마음’이 도심이고, 기질
이 흐려서 사람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는 ‘말의 마음’이 인심이다.

이이 철학에서, 리는 오로지 피동적으로 기의 청탁에 따라 은폐되거
나 드러나는 것이기에 감정이 발출되기 전에는 인심ㆍ도심을 언급할 수 
없고, 감정이 발출된 다음에야 비로소 예(禮)에 의거해서 인심인지 도심
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이는 ‘성심정의일로설’(性心情意一路
說)에서 ‘의’를 ‘정’ 다음에 두었다. 위 예문에서도, 이러한 의미에서 ‘문
을 나서기 전에는 인심인지 도심인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중절한 칠정을 이루기 위해 이이가 추구하는 방식은, 칠정이 
예(禮)에 맞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어떤 행위가 
법도에 맞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
의 발생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감정’이 옳지 못
한데 ‘행위’가 옳은 것은 용인되지 않으며,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변
화시킬 때 비로소 도심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래서 이이는 위 예문에서도 ‘말의 기질’을 논의의 중심에 두었고, 아래 
예문에서도 ‘예(禮)로써 욕망의 발생을 차단하라’고 말한다.     

285) ≪栗谷全書ㆍ答成浩原ㆍ②≫(卷10, 1572), 15左面,【且以人乘馬喩之, 則人則性也, 馬則
氣質也。馬之性, 或馴良ㆍ或不順者, 氣稟淸濁粹駁之殊也。出門之時, 或有馬從人意而出者, 或
有人信馬足而出者。馬從人意而出者, 屬之人, 乃道心也; 人信馬足而出者, 屬之馬, 乃人心也。門
前之路, 事物當行之路也; 人乘馬而未出門之時, 人信馬足、馬從人意, 俱無端倪。此則人心、道
心本無相對之苗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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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가히 홀로 계실 때에 함양ㆍ성찰 공부에 더욱 매진
해서 그것을 수신의 토대로 삼아, 즐기고 싶은 욕망을 막고 음식을 절제하고 
기쁨과 노여움이 절도에 맞게 하고 언어를 삼가소서. 행동거지에 절도가 있고 
보고 듣는 데에 법도가 있으면 욕망이 줄어들고, 또 예로써 욕망의 발생을 막
으면 욕망이 줄고 줄어 [끝내는] 욕망이 없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286)

이이는 위 예문에서 절도와 법도에 따름으로써 욕망을 줄이고, 예를 
실천함으로써 사욕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서 예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욕의 발생을 그 원천에서부터 차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이의 기질변화론에 대한 반론은 성혼(成渾: 1535∼1598)에 의해 
제기되었다. 성혼은, 미발(未發)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이의 ‘기발리승일
도설’에 동의하면서도 이발(已發)의 영역에 있어서는 도심과 인심이 병
행(竝行)한다고 주장했다. 도심과 인심이 병행한다는 것은, 도심이 기질
의 청탁에 상관없이 항상 발출한다는 주장이어서, 이이의 기질변화론과 
대조가 된다. 성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자네의 이번 편지를 읽어보니, “도심을 나오게 하는 것은 기(氣)지만 성
명(性命)이 아니면 도심이 나올 수 없고, 인심에 근원이 되는 것은 성(性)이
지만 형기가 아니면 인심이 나오지 않으니, [≪중용장구서≫에서] 도심을 성
명에서 근원하는 것으로 보고 인심을 형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 것과 어
찌 부합(符合)하지 않겠는가?” 하였네. 내가 보기에 이 구절은 내 견해와 같
은데 표현의 정밀함과 타당함에 탄복하였네. ㉡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볼 것이 있네. 자네는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다’고 기필했는데, 내가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기(理氣)가 각각 
발용(發用)하는 묘맥이 없지만, 발현되자마자 의(意)ㆍ욕(欲)이 발동하니 당
연히 주리(主理)ㆍ주기(主氣)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 것은 [도심과 

286) ≪栗谷全書ㆍ司諫院請進德修政箚≫(卷7), 22右~左面,【伏望殿下於燕閒幽獨之地, 益
加涵養省察之功, 以爲修身基址, 而嗜慾必防, 飮食必節, 喜怒必中, 言語必愼。動止有方, 視聽
有則, 欲旣寡矣; 又閑以禮, 寡焉以至於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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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심이] 따로따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도(一途)에 나아가 그 중(重)
함을 취해서 말한 것이네. 이는 퇴계가 호발(互發)을 말한 의도와 같고, 자
네가 [도심과 인심을] ‘마수인의’(馬隨人意)와 ‘인신마족’(人信馬足)으로 구
분한 것과 같으니, 곧 성명(性命)이 아니면 도심이 발할 수 없고 형기(形氣)
가 아니면 인심이 발할 수 없다는 말이네.287)

위 예문 ㉠에서 성혼은 이이의 견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이는 주희의 ≪중용장구서≫에 나오는 구절을, ‘인심이든 도심이든 모두 
형기(形氣)가 발현된 것이지만 성명(性命)이 그 형기(形氣)에 타고 있다
는 의미’로 해석했고288) 위 예문에서 성혼도 이이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
다.289) 하지만 곧이어 ㉡에서는 인심과 도심의 공발(共發)을 주장한다. 
미발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이의 견해에 적극 동의하지만, 이발의 영역에 
있어서는 인심과 도심을 종시(終始)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행(竝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90) 만약 성혼이 인심과 도심의 병행을 주장한 것
이 아니라면, 성혼의 견해는 도심과 인심을 ‘마수인의’(馬隨人意)와 ‘인신
마족’(人信馬足)으로 구분한 이이의 견해와 완전히 같아져서 두 사람이 

287) ≪牛溪集ㆍ第六書≫(卷4, 1572), 29左面,【又讀今書, 有曰“發道心者氣也, 而非性命則
道心不發; 原人心者性也, 而非形氣則人心不發。以道心原於性命, 以人心生於形氣, 豈不順乎?” 
渾見此一段, 與之意合, 而嘆其下語之精當也。雖然, 於此亦有究極之未竟者焉。吾兄必曰“氣發
理乘, 無他途也”, 渾則必曰“其未發也, 雖無理氣各用之苗脈; 纔發之際, 意、欲之動, 當有主
理、主氣之可言也”, 非各出也, 就一途而取其重而言也。此則退溪互發之意也, 卽吾兄‘馬隨人
意’、‘人信馬足’之說也。卽非性命則道心不發, 非形氣則人心不發之言也。】
288) 위 예문과 함께 다음 예문 참조. ≪栗谷全書ㆍ答成浩原(4)≫(卷10, 栗谷6書, 1572), 
28左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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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성혼도 이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칠정 중에서 리 일변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본다. 
다음 예문 참조. ≪牛溪集ㆍ與栗谷論理氣第一書≫(卷4, 1572), 2右面,【曰“四端, 指七情中理
一邊發者而言也, 七情不中節是氣之過不及而流於惡”云云, 則不混於理氣之發, 而亦無分開二岐之
患否耶!】
290) 이이 철학에서는 인심이 도심이 되거나 도심이 인심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종시(終
始) 관계이다. 이 경우 중절한 칠정은 도심이다. 한편 이황 철학, 성혼 철학에서는 도심은 
어디까지나 도심이고 인심은 어디까지나 인심이다. 이 경우 중절한 칠정은 인심이다. 이황
의 견해는 인심일 때도 있고 도심일 때도 있다는 주장이고, 성혼의 견해는 인심과 도심이 
항상 병행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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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해야할 이유가 없다. 이 부분은 다음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말을 타고 함께 붙어 다니는데, 사람을 가리켜 도심이라 하고 말을 
가리켜 인심이라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면, 인심도심을 구분하는 까닭이 과
연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291)

[자네가 말한] 마수인의(馬隨人意)ㆍ인신마족(人信馬足)의 의미이지, 미발의 
때조차 두 개의 흐름이 있다는 뜻이 아니네. 막 발하는 순간에 리에 근원을 
둔 것과 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있다는 의미이지, ‘리가 발한 것이지만 기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理發而氣隨其後]거나 ‘기가 발한 것이지만 기가 그 뒷
자리에 타고 있다’[氣發而理乘其第二]는 얘기가 아니네.292)

위 첫째 예문에서 성혼은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도심이 인
심을 타고 다니는 것’에 비유했다. 이 비유는 본래 리와 기의 상수(相
須)를 말한 것인데, 성혼은 이 비유를 인심도심의 상수(相須)로 활용하
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어지는 내용인 둘째 예문에서는 자신의 견
해가 이황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293) 이황 철학에서 
수양은 기질의 청탁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294) 성혼은 이 점에 국
한해서 이황의 견해를 지지한 것이다. 예문에서 성혼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혼의 견해는 이이의 견해에 가깝지만, ‘의식’[人意=도심]과 ‘감
정’[馬足=인심]이 공발(共發)한다고 보는 점이 이이와 다르다. 도심과 

291) ≪牛溪集ㆍ第四書≫(卷4), 17右面,【人之乘馬, 相須以行, 而今也指其人爲道心, 指其馬
爲人心, 似不成說話, 而人心道心之分言, 亦不知端的之所在矣。】
292) ≪牛溪集ㆍ第六書≫(卷4), 30左面,【馬隨人意、人信馬足之說也, 非未發之前有兩箇意
思也。於纔發之際, 有原於理、生於氣者耳, 非理發而氣隨其後、氣發而理乘其第二也。】
293) 이황의 호발설에 대한 성혼의 비판적인 시각은 다음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牛溪集ㆍ第六書≫(卷4, 1572), 30右面,【退溪互發之說, 知道者見之, 猶憂其錯會, 不知者讀
之, 則其誤人不少矣。況四七理氣之分位, 兩發隨乘之分段, 言意不順, 名理未穩。此, 渾之所以
不喜者也。】
294) 다음 예문 참조. ≪退溪續集ㆍ天命圖說≫(卷8, 1558), 19左面,【故氣質之美, 上智之
所不敢自恃者也; 天理之本, 下愚之所當自盡者也。…… 然則學問之道, 不係於氣質之美惡, 惟
在知天理之明不明、行天理之盡不盡如何耳。】



- 111 -

인심이 공발(共發)한다는 것은 도심이 기질의 청탁에 구애받지 않고 항
상 발출한다는 이야기이다.

기질변화론에 대한 성혼의 부정적인 시각은, ‘미발지체’(未發之體)와 
‘미발지중’(未發之中)을 구분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현존하는 ‘우율왕
복서’에는 성혼이 이이에게 보낸 ‘우계3서’가 빠져있으므로, ‘우계3서’에 
대한 답신인 ‘율곡3서’와 성혼이 그 다음에 보낸 ‘우계4서’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미발지체(未發之體)에도 선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는 말은 매우 잘못
되었네. 희노애락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중(中)이라 했고, 중(中)이란 대본
(大本)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에 선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보통사
람의 마음은 혼매(昏昧)하거나 산란(散亂)하기 때문에 대본이 세워지지 않
고 그래서 중(中)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 어느 한 순간 미발의 때가 있다면 
이때는 전체(全體)가 담연(湛然)해서 성인과 다르지 않네. 다만 순식간에 그 
체(體)를 다시 잃고 혼란(昏亂)이 이어저서 중(中)을 얻지 못하는 것이네. 
혼매하고 산란한 것은 기질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네. 기질에 얽매어 있어서 
대본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하면 괜찮지만, “미발의 때에도 악의 싹이 있다”
고 말하면 안 되네.295)

사람이 태어나 육체[形]를 부여받은 이후로 말하면 미발지성[自註: 기질을 포
함해서 말한 것]에도 응당 일정한 선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발지중’(未發
之中)이라고 할 수는 없네. 내가 ‘미발지체’(未發之體)라고 한 것은 기품(氣
稟)이 일정하게 섞여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미발지중’을 말한 것이 
아니네.296)

295) ≪栗谷全書ㆍ答成浩原(8)≫(卷9, 1572, 율곡3서), 38右面,【“未發之體, 亦有善惡之可
言”者, 甚誤。“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中也者大本也”, 安有善惡之可言耶? 衆人之心, 不昏昧則
必散亂, 大本不立, 故不可謂之中也; 幸於一瞬之間, 或有未發之時, 則卽此未發之時, 全體湛然, 
與聖人不異矣。惟其瞥然之際, 還失其體, 昏亂隨之, 故不得其中耳。其所以昏且亂者, 由其拘於
氣質故也。若曰“拘於氣質而不能立其大本”, 則可也; 若曰“未發之時亦有惡之萌兆”, 則大不可。】
296) ≪牛溪集ㆍ第四書≫(卷4, 1572), 17左~18右面,【從人生受形以後而言, 則未發之性[自
註: 竝氣質言], 亦應有善惡之一定者矣, 然未可謂之未發之中也。愚所謂未發之體者, 指氣稟一定
而言也, 非言未發之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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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둘째 예문에서 성혼은 미발지체(未發之體)와 미발지중(未發之中)을 
구분하고 있다. 예문에 의하면 ‘미발지체’는 리가 형기(形氣)에 얽매여 있
는 것 곧 기질지성을 가리키고, ‘미발지중’은 리가 형기에 매여 있지 않은 
것이니 어떤 식으로든 본연지성과 관련이 있다. 성혼이 ‘미발지중’과 ‘도심’
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형기(形氣)와 상관이 
없는 ‘미발지중’을 설정하고 있다는 데에 성혼 철학의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이이는 위 첫째 예문에서, ‘미발(未發=未發之中)은 기질이
라는 조건을 떠나서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보통사
람에게도 혼매(昏昧)하거나 산란(散亂)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인
정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한 순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미발지중’에 대한 이이와 성혼의 논쟁은, 이로부터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송시열과 박상현(朴尙玄, 1629~1693) 사이에서 재현된다.297) 아
래 예문은 송시열이 박상현의 편지를 받고 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다.

[율곡이] “성에도 선악이 있다”고 한 말은, [기가] 발동할 때에 기의 강유
(剛柔)로 인해서 그 발현된 것도 중절하지 못하다’는 의미이지, ‘미발의 때에 
선한 성과 악한 성이 대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곡선생이 우계선생의 
“미발에도 불선(不善)의 묘맥(苗脈)이 있다”는 말을 전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정론(定論)이라 할 것입니다. …… 성은 하나지만 맑은 
기에 탑재되어 그 발한 것이 선하면 선한 성이라 하고, 흐린 기에 탑재되어 
그 발한 것이 중절할 수 없으면 악한 성이라 하는 것이니 두 가지 모두 이
미 발한 것으로서 말한 것입니다.298)

297) ‘미발론’과 관련해서 이이와 성혼의 견해 차이, 송시열과 박상현의 견해 차이를 다루
고 있는 논문으로 이봉규, ｢송시열의 성리학설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가 있다
(140~166쪽).
298) ≪宋子大全ㆍ答朴景初(9)≫(卷113, 1677), 14左~15右面,【夫所謂性惡者, 亦是於發
時隨其氣之或剛或柔而發之不中, 亦非於未發之前與善性相對而立也。栗谷先生以牛溪先生所謂
“未發亦有不善之苗脈”者爲千萬不是者, 眞可謂不易之定論矣。…… 性一也, 搭在淸氣中而其發
也善則謂之善, 搭在濁氣中而發不能中則謂之惡, 皆以已發而言之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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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혼이 ‘미발지체에도 선악이 있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박상현
도, 오히려 이이의 말을 인용하여, ‘미발의 성에도 선악이 있다’고 하였
다.299) 박상현이 “미발의 성에도 선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미발지
체’와 ‘미발지중’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발지체’는 
형기(形氣)에 얽매여 있지만, ‘미발지중’은 형기(形氣)에 매여 있지 않다
고 보기 때문이다. 위 예문은 송시열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다. 
송시열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박상현의 주장은 성혼의 견해에 
가깝지 이이의 견해에 가깝지 않다. 송시열은 예문에서, ‘이이가 성에도 
선악이 있다고 말한 것은, 기가 발동할 때에 기의 강유(剛柔)로 인해서, 
발현된 정에 선악이 있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이가 
기질지성 밖에 본연지성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기질지성밖에 없다면 이이의 “성에도 선악이 있
다”는 말은 송시열처럼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의 청탁에 따라 
정(情)에서의 선악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해야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송시열의 견해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보통사람의 마음은 하루 종일 물욕에 흔들리므로 정(情)이 치솟아 성(性)이 
발현되지 못하고 꿈에서조차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은 정자(程子)의 말이다] [실
정이] 이러한대도 [보통사람의 마음을 일컬어] 미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
까? 마음이 고요해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밝아 어지럽지 않아야 비로소 
미발이라고 할 수 있으니 미발이면 이미 중(中)입니다. 중(中)하면 본체가 
세워지고 본체가 세워지면 용(用)이 화(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중(中)
과 미발(未發)이 별개의 것이겠습니까? 만약 중(中)과 미발(未發)이 별개의 
것이라면 자사(子思)가 왜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발하지 않은 것을 중(中)
이라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대의 말처럼 보통사람에게도 미발의 때가 있다
면, 보통사람의 마음에도 중(中)이 있기 마련인데 [그대는] 어째서 “미발은 
있지만 중(中)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대는 “마음에는 반드시 동정

299) ≪寓軒集ㆍ上尤菴先生(9)≫(卷2, 1677), 24左面,【栗谷先生曰“主理而言則性善而情亦
善, 主氣而言則情有善惡而性且有善惡”, 此千古不易之正論也。以此論之, 本然之理雖善, 而所
稟之氣不可謂皆善矣。所謂“性且有善惡”云者, 豈非是未發者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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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靜)이 있고 고요한 때가 곧 미발이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보통사람은 
마음이 고요한 때가 없고 고요한 때가 없기 때문에 미발인 때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물에 비유하면, 물이 바람에 흔들리면 진흙이 일어나 물이 흐려지
고 그러면 바람이 멈추어도 그 흐림이 가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300)

송시열이 박상현에게 위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 박상현은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발’(미발지체)과 ‘중’(미발지중)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301) 박상현의 주장은 성혼의 주장과 일치하지만, 이 편지에는 박
상현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는 이에 대한 송시열의 견해만 확인하기로 한다.

위 예문에서 송시열은 박상현의 견해를 반박하며 ‘미발’(미발지체)과 
‘중’(미발지중)은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예문 상단의 내용에 따
라 굳이 ‘미발’과 ‘중’을 구분하자면, “물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미발’이
고, “마음이 밝아 어지럽지 않은 것”이 ‘중’이다. ‘미발’과 ‘중’을 별개로 분
리할 수 없는 이유는, 예문 하단의 비유에 잘 드러나 있다. 만약 물이 진
흙에 담겨 있으면 바람의 자극을 받아 진흙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물도 
흐려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물이 유리잔에 담겨 있으면 바람의 자극에 동
요할 것이 없어서 물도 항상 맑음을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기질의 청탁
에 따라 외부자극에 대한 동요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마음의 밝음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면, 물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인 ‘미발’과 마음
이 밝다는 의미인 ‘중’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300) ≪宋子大全ㆍ答朴景初(10)≫(卷113, 1677), 16右~17右面,【夫常人之心, 終日汩漂於
物欲, 熾其情以鑿其性, 雖其夢寐之間, 亦且顚倒[此程子語]矣。如此則尙可謂之未發耶? 夫必寂
然不動, 炯然不亂, 然後方可謂之未發, 未發則中矣。中則體立, 體立則用和矣。何嘗以中與未發
爲二哉? 不然, 子思何以曰“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也? 若如來敎而“衆人有未發之時”, 則衆人之
心亦皆有中矣, 豈可曰“有未發而無中也”? 來意必以爲凡心必有動靜, 靜時卽其未發也; 愚以爲衆
人未嘗有靜時, 未嘗有靜時, 故亦未嘗有未發也。比之於水, 水被風盪, 泥土混而成濁, 則雖其無
風之時, 其濁自如也。】
301) ≪寓軒集ㆍ上尤菴先生(10)≫(卷2, 1677), 27左~28右面,【以此論之, 聖人與衆人, 俱
有所未發而有中與不中之別, 俱有所發而有和與不和之殊。其所以有別、其所以有殊者, 非理之
不一也, 氣質之不齊也。若曰“衆人雖有七情未發之時, 而謂之非中”則可, 今曰“無未發之時”, 則
無乃未安乎? …… 搭在淸氣者旣有動靜, 則搭在濁氣者獨無動靜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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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로부터 송시열로 계승된 기질변화론은 이어서 호론(湖論)의 핵심 
주장으로 계승된다. 아래에서는 권상하의 대표적인 문인들인 강문팔학사 
중에서 윤봉구(尹鳳九: 1683~1767)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상(精爽)의 기(氣)는 영소(靈昭)에 관계된 것으로 본래 활동ㆍ변화하는 
것이어서, 비록 청탁(淸濁)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간ㆍ콩팥ㆍ비장ㆍ폐처럼 
고정되어 있어 변화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 만약 조존(操存)ㆍ성찰(省察)
의 공부를 더해서 맑게 하는 처방을 남김없이 다한다면, 흐림과 더러움이 점
점 사라지고 맑음과 밝음이 날로 늘게 된다. 기질의 변화를 여기에서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수양을 지속함으로써] 본성의 온전한 체를 다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는]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한 유정유일
(惟精惟一)을 통해, 공자가 안연에게 전한 극기복례를 통해 전수되어 오랜 
세월 심학(心學)의 요결이 되었다.302)

미발이란 마음이 고요해서 기가 용사(用事)하지 않은 때를 가리킨다. 성인의 
마음이든 보통사람의 마음이든 미발의 때에는 마음의 기가 지극히 허(虛)하고 
맑아, 흐림과 더러움이 전혀 없고 기상(氣像)이 담연(湛然)하다. …… 보통사
람의 마음을 살펴보면, 미발의 고요함을 이루기가 어렵다. 왜 그러한가? 움직
이고 고요할 때에 설령 어느 순간 칠정이 발생하지 않은 때가 있다고 하더라
도 만약 탁박(濁駁)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유유히 떠다니다가 얼마 지나
지 않아 정신이 혼미해져서 미발의 상태가 될 수 없게 된다. 탁박(濁駁)할 조
짐이 완전히 사라지고, 외물과 접촉하지 않는 틈이 있어야 비로소 고요해져서 
미발의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미발하기 때문에 맑아지는 것
이 아니라, 반드시 맑아진 뒤에라야 미발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303)

302) ≪屛溪集ㆍ心性情合人心道心圖說≫(卷35), 12左~13右面,【蓋其精爽之氣旣係靈昭界頭, 
本自活化, 故雖不無淸濁之相雜, 本不如肝腎脾肺之一定於偏而不可變矣。若加操存省察之工以盡
澄治之方, 則濁穢漸消, 淸明日升。氣質之變化, 於此可言, 而能有以盡其性之全體矣。舜ㆍ禹之
精一、孔ㆍ顔之克復, 所以相授受而爲萬世心學之要矣。】
303) ≪屛溪集ㆍ心性情合人心道心圖說≫(卷35), 13左~右面,【未發者, 心之靜而氣不用事時
也。未論聖凡之心, 其未發也, 則此心之氣, 至虛至淸, 無一毫濁穢, 而氣像湛然。…… 試觀常人
之心, 其難爲未發之靜者。何也? 動靜之際, 雖或有七情之未發, 若濁駁之一毫猶存, 則悠悠泛
泛, 不胡走, 必昏倒而不得爲未發。必濁駁之候瀅然退聽而姑非應接之時, 則始能靜而爲未發
矣。然則此心, 非未發而能淸也, 必淸然後成未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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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첫째 예문에서 윤봉구는 ‘기질변화’를 심학(心學)의 요결로 보고 
있다. 성리학의 주요 화두인 순임금의 ‘인심도심’과 공자의 ‘극기복례’를 
기질변화론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기질변화론을 학문의 종지로 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예문에서는 흐린 기질이 맑은 기질로 완전히 바뀌어야 비로
소 미발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며, 기질변화를 미발의 전제조건으로 
놓고 있다. 이 또한 기질변화를 학문의 종지로 삼고 있다는 단서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기질변화론은 이이로부터 송시열을 거쳐 호론으
로 이어지는 핵심 주장이다. 그리고 호론의 지각론은 앞에서 언급한 대
로 기질변화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다. 성혼은 ‘형기(形氣)의 영향을 받
지 않는 미발지중’을 주장함으로써 기질변화론을 부정했고, 윤증의 문인
인 민이승과 김재해는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명’을 주장함으로써 
기질변화론을 부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이와 마찬가지로 ‘본성이 마음
에 타고 있다’는 견해, 다시 말하면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라는 견해
를 바탕에 두고 있다. 김창협은 이들과는 또 다른 시각, 곧 본성이 마음
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성을 운용하는 것이라는 시각, 다시 
말하면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이이로부터 송시
열로 이어져온 기질변화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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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이기승부설

김창협은 ≪사단칠정설≫에서 호론의 기질변화론과 기발리승론을 비
판하며 이기승부설(理氣勝負說)과 이기경위설(理氣經緯說)을 입론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1705년 전후에는, 호락논쟁의 본격적인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김창협과 이희조의 지각 논쟁이 있었다. ≪사단칠정설≫을 
지은 시기는 그보다 이른 1701년이다.304) 이희조와의 지각 논쟁은 그만
큼 준비되어 있던 논쟁이었다. 1710년 ≪농암집≫을 처음 간행할 때, 이 
글은 문집에 실리지 못했다. 이이의 학설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권상하가 
문집에서 삭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305) 호락지간의 논쟁을 염려한 
김창즙(金昌緝: 1662∼1713)이 문집에 싣는 것을 만류했다고 한다.306) 
이 글이 ≪농암속집≫에 실려 간행된 것은 1854년이지만, 호론 측에서
도 1710년 무렵에는 이 글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고, 1717년 무렵에는 
한원진이 이 글에 대해 반론하는 글을 지었다.307)

≪사단칠정설≫의 요지는 ‘이기승부설’과 ‘이기경위설’이다. ‘이기승부
설’은 이이의 기질변화론을 부정하는 내용이고, ‘이기경위설’은 이이의 
기발리승론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기승부설’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다음 단락에서 ‘이기경위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이의 기질변화론에 대한 비판의 예로서 성혼의 견해를 앞에서 간략
히 살펴보았다. 성혼의 견해를 계승해서 조성기(趙聖期: 1638~1689) 
또한 이이의 기질변화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 그러나 ‘기발리승’에 나아가 그것을 세분하면 ‘리가 기를 타고 동하는 
것’[理乘氣而動]과 ‘기가 리를 갖추어 발하는 것’[氣寓理而發]이 있다. ㉡ 무

304) ≪農巖別集ㆍ魚有鳳錄≫(卷3), ‘魚有鳳錄’ 마지막 단락(제78항) 참조.
305) ≪老洲集ㆍ雜識(2)≫(卷24), 2右面,【農巖≪四端七情說≫, …… 曾聞: 印集之時, 遂庵
以其有參差於栗谷, 力主刪去之論, 見漏於原集。】
306) ≪農巖別集ㆍ魚有鳳錄≫(卷3), ‘魚有鳳錄’ 마지막 단락(제78항) 참조.
307) ≪南塘集拾遺ㆍ農巖四七知覺說辨≫(卷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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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리승기이동’이라 하는가? …… 비록 기품의 치우침과 물욕의 어두움에 
실려[局] 있더라도 거기에 갖추어져 있는 리는 끝내 가려지고 어그러질 수 
없다. …… ㉢ 이기(理氣)가 발할 때에 둘로 나뉜다. …… 도심이란 인심과 
별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 ㉣  도심이라 하여 형기지사(形氣之私)와 
섞지 않는다.308)

조성기는 위 예문 ㉠에서 ‘기발리승’을 다시 인심인 ‘氣寓理而發’과 도
심인 ‘理乘氣而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氣寓理而發’은 리가 형기에 매
여 있음을 표현한 것이고 ‘理乘氣而動’은 리가 형기에 매여 있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예문 ㉢에서는 이기(理氣)가 발할 때에 인심과 도심으로 
나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성혼의 인심도심공발설을 계승한 것이고, 
예문 ㉡과 ㉣에서 도심은 형기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이의 기질변화론을 비판한 것이다. 김창협도 기질변화론에 대한 조성
기의 문제제기에 일단 동의한다.

율곡이 ≪인심도심설≫에서 “선한 정은 맑은 기가 발동한 것이고 악한 정은 
흐린 기가 발동한 것이다”고 한 것에 대해, 조성경(趙成卿: 趙聖期)이 의심
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잠깐 듣고 흘려버려서 깊이 
생각지 않았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율곡의 주장은 정말 너무 거칠다. 맑
은 기가 발동한 것은 진정 모두 선하지만, 그렇다고 선한 정이 모두 맑은 기
에서 나왔다고 하면 안 된다. 악한 정은 진정 흐린 기에서 발현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흐린 기가 발동하면 모두 악한 정이 된다고 하면 안 된다.309)

이이가 “선한 정은 맑은 기가 발동한 것이고 악한 정은 흐린 기가 발

308) ≪拙修齋集ㆍ退栗兩先生四端七情人道理氣說後辨≫(卷11, 1657作ㆍ1677閱),【㉠然而
就氣發理乘之中, 細分而言之, 則又有理乘氣而動者與氣寓理而發者。㉡何謂理乘氣而動? …… 
雖局於氣稟之偏、物欲之昏, 而所具之理, 終不可以蔽虧。…… ㉢故理氣之發, 分而爲二。…… 
夫道心者, 固非一段別樣之心出於人心之外。…… ㉣故名以道心而不雜乎形氣之私。】
309) ≪農巖續集ㆍ四端七情說≫(卷下, 1701), 69右~70右面,【栗谷≪人心道心說≫“善者, 
淸氣之發; 惡者, 濁氣之發”, 曾見趙成卿疑之; 而彼時乍聞未契, 不復深論矣。後來思之, 栗谷
說, 誠少曲折。蓋氣之淸者, 其發固無不善, 而謂善情皆發於淸氣, 則不可; 情之惡者, 固發於濁
氣, 而謂濁氣之發其情皆惡, 則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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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 것이다”고 한 것은 기의 청탁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였다. 그런데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탁한 기질에서 선한 정이 나올 가능
성을 열어놓고 기질변화론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 성혼과 조성기의 경우 
도심은 형기와 상관없이 발출한다는 말이었지, 탁한 기질에서 도심이 나
올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 이 점에서 김창협의 비판은 이들의 견해와
도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창협에 대한 한원진의 비판에
서도 ‘흐린 기에서는 선한 정이 나올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래 예문은 위 예문에 대한 한원진의 비판이다.

현자가 현자인 까닭은 품수한 기가 맑아 현자의 정은 발한 것이 보통의 경
우 선하기 때문이고, 불초자가 불초자인 까닭은 품수한 기가 흐려 불초자의 
정은 그 발한 것이 보통의 경우 대부분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맑은 기가 발
동하면 선한 정이 되고 흐린 기가 발동하면 악한 정이 되는 것은 필연임을 
알 수 있다.310)

위 예문에서 한원진은 ‘흐린 기가 발동하면 악한 정이 되는 것은 필
연’이라고 강조한다. 흐린 기에서 선한 정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것이 호락 사이의 쟁점이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 가지 첨언하면, 이이도 ‘흐린 기질’에서 선
한 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기대승 때부터, 비록 기
질이 흐리더라도 기가 용사(用事)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단이 나올 수 있
다고 했고,311) 이이 역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하
지만 이것은, ‘흐린 기에서 선한 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흐
린 기질이 한 순간 발동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선한 정이 나올 수 있다’
는 의미이다. 서로 다른 의미인 이 두 가지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310) ≪南塘集拾遺ㆍ農巖四七知覺說辨≫(卷6, 1717), 18左面,【賢者之所以爲賢者, 以其禀
氣之淸而賢者之情其發常善, 不肖者之所以爲不肖者, 以其禀氣之濁而不肖者之情其發常多不善, 
則淸氣之發爲善情、濁氣之發爲惡情者, 可見其必然矣。】
311)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ㆍ高峰上退溪四端七情說≫, (上篇, 고봉1서, 1559), 2右面,
【蓋性之乍發, 氣不用事, 本然之善, 得以直遂者, 正孟子所謂四端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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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이하는 흐린 기가 많고 맑은 기가 적지만,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
가는 것을 보면 누구나 출척ㆍ측은함을 느끼는데, 이것이 어찌 맑은 기가 발
동한 것이겠는가? 만약 “이 때 마침 우연히 기가 맑아졌을지도 모르지 않느
냐”고 한다면, 다른 날 이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측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
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측은함을 느끼고 하루에 열 
번 목격하면 열 번 다 측은함을 느끼는데, 이것이 어찌 우연히 기가 맑아진 
것이겠는가? 천리는 성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곧바
로 드러나서, 비록 타고 있는 기가 흐려도 그 기에 가리지 않는다. …… 만약 
[율곡처럼] 정의 선악을 모두 기의 청탁으로 귀결시키면, 리의 실체와 성의 
선함을 볼 수가 없다.312)

위 예문은 ‘흐린 기에서도 선한 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김창협이 한 말이다. 하지만 이 구절은 ‘흐린 기질이 한 순간 발동하지 
않으면 그 순간 선한 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원진은 이 구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313) 그러나 김
창협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이기승부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혹자가 물었다. “그러면 선한 정이 언제 어디서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지
금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는 다름이 아니라, 천리에는 본연
(本然)의 경중(輕重) 차이가 있고 흐린 기에도 분수(分數)의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다. 우선 인(仁)으로 이야기하면, 친친(親親)은 인민(仁民)보다 중하고, 
인민(仁民)은 애물(愛物)보다 중하며, 친친(親親)에서도 부모에 대한 사랑이 
형제에 대한 사랑보다 중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여타 친척에 대한 사랑보
다 중하다. 이것이 천리(天理)의 경중(輕重) 차이이다. 보통사람 이하에는 

312) ≪農巖續集ㆍ四端七情說≫(卷下, 1701), 69右~70右面,【自中人以下, 其氣固多濁少
淸; 然見孺子入井, 未有不怵惕惻隱者。此豈皆淸氣之發哉?若曰“安知此時不適値其氣之淸也”, 
則他日見此, 宜亦有不惻隱之時矣, 然而每見輒惻隱, 雖一日十見亦無不惻隱, 是豈每與淸氣相邂
逅哉? 蓋天理之根於性者, 隨感輒發, 雖所乘之氣濁而不淸, 而亦不爲其所掩耳。…… 今若以善
惡之情, 一歸之於氣之淸濁, 則恐無以見理之實體而性之爲善也。】
313) 한원진은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논평했다. ≪南塘集拾遺ㆍ農巖四七知覺
說辨≫(卷6, 1717), 20右面,【此論甚精, 有補於性善之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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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40~50퍼센트 흐린 사람, 60~70퍼센트 흐린 사람, 80~90퍼센트 흐린 
사람, 완전히 흐린 사람이 있다. 이것이 흐린 기의 정도 차이이다. 기가 
40~50퍼센트 흐린 사람은 정의 발현이 애물(愛物)에까지 미치는 경우가 드
물지만 친친(親親)ㆍ인민(仁民)에 미치는 경우는 많다. 또 한 등급 내려와서 
기가 80~90퍼센트 흐린 사람, 완전히 흐린 사람은 정의 발현이 친친(親親)
까지도 미치지 못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부자간의 친함에조차 미치지 않
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리와 기가 서로 승부하는 것의 대략이다.314)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기의 청탁으로 설명하
고, 사람들이 저마다 부딪치게 되는 상황 곧 ‘외부자극의 강도’를 리의 
경중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부모
에게 해코지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감정, 남한테 해코지하는 것
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감정, 동물에게 해코지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느
끼는 감정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나느
냐에 따라 선한 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점이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는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기의 청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이 다
른 것이다. 기가 한 순간 맑아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앞에서 살
펴본 예문에서도 “이 때 마침 우연히 기가 맑아졌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는 가정을 논박했다. 김창협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혹자가 또 물었다. “그러면 선악의 갈림은 기의 청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율
곡의 견해와 무엇이 다른가?” “율곡의 견해는 한 사람의 마음에 나아가 청탁
(淸濁)으로 선악을 분별한 것이고, 내 견해는 뭇 사람이 품수한 바에 나아가 

314) ≪農巖續集ㆍ四端七情說≫(卷下, 1701), 70右~左面,【或疑: “如此, 則善情宜無時無處
而不發矣, 今不能然者, 何也?” 此無他, 天理有本然輕重之差, 濁氣有分數多少之異, 而二者迭
爲勝負焉耳。今且以仁言, 親親重於仁民, 仁民重於愛物; 而就親親而言, 父母之愛重於兄弟, 兄
弟之愛重於餘親。此, 天理輕重之差也。自中人以下, 其氣有四五分濁者, 有六七分濁者, 有八九
分濁者, 至於十分而極焉。此, 濁氣多少之異也。氣之濁者四五分, 則其情之發於愛物者已少, 而
發於親親仁民者尙多也。又降而氣之濁者六七分, 則其情之發於仁民者亦少, 而發於親親者尙多
也。又降而氣之濁者八九分, 至於十分, 則其情之發於親親者幾希, 而亦不能不發於父子之親如
向所云者。此蓋理氣相勝負之大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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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차이를 구분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보여도 실상은 다르다. 
…… 이제 외부의 유혹을 가지고 대설(對說)하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만약 
자극하는[所感] 것이 천리 가운데 중한 것이고 기의 흐림 정도가 그것을 이길 
만큼 흐리지 않다면 그때 발생한 정은 선한 정이 되고, 자극하는 것이 외부 
유혹 가운데 중한 것이고 기의 맑음 정도가 그것을 이길 만큼 맑지 않다면 그
때 발생한 정은 악한 정이 된다. 이것이 선악이 갈리는 원인이다.315)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자신과 이이의 견해 차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

고 있다. 이이가 말하는 기의 청탁은, ‘그 사람’의 기질이 맑은 상태인지 
흐린 상태인지를 가리킨다. 그래서 흐린 기질을 맑은 기질로 바로잡으라
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창협이 말하는 기의 청탁은, 뭇 사람을 
기가 40~50퍼센트 맑은 사람, 60~70퍼센트 맑은 사람, 80~90퍼센트 
맑은 사람 등으로 분류해놓은 것이다. 예문 하단에서 말하고 있듯이 유
혹이 강하면 군자도 그 유혹에 이끌리기 쉽고, 유혹이 약하면 소인도 그 
정도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한 정과 악한 
정은, ‘인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의 세기’를 반영하는 것이 된
다. 더욱이 김창협은 아래 예문에서, ‘태어날 때 품수하는 기는 각각 정
해진 몫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기질변화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
다. 김창협의 견해와 이에 대한 한원진의 반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더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 품수한 기의 청탁은 각각 본래부터 이렇게 정해
진 몫이 있지만, 한 사람의 기는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다. 기가 형질
에 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어서 바꿀 수 없지만 마음에 운행하는 것은 움직
이고 변화하는 것으로 구속할 수가 없다. …… 율곡의 설도 이렇게 생각하면 
통할만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선한 정이 오로지 맑은 기에서 나온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율곡은] 이것도 본래 품수한 것을 위주로 했다. 본래 품

315) ≪農巖續集ㆍ四端七情說≫(卷下, 1701), 70左~71右面,【或又疑: “如此則善惡之分固
由於氣之淸濁矣, 又何以異於栗谷之說哉?” 曰: “栗谷之說卽一人之心而分淸濁二歧, 以爲善惡之
別也; 吾之說, 就衆人之稟而較淸濁分數, 以爲善惡之差也”。二說者相似, 而實不同也。…… 今
更以外誘對說, 當益明備。如所感者天理之重而濁氣分數不足以勝之, 則其發爲善情; 所感者外
誘之重而淸氣分數不足以勝之, 則其發爲惡情。此, 善惡之所由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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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것을 위주로 하면 맑은 것이 흐려지고 흐린 것이 맑아지는 것은 적을 
뿐 많을 수 없고, 잠시일 뿐 오래일 수 없다.316)

[김창협은] 또 “기가 형질(形質)에 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어서 바꿀 수 없
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이치에 크게 해롭다. 아름다움과 추함, 크고 작음 
등 사람의 형질은 진정 고정되어 있어서 바꿀 수 없지만, 온 몸에 가득차서 
마음[中]에 돌아다니는 기는 변화하지 않은 적이 없다. 보통사람의 기는 청
탁(淸濁)이 섞여있으니 그 기를 다스리는 데에 힘을 쏟아 날마다 선을 익히
면 맑음이 나날이 늘고 흐림이 나날이 줄어 흐림이 맑음으로 완전히 변한다. 
그 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날마다 악을 익히면 흐림이 나날이 늘고 맑음이 
나날이 줄어 맑음이 흐림으로 완전히 변한다. 만약 본래 품수한 청탁(淸濁)
은 고정불변이라고 한다면, 성학(聖學) 공부에서 ‘기질을 바로잡아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기필코 그 목표로 삼는 것은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317)

위 첫째 예문에서 김창협은, 본래 품수한 기는 고정불변이라고 함으로
써 기질변화론을 부정했고, 둘째 예문에서 한원진은 이러한 김창협의 견
해를 비판하며 기질변화론의 요지를 다시금 되풀이하고 있다. 앞에서 김
창협은 “만약 정의 선악을 모두 기의 청탁으로 귀결시키면, 리의 실체와 
성의 선함을 볼 수가 없다”고 하며 기질변화론은 성선설이 아니라는 의
문을 제기했는데, 위 예문에서 한원진은 ‘성학은 기질변화론이 핵심인데 
기질변화론을 부정할거면 성학은 왜 하느냐’는 언급을 통해서 김창협의 
견해는 성학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의문을 보이고 있다. 한원진의 비판대

316) ≪農巖續集ㆍ四端七情說≫(卷下, 1701), 71左~72右面,【更思之, 稟氣淸濁, 固各有本
然之定分矣。然而一人之氣, 宜亦有或淸或濁之時。蓋氣之在形質者, 雖一定而不可易, 若其運
行於心者, 則固亦流動變化而不可拘矣。…… 栗谷之說, 以此推之, 亦自可通; 其未安者, 只在於
以善情爲專出於淸氣耳。然此亦須以本稟爲主。本稟爲主, 故淸者之濁、濁者之淸, 皆少而不能
多, 暫而不能久。】 
317) ≪南塘集拾遺ㆍ農巖四七知覺說辨≫(卷6, 1717), 23右面,【又其所謂“氣之在形質者, 一
定不可易”云者, 於理甚害。人之形質如姸醜長短之類, 固一定而不可易; 若其氣之充體而運行於
中者, 未嘗不可易也。常人之氣, 淸濁固莫不相雜矣, 用力修治而日習於善, 則淸者日勝, 濁者日
消, 而濁者盡變爲淸矣。不能修治而日習於惡, 則濁者日勝, 淸者日消, 而淸者盡變爲濁矣。若使
本禀淸濁一定不可易, 則聖學之功必以矯氣質復性初爲期者, 何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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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에서 살펴본 김창협의 견해에는 ‘수양’의 맥락이 없어서 ‘윤리’를 
강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김창협의 견해 중에서 ‘수양’과 ‘윤리’를 설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3의 요소이다.

대체로 인심이 선하고 악하고는 기 때문이니 그 종류[端]에는 세 가지가 있
다. 본래 품수한 것이 하나요, 때에 따라 맑고 흐린 것이 또 하나요, 자극
[所感]의 경중(輕重)이 또 하나다. 이 세 가지를 대조하여 따져보면 그 뜻이 
완전해진다.318)

더 생각해보면, 기가 용사(用事)하고 안하고는 오로지 의념(意念)이 공(公)
하냐 사(私)하냐에 달려있다. 갑자기 발출하는 선정(善情)이 꼭 맑은 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계교ㆍ상량할 때에 기가 맑지 않으면 의념(意念)
에서 발하는 것이 선할 수 없다.319)

위 첫째 예문에 의하면 이기승부설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본래 ‘품수한 기의 청탁’으로 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선하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또 하나
는 ‘자극의 세기’ 곧 ‘리의 경중(輕重)’으로 왜 똑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선하게 행동하고 어떤 때는 악하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이 두 가
지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다. 나머지 하나는 ‘때에 따른 청탁’[隨時淸
濁]으로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지를 설명해준다. 위 둘째 예문은 제3의 요소에 대한 보완 설명이다. 김
창협의 견해에서 인간이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의념(意念)’ 
곧 ‘정(情)에 대한 판단력’인데, 이 부분은 이이의 철학을 그대로 계승했다
고 볼 수 있다. 다만 김창협은 이이의 기질변화론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情)을 바로잡는 의(意)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이보다는 더 능동적으로, 
318) ≪農巖續集ㆍ四端七情說≫(卷下, 1701), 72右面,【大槩人心善惡之分, 皆因乎氣, 而其端則
有三焉。本來稟賦, 一也; 隨時淸濁, 二也; 所感輕重, 三也。以此三者參互而曲暢之, 其義盡矣。】
319) ≪農巖續集ㆍ四端七情說≫(卷下, 1701), 72右~左面,【又更思之, 氣之用事專在於意念
公私之際。蓋善情之驀然發出, 固未必皆乘淸氣, 而到得商量計較處, 苟非其氣之淸, 則其發於意
念者, 無自以善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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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 유동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김창협의 ‘이기승부설’을 중요하게 다룬 경우가 있지

만,320) 한 가지 결정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기승부’
를 마치 ‘리와 기가 다투는 것’으로 이해하고,321) 김창협의 이기승부설이 
‘리의 능동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322)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어떤 사람[氣의 淸濁] A, B, C……가 어떤 상황[理의 輕重] a, b, 
c……를 만났을 때 그 결과는 제각각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 김창협의 이
기승부설이고, 여기에는 ‘리의 능동성’을 운운할 요소가 없다. 김창협은, 
기질이 흐린 사람도 자기 부모에게 해코지하는 것을 보면 분노한다고 했
고, 기질이 맑은 사람도 외부 유혹이 강하면 유혹당하기 쉽다고 했는데, 
이것은 ‘리의 능동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 본고의 Ⅰ장과 Ⅱ에서 살펴본 
대로 김창협에게 ‘리’는 ‘지각의 준칙’이다. 그 준칙에 따르면 올바른 지
점에 이른다는 점에서 리가 기를 주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혹시 가능해
도, ‘리의 능동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김창협의 ‘이기승부설’에서 
주목할 것은, 기(氣) A, B, C……가 상황에 따라 리(理) a, b, c……와 자
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보는 점이다. 이것이 다음에 살펴볼 김창협의 
‘이기경위설’이고, 성리학사에서 리와 기의 관계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
는 관계’로 설정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320) 이상익, ｢농암 김창협 학파의 퇴율절충론과 그 의의｣(율곡사상연구 제23집, 율곡연
구원, 2011) 135~139쪽; 문석윤, ｢농암 김창협의 사단칠정설에 대하여_‘사단칠정설’을 중
심으로｣(국학연구 제23집, 한국국학진흥원, 2013) 172~178쪽.
321) 이상익(2011) 137쪽, “요컨대 리는 기의 능동성에 의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
를 명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는 리의 명령을 따르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는바, 기가 
리의 명령을 따르면 선이 되고 거역하면 악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법은 결국 ‘이기의 
승부’로 선악을 설명하는 것이다.”; 문석윤(2013) 173쪽, “…… 그에 대해 리와 기의 투쟁이
라는 방식으로 답변한 것이다. / 인간의 마음에는 천리와 기질의 다툼이 있으며, 그 다툼에
서의 승부에 따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322) 이상익(2011) 139쪽, “또한 기가 지극히 흐리더라도 천리의 발현을 막을 수 없다면, 
이 천리는 분명 기를 통해 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발하는 것이다.”; 문석윤(2013) 
172쪽, “선의 실천에서 리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 농암은 이제 더 나아가, 선의 실천에서 
리의 역할과 기의 역할과의 상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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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이기경위설

이이의 기질변화론은 기발리승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발리승론은 
‘지각은 기질이 발동한 것이지만, 그 기질에는 리가 타고 있으므로, 기질
의 작용인 지각에도 리가 타고 있다’는 의미이고, 기질변화론은 ‘기질의 
청탁에 따라 선악이 결정되므로, 리가 타고 있는 그 기질을 맑게 해서 
리가 왜곡됨이 없이 드러나게 하라’는 의미이다. 리가 미발의 기질에 타
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기질변화론이 성립한다.

김창협의 ‘이기경위설’은 ‘리가 미발의 기질에 타고 있다’는 전제를 간
단명료한 방식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리와 기가 씨줄과 날줄로 만난
다’는 말은 ‘리가 미발의 기질에 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표현이다.

① 사단과 칠정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별도로 있다고 주장했고,323) 이이는 사단이 칠
정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칠정에서의 선이 곧 사단이라고 주장했
다.324) 김창협은 아래 예문에서 사단과 칠정이 별도로 있다고 주장한다.

율곡은 “사단은 칠정을 포괄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칠정도 사단을 포괄할 수 없다. …… 자사는 희ㆍ노ㆍ애ㆍ락을 
말했지만 이것은 정(情)의 대표 네 가지를 예로 들어 말한 것이지, 이 네 가
지 외에 다른 감정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악기≫에서는 세 가지를 
보태서 칠정으로 만들었지만 자사가 말한 락(樂)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칠정 외에 다른 감정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 그러니 칠정이 
어찌 ‘마음의 용’을 다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325)

323) 다음 참조.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上)ㆍ退溪答高峯非四端七情分理氣辨第二書≫(퇴
계2서, 1560), 40右面,【且四端, 感物而動, 固不異於七情。但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
理乘之耳。】
324) 다음 참조. ≪栗谷全書ㆍ答成浩原(7)≫(卷9, 1572, 栗谷1書), 35右面,【七情則統言人
心之動有此七情, 四端則就七情中擇其善一邊而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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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 첫 부분에서 김창협은 사단도 칠정을 포괄할 수 없지만 칠정 또
한 사단을 포괄할 수 없다고 했고, 마지막 부분에서 칠정이 모든 정을 포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사단과 칠정이 별도로 있다는 주장이다. 이 글에 
대해 한원진도 ‘사단과 칠정을 별개의 정으로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326)

김창협은 예문 중간 부분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보완해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용≫의 “희노애락이 발하지 않은 것을 중(中)
이라 한다”는 구절에서 ‘희노애락’은 인간의 감정을 총칭한다. 자연수의 
집합을 {1, 2, 3, 4, ……}로 표시하듯이 중용의 ‘희노애락’은 {희, 노, 
애, 락, ……}을 의미한다. 문제는 생략되어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는 것
이다. 사단이 칠정과 함께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는 이황은 이 구절을 
{희, 노, 애, 락, 애, 오, 욕, 측은, 수오, 사양, 시비, ……}로 풀고, 이러
한 의미를 ≪천명도≫에 담아놓았다. 생략되어 있는 감정 중에 사단도 
있다고 본 것이 핵심이다. 반면에 이이는, 중용의 ‘喜怒哀樂之未發’을 ‘七
情之未發’로 이해한다.327) 사단은 칠정에서의 선을 가리키는 것이지 칠
정 밖에 별도로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한편 한원진은 김창협의 견해를 
반박하고 이이의 견해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이이의 견해를 조금 수정하
여 사단을 ‘네 가지 총체적 감정’으로, 다시 말하면 ‘7정을 압축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328) 이이에게 사단은 ‘칠정에서의 선’을 가리키지만 
한원진에게 사단은 ‘선악을 겸한 것’으로 칠정과 차이가 없다.329)

325) ≪農巖續集ㆍ四端七情說≫(卷下, 1701), 66左~右面,【栗谷言“四端不能兼七情, 七情則
兼四端”; 其實, 七情亦不能兼四端。…… 如子思, 論喜怒哀樂, 亦槩擧情之大端而言, 初非謂四
者之外更無情也。≪樂記≫雖更加三者爲七情, 而於子思所云却遺箇“樂”字, 則亦未爲無餘情
也。…… 然則所謂七情, 豈足以盡人心之用哉?】
326) ≪南塘集拾遺ㆍ農巖四七知覺說辨≫(卷6, 1717), 23右面,【此言“七情亦不能兼四端”者, 
其意蓋謂“四端固不能兼七情而七情亦不能兼四端”云也。…… 栗谷之意, 蓋以爲“……”云爾; 此錄
則以爲“……而四七各爲一情, 不能相兼”云也。】
327) 다음 예문 참조. ≪栗谷全書ㆍ人心道心圖說≫(卷14, 1582, 奉敎製進), 5右~左面,【四
端固可謂之道心矣, 七情豈可只謂之人心乎? 七情之外無他情, 若偏指人心, 則是擧其半而遺其
半矣。子思子以七情之未發者謂之中, 已發者謂之和。論性情之全德而只擧七情, 則寧有偏擧人
心之理乎?】
328) ≪南塘集拾遺ㆍ農巖四七知覺說辨≫(卷6, 1717), 8右面,【蓋四端衍之爲七情, 七情約之
爲四端, 非有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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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에서는 사단과 칠정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창협이 
이황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창협의 견해는 이이의 
견해에 가깝지 이황의 견해에 가깝지 않다. 문맥을 보면, 김창협은 여러 
가지 감정을 11정, 12정, 13정, ……으로 나열해놓았을 뿐, 사단과 칠정에 
질적인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김창협의 견해도 이이ㆍ한
원진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정황자료
를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한다. 먼저, 어유봉은 ≪사단칠정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내가 ≪사단칠정설≫을 받아서 살펴보니 [농암] 선생이 퇴계와 율곡의 사칠론
을 변론한 내용이었다. [농암] 선생은 “율곡의 경우 리와 기의 원두(原頭)를 이
해함이 명백하고 선명하지만 인심도심 등에 대한 논변은 약간의 오류가 없지 
않고, 퇴계의 호발설은 정녕 잘못된 것이지만,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풀어내는 
중에 홀로 깨우친 것이 많으니 완전히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330)

위 예문에 따르면, ‘이황의 호발설은 정녕 잘못되었지만 완전히 배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창협의 견해이고, 이 말은 사단과 칠정이 별
도로 있다는 견해까지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김창협 자신도 
사단ㆍ칠정을 ‘기발리승’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황의 호발설에 대해 ‘사
단과 칠정을 두 갈래로 보는 병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리도 있고 기도 있다. 외부대상의 자극을 받을 때, 기기(氣
機)가 발동하여 리가 거기에 타는 것이다[氣機發動而理則乘焉]. 칠정은 기기
(氣機)가 발동하는 것에 나아가 말한 것이고, 사단은 도리가 드러나는 것을 
가리킨 것이어서 기의 작용을 [언명에서] 배제한 것이다.331)

329) ≪南塘集拾遺ㆍ農巖四七知覺說辨≫(卷6, 1717), 23右面,【四七理氣互發之論, 其見之
蔽, 只在於不知四端之有善惡而人心之不外乎此四端也。若知四端之有善惡、人心之不外乎四端, 
則卽便知四端不外七情、七情不外四端而不容有二歧之發矣。】
330) ≪農巖別集ㆍ魚有鳳錄≫(卷3), 18左面(제78항, 1701),【余受而玩之, 卽先生所辨退
溪、栗谷兩先生四七書也。蓋先生以爲“栗谷看得理氣原頭, 明白通透, 而其論人心道心等處, 未
免少差; 退溪互發之論, 固失矣, 而其深思細繹, 多所自得, 不可一向揮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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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도 이에 대한 이해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정미(精微)한 부분이어서, 분석할 때 [잘못하여] 두 갈래를 만들어, ‘氣發理
乘’ㆍ‘理發氣隨’라고 해놓았으니, 그 잘못된 언명은 바른 견해에 누가 됨을 
면치 못한다.332)

김창협은 위 첫째 예문에서 인간의 감정을 ‘기발리승’으로 설명하고 
있고, 둘째 예문에서 이황의 호발설을 비판하고 있다. 이황의 호발설과
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그렇다면 김창협
은 앞에서 살펴본 성혼ㆍ조성기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 이
이의 기발리승과 김창협의 기발리승은 같은 의미인가? 이에 대해 한원진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기발리승’을 이야기하면서 사단과 칠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칠정은 사
단의 기가 되고 사단은 칠정의 리가 되어, 칠정을 말하면 리가 빠지고 사단
을 말하면 기가 빠지게 되니[自註: 후대에 인심도심에 대해 논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경
우가 많다], 정이 발하면 반드시 사단과 칠정의 두 측면이 모두 갖추어져, 반
은 칠정이고 반은 사단이 된다. 이것은 비록 ‘이기호발’은 면할 수 있지만 사
단칠정의 명목과 이치가 심하게 망가지게 된다. 하지만 김창협의 견해는 이
것도 아니다. ㉡ …… 앞에서 말한 “사람의 마음이 외물의 자극을 받으면, 기
가 동(動)하지만 [거기에는] 리가 타고 있다”고 한 말은 결국 귀착할 곳이 
없는 말이 된다.333)  

위 예문 ㉠에서는 ‘기발리승을 대전제로 놓고 사단과 칠정이 모두 있
331) ≪農巖續集ㆍ四端七情說≫(卷下, 1701), 65左面,【人心有理, 有氣。其感於外物也, 氣機發
動而理則乘焉。七情者, 就氣機之發動而立名者也; 四端則直指其道理之著見者耳, 不干氣事。】
332) ≪農巖續集ㆍ四端七情說≫(卷下, 1701), 68右~左面,【退溪有見於此, 而此處極精微難
言, 故分析之際, 輒成二歧而至其言“氣發理乘、理發氣隨”, 則名言之差, 不免有累於正知見矣。】
333) ≪南塘集拾遺ㆍ農巖四七知覺說辨≫(卷6, 1717), 23右面,【則七情爲四端之氣, 四端爲七
情之理, 語七情則遺其理, 語四端則遺其氣,【後來論人心道心者多如此】凡情之發, 必皆具四端七情兩箇
面目, 半邊是七情, 半邊是四端矣。此雖免於理氣之互發, 其於四端七情名理之乖亂則甚矣。而况
此錄之意, 本不如是。…… 而上所謂“人心之感物, 氣動而理乘”者, 畢竟成無歸着之語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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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원진이 ‘하
나의 정에서 반쪽을 사단, 반쪽을 칠정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앞에서 살펴본 성혼ㆍ조성기 등의 견해이다. 하지만 
한원진이 말하고 있듯이 김창협의 견해는 이들의 견해와는 다르다. 김창
협은 사단도 하나의 정, 칠정도 하나의 정으로 본다.

위 예문 ㉡에서는 ‘그러면 김창협의 귀착점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데, 이 역시 한원진이 지적하고 있듯이, ‘기발리승’에 대한 개념 변화가 
없는 한, 기발리승을 대전제로 놓고 사단도 있고 칠정도 있다고 말할 수
가 없다. ⓐ기발리승을 대전제로 놓으면서 ⓑ이이처럼 사단을 칠정에서
의 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약간 변형해서 한원진처럼 사단이 
모든 감정을 포괄한다고 보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혼처럼 ‘기발리
승’을 ‘기발’과 ‘리승’의 상수(相須)로 보는 것도 아니라면, 기발리승을 
대전제로 놓으면서 사단과 칠정을 별개의 감정으로 설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이 존재하는가? 게다가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아니라는 김
창협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이의 ‘기발리승’과 충돌하는 주장이다. 따라
서 사단칠정에 대한 김창협의 견해는 ‘기발리승’에 대한 개념 변화와 함
께 성립된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기발리승’의 함의

이황의 ‘기발리승’이든 이이의 ‘기발리승’이든, 이 말은 ‘칠정은 기가 발
동한 것이지만, 미발의 기에 이미 리가 타고 있고, 그 리로 인해서 비로소 
어떤 정 x가 발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발리승’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면 원론적으로는 ‘결과로서의 어떤 칠정’과 ‘원인으로서의 어떤 본성’이 
1:1로 대응하게 되어 있다. 주희와 이황의 예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물었다: “‘喜怒哀懼愛惡欲’은 칠정이지만, 소종래를 논하면 이 역시 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단지 ‘惡’만 수오(羞惡)에서 발출했고, ‘喜怒愛欲’은 측은(惻
隱)에서 발한 것 같습니다.” 답했다: “[나머지] ‘哀懼’는 어디에서 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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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보아하니 측은(惻隱)에서 발한 것이다. ‘懼’ 또한 출척(怵惕)이 심한 것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칠정을 [하나하나] 사단에 분배할 수는 없다. 칠정은 
본래 사단을 횡관(橫貫)해서 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334)

주희는 위 첫째 예문의 문답에서 ‘喜怒哀懼愛欲’의 소종래를 인(仁)으
로 보고, ‘惡’의 소종래를 의(義)로 보고 있다. 마음속에 인(仁)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喜怒哀懼愛欲’이 나오는 것이어서 이것은 언제나 인(仁)
에 배속되고, 마음속에 의(義)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惡’가 나오는 것이
어서 이것은 언제나 의(義)에 배속된다. 다만 칠정을 사덕 하나하나에 정
교하게 배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설명이 정교하지 않은 이유는 칠정이란 것이 본래 리의 요소보다 
기의 요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칠정 A의 
소종래가 어떤 리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미이지, 소종래가 정해져 있
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황의 설명도 이와 유사하다.

상단(≪주자어류≫ 87:85)에서 ‘哀’와 ‘懼’가 측은(惻隱)에서 나왔다고 했으
니 목(木)에 소속시켜야 하는데 하단(≪주자어류≫ 87:86)에서는 오히려 이 
두 가지를 수(水)에 소속시켰으니 진실로 의아하다. 그 까닭을 생각해보니, 
소발(所發)과 소속(所屬)은 별도의 항목이어서, 소발(所發)로써 한 것을 가
지고 소속(所屬)이 반드시 같기를 원하면 안 된다. ‘發’은 소종래를 말하는 
것이고, ‘屬’은 드러난 특징을 분류해놓은 것이다. ‘哀’는 슬픔이 큰 것이고 
‘懼’는 출척(怵惕)이 심한 것이니 이 두 가지가 측은(惻隱)에서 나왔다는 것
을 알 수 있지만, ‘哀’의 참절(慘切)과 ‘懼’의 한율(寒慄)은 드러난 모습으로 
분류하면 수(水)에 소속시켜야 한다.335)

334) ≪朱子語類≫, 87:85,【問: “喜怒哀懼愛惡欲是七情, 論來亦自性發。只是惡自羞惡發出, 
如喜怒愛欲, 恰都自惻隱上發。” 曰: “哀懼是那箇發? 看來也只是從惻隱發, 蓋懼亦是怵惕之甚
者。 但七情不可分配四端, 七情自於四端橫貫過了。”】
335) ≪退溪集ㆍ答李剛而(24)≫(卷22, 1570), 32右~左面,【上段, 以哀懼爲惻隱發, 則當屬
木; 下段, 卻以二者屬水, 誠可疑。竊思其所以然者, 所發與所屬, 自是兩項事, 不可以其所發而
求所屬之必同。蓋發者, 言其所從出之原脈也; 屬者, 言其所分肄之門類也。哀爲傷怛之極, 懼是
怵惕之甚, 故知二者爲惻隱之發; 然哀之慘切、懼而寒慄, 以其象類而分肄則固當屬之水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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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었다: “‘欲’은 수(水)에 속하고, ‘喜’는 화(火)에 속하고, ‘愛’는 목(木)에 
속하고, ‘惡ㆍ怒’는 금(金)에 속하고, ‘哀ㆍ懼’는 수(水)에 속합니까?” 답했
다: “그렇다.”336)
 
위 첫째 예문에서 이황도 주희의 견해에 따라 ‘哀’와 ‘懼’의 소종래를 

인(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황 철학에서도 ‘哀’와 ‘懼’는 언제나 인
(仁)에 배속된다. 다만 어떤 리에서 나왔느냐를 고려하지 않고, 둘째 예
문처럼 그 정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哀’와 ‘懼’를 [木에 배속
하지 않고] ‘水’에 배속하기도 하지만, 이는 ‘哀’와 ‘懼’가 언제나 인(仁)
에 배속된다는 말을 부정하는 논리가 아니다. 이황이 설명하고 있듯이, 
‘哀’와 ‘懼’는 그 겉모습을 고려해서 ‘水’에 배속할 수도 있지만, 그 소종
래는 항상 정해져 있어서 ‘仁’에 배속하고 ‘木’에 배속한다.337)

한편 이이는, 사단을 칠정에서의 선으로 이해하는 철학의 특성상 주
희와 이황보다 칠정과 본성, 칠정과 사단을 더 엄밀하게 대응시킨다.

사람의 정으로서, 기뻐해야할 때 기뻐하고 상을 당하면 슬퍼하고 가까이할 
사람을 보면 자애롭고 리를 보면 궁구하기를 바라고 현자를 보면 닮기를 바
라는 것[喜哀愛欲]은 인(仁)의 단서이다. 분노해야할 때 분노하고 미워해야할 
때 미워하는 것[怒惡]은 의(義)의 단서이다. 존귀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懼]은 예(禮)의 단이다.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때에, 그렇
게 해야 함을 아는 것[是]과 그렇게 하면 안 됨을 아는 것[非]은 지(智)의 단
서이다. 선한 정의 발현을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와 같다. 
사단을 칠정에 맞추어보면 측은(惻隱)은 ‘愛’이고, 수오(羞惡)는 ‘惡’이며 공
경(恭敬)은 ‘懼’이고 시비(是非)는 ‘喜怒’의 당부(當否)를 아는 정이다. 칠정
의 밖에 사단은 없다.338)

336) ≪朱子語類≫, 87:86,【問: “欲屬水, 喜屬火, 愛屬木, 惡與怒屬金, 哀與懼亦屬水否?” 
曰: “然。”】
337) 五行과 五常의 대응관계는 다음 예문 참조. ≪退溪集ㆍ聖學十圖ㆍ心統性情圖≫, (卷
7, 1568), 22左面,【未發之性爲心之體: 稟木之秀, 具愛之理, 曰仁; 稟火之秀, 具敬之理, 曰
禮; 稟金之秀, 具宜之理, 曰義; 稟水之秀, 具別之理, 曰智; 稟土之秀, 具實之理, 曰信。】
338) ≪栗谷全書ㆍ答成浩原(1)≫(卷10, 栗谷2書, 1572), 7右~左面,【夫人之情, 當喜而喜, 
臨喪而哀, 見所親而慈愛, 見理而欲窮之, 見賢而欲齊之者[自註: 已上喜哀愛欲四情], 仁之端也。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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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에서 이이는 ‘喜ㆍ哀ㆍ愛ㆍ欲’을 인(仁)에, ‘怒ㆍ惡’를 의(義)
에, ‘懼’를 예(禮)에, 그리고 ‘知’를 지(智)에 배속하고 있다. 또 여기에 
준해서 칠정과 사단의 관계에 있어서도 측은(惻隱)을 ‘愛’에, 수오(羞惡)
를 ‘惡’에, 공경(恭敬)을 ‘懼’에, 시비(是非)를 ‘知’에 대응시키고 있다.

어떤 기질 A에는 그 기질의 청탁(淸濁)에 상관없이 본성 a, b, c, d가 
타고 있으며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에 따라 어떨 때는 A(a)가 발동해서 
‘愛’라는 감정을 발생시키니 거기에는 반드시 a가 타고 있고, 어떨 때는 
A(b)가 발동해서 ‘惡’라는 감정을 발생시키니 거기에는 반드시 b가 타고 
있다. a로 인해서 ‘愛’가 나오는 것이고, b로 인해서 ‘惡’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칠정의 종류와 본성의 종류는 고정된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한편 
기질의 청탁은 각각의 칠정에서 중절ㆍ부중절의 결과로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기발리승’이라고 이야기하면, 원론적으로는 드러
난 정과 거기에 타고 있는 성이 고정된 대응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다. 
감정이 발생하기 이전에 리가 그 기질에 타고 있고 그 리로 인해서 비로
소 정으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창협의 ‘이기경위설’은 이러한 
시각을 파기하고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③ 이기경위설

인간의 감정을 리와 기의 합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든 성리학자의 공
통점이고, 이 점은 김창협도 마찬가지이다. 김창협의 ‘이기경위설’에서는 
성과 정을 경위로 설명함으로써, 어떤 정과 어떤 성의 대응관계를 자유
롭게 만들어 놓았다. 기에 리가 타고 있기 때문에 정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와 리가 ‘만나서’ 정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怒而怒, 當惡而惡者[自註: 怒惡二情], 義之端也。見尊貴而畏懼者[自註: 懼情], 禮之端也。當喜怒哀
懼之際, 知其所當喜所當怒所當哀所當懼[自註: 此屬是], 又知其所不當喜所不當怒所不當哀所不當
懼者[自註: 此屬非, 此合七情而知其是非之情也], 智之端也。善情之發, 不可枚擧, 大槪如此。若以四端
準于七情, 則惻隱屬哀, 羞惡屬惡, 恭敬屬懼, 是非屬于知其當喜怒與否之情也。七情之外, 更無
四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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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로서 이야기하면, 부모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인(仁)이 발현된 것이고, 악역
(惡逆)한 사람을 처벌하고 기뻐하는 것은 의(義)가 발현된 것이며, 제례 익히
기를 기뻐하는 것은 예(禮)가 발현된 것이고, 사물의 시비를 분별하는 것을 기
뻐하는 것은 지(智)가 발현된 것이다. ‘欲’으로서 이야기하면, 부모에게 효도하
고 싶은 것은 인(仁)이 발현된 것이고, 악역한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것은 의
(義)가 발현된 것이며, 고례를 행하고 싶은 것은 예(禮)가 발현된 것이고, 시비
를 분별하고 싶은 것은 지(智)가 발현된 것이다. ‘憂ㆍ懼ㆍ樂’ 모두 이와 같다. 
하나의 정을 어찌 하나의 성에 귀속시킬 수 있겠는가? 성은 경(經)이 되고 정
은 위(緯)가 되니, 경위가 착종하여 번갈아가며 체용(體用)이 된다. 반드시 이
렇게 보아야 비로소 설명이 궁색하지 않고 모든 감정에 적용할 수 있다.339)

사단은 리 중심으로 말한 것이어서 측은(惻隱)이라고 말하는 순간 인(仁)의 
발현임을 알 수 있고, 수오(羞惡)라고 말하는 순간 의(義)의 발현임을 알 수 
있다. 사양(辭讓)ㆍ시비(是非)도 이와 같다. 리는 선하지 않음이 없고 그 체
용이 각각 정해져 있어서 조금의 어긋남도 없기 때문에 그 단서를 보면 곧바
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칠정은 기 중심으로 말한 것이어서 그냥 
‘愛’라고 하면 인(仁)의 단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惡’라고 하면 
의(義)의 단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정도 마찬가지이다.340)

편의상 정을 이루게 되는 기를 X축 위에 배열하고, 정을 이루게 되는 
리를 Y축 위에 배열하면 좌표가 형성되고, 정은 점 (x, y)로 표시된다. 위 
첫째 예문에 나와 있는 ‘기뻐함’을 예로 들어보자. ‘기뻐함’의 기를 (1, 0)
에 놓고 인의예지를 각각 (0, 1), (0, 2), (0, 3), (0, 4)에 놓으면, 부모
를 보고 기뻐하는 정은 (1, 1), 악역(惡逆)한 사람을 처벌하고 기뻐하는 

339) ≪農巖續集ㆍ四端七情說≫(卷下, 1701), 67右~左面,【以喜言之, 則見父母而喜者, 仁
之發也; 誅惡逆而喜者, 義之發也; 喜習俎豆之事者, 禮之發也; 喜分別事物是非者, 智之發也。
以欲言之, 則欲孝父母者, 仁之發也; 欲除惡逆者, 義之發也; 欲行古禮者, 禮之發也; 欲卞是非
者, 智之發也。憂、懼、樂, 亦皆倣此。此豈可專屬一性? 蓋性爲經而情爲緯, 經緯錯綜, 迭爲體
用。須如此看, 方爲活絡, 且似周盡。】
340) ≪農巖續集ㆍ四端七情說≫(卷下, 1701), 74右~左面,【四端, 主理而言, 故纔說惻隱便
見其爲仁之發, 纔說羞惡便見其爲義之發, 辭讓是非皆然。蓋理無不善, 而其體用又各有定分, 不
容差互, 故卽其端而可知其所自來也。若七情則主氣而言, 故但說愛, 未定其爲仁之端; 但說惡, 
未定其爲義之端。他情皆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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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1, 2), 제례를 익히는 것을 기뻐하는 정은 (1, 3), 시비를 분별하는 
것을 기뻐하는 정은 (1, 4)에 놓인다. 둘째 예문의 사단도 마찬가지이다. 
측은, 수오, 사양, 시비를 각각 (10, 0), (20, 0), (30, 0), (40, 0)으로 
놓으면, ‘측은’은 인(仁)과 결합했다는 명칭이기 때문에 (10, 1)에 놓이고, 
‘수오’는 의(義)와 결합했다는 명칭이기 때문에 (20, 2)에 놓이며, ‘사양’
은 예(禮)와 결합했다는 명칭이기 때문에 (30, 3)에 놓이고, ‘시비’는 지
(智)와 결합했다는 명칭이기 때문에 (40, 4)에 놓이게 된다.

김창협이 모든 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도 사단
은 배속이 정해져 있다. 또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경계하며 ‘愛ㆍ哀’는 
인(仁)과 결합하기 쉽고, ‘惡ㆍ怒’는 의(義)와 결합하기 쉽다는 것을 인정
한다.341) 하지만 이론의 골격은 어디까지나 리와 기의 자유로운 만남이다.

위 첫째 예문에서 “성은 경(經)이 되고 정은 위(緯)가 되니, 경위가 
착종하여 번갈아가며 체용(體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리와 기가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이 철학은 이발의 때
에 예(禮)를 수용하는 것이지, 미발의 어는 순간에 리와 기가 만나는 것
이 아니다. 이 점이 이이 철학과 김창협 철학의 차이점이다. 이이가 칠
정과 본성 또는 칠정과 사단을 엄밀하게 대응시킨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김창협의 ‘이기경위설’을 이황의 사칠론과 비교하면, 이황이 
말하는 ‘理發而氣隨’는 좌표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김창협도 이이와 마
찬가지로 ‘기발리승’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김창협의 지각론에 따르면, 리와 기를 결합시켜주는 
것이 지각의 기능이다. 따라서 지각 이후의 정에 대해서만 리와 기의 결
합을 논의할 수 있다. 지각이 어떤 원리에 따라 정을 형성하는 과정은, 
‘사람’이 ‘어떤 이론’에 따라 ‘인공위성’을 만드는 과정과 같다. 완성된 인
공위성 속에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원리’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
지만, 완성 전에는 리가 갖추어진 것이 아니다. 김창협의 견지에서, 이이 

341) ≪農巖續集ㆍ四端七情說≫(卷下, 1701), 674左面,【【更詳愛惡哀怒, 却難與喜欲憂懼
樂同例。蓋凡愛哀皆屬仁, 惡怒皆屬義。今若愛親屬之仁、愛君屬之義如喜欲例, 則又太拘。道
理闊大, 最忌死殺排定作一例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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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오류는 바로 미발의 마음에 리가 갖추어져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이의 이론이 틀린 것이라면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는 이황의 이
론은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이이 철학에 대한 김창협의 비판이 전해진 뒤에는 호론 측에서도 약
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칠정과 본성을 대응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고정된 
대응관계를 잃지 않으려 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사단과 칠정은 비록 하나하나 분배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로 회통하지 않은 
적이 없다. ‘愛ㆍ哀’는 인(仁)에서 발현했으니 측은에 속하고, ‘怒ㆍ惡’는 의
(義)에서 발현했으니 수오(羞惡)에 속한다. ‘喜ㆍ懼ㆍ欲’은 정해지지 않은 성에
서 발현했으니 사단에 분배할 수 없지만 인(仁)에서 발현했으면 측은에 속하
고, 의(義)에서 발현했으면 수오(羞惡)에 속하며, 예(禮)에서 발현했으면 공경
에 속하고, 지(智)에서 발했으면 시비에 속한다. …… 칠정을 총괄해서 말하면 
‘好ㆍ惡’[自註: ≪예운≫에서는 欲ㆍ惡로 칠정을 총괄했다] 두 가지에 지나지 않으며, ‘好’
는 옳다고 여기는 것이요 ‘惡’는 그르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또 ‘是非’ 하
나로 칠정을 관통하는 것이요 지(智)가 이 네 가지를 포괄하는 까닭이다.342)

위 예문에서 한원진은, ‘愛ㆍ哀’는 인(仁)에서 발현했고 ‘怒ㆍ惡’는 의
(義)에서 발현했지만 ‘喜ㆍ懼ㆍ欲’은 어떤 성에서 발현했는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이의 설명에 비하면 칠정과 본성의 대응관계
가 느슨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칠정과 사단의 대응관계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로 회통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며 ‘칠정과 사단이 별개로 
있지 않다’는 견해를 선명하고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문 하단에서 
말하고 있듯이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로 보는 한, 다시 말하면 리가 
미발의 기질에 타고 있다고 보는 한, 다시 말하면 정을 기질지성(氣質之
性)의 발현으로 보는 한, 이러한 견해를 확고히 하지 않을 수 없다.
342) ≪南塘集拾遺ㆍ農巖四七知覺說辨≫(卷6, 1717), 8右~左面,【四端七情, 雖不可一一分配, 
要亦未嘗不會通爲一也。愛哀發於仁則惻隱之屬也, 怒惡發於義則羞惡之屬也。喜懼欲之發於性未有
定也, 則其於四端, 雖亦不可分配, 然發於仁者皆惻隱之屬也, 發於義者皆羞惡之屬也, 發於禮者皆恭
敬之屬也, 發於智者皆是非之屬也。…… 七情揔而言之, 不過好惡二端,【≪禮運≫以欲惡二字, 緫結七情】
而好者卽其是之也, 惡者卽其非之也。此又是非一端通貫七情而智之所以能包四事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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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세당 비판과 호락논쟁

1698년, 김창협은 당시 우의정으로 있던 최석정(崔錫鼎: 1646~1715)에
게 절교편지를 보냈다.343) 최석정이 김수항과 송시열의 처벌을 주장했던 
오시복(吳始復: 1637~1716) 등을 서용(敍用)하라고 주청한 것이 절교편지
를 보낸 직접적인 이유지만,344) 김창흡이 최석정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대
청외교에 대한 갈등이 이 사건의 바탕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345) 김상
헌과 최명길의 갈등이 김창협 형제와 최석정의 갈등으로 재현된 것이다.

1702년,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은 이경석(李景奭: 1595∼1671)
의 비문에서, 송시열과 이경석을 올빼미와 봉황에 비유하며 이경석을 높
이고 송시열을 비하했고,346) 이 일을 계기로 이경석과 송시열의 ≪삼전도
비≫에 대한 갈등도 재현되었다. 박세당의 비문에 제일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김창흡이다. 김창흡은 박세당의 문인인 이덕수(李德壽: 1673∼
1744)에게 보낸 편지에서 박세당을 윤휴와 윤증에 이은 사문난적으로 규
정했고,347) 이것을 신호탄으로 홍계적(洪啓迪: 1680～1722) 등 관학생 
180명이 소를 올려 박세당의 처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숙종은 박세당
의 관작을 삭탈한 뒤 유배하고 그가 지은 ≪사변록≫은 학자들이 조목별
로 논파한 뒤 불태우라고 명했다.348)

대청외교에 대한 노선 차이를 배경에 두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겪
으면서 소론과 노론은 다시 갈등에 휩싸였고, 조정 밖의 인물로는 김창
협 형제가 소론의 표적이 되었다.
343) ≪農巖集ㆍ與崔右相≫(卷17) 참조.
344) ≪숙종실록ㆍ1698년 4월 18일≫ 참조.
345) ≪三淵集ㆍ與崔相≫(卷22) 참조.
346) ≪西溪集ㆍ領議政白軒李公神道碑銘≫(卷12),【銘曰: …… 恣僞肆誕, 世有聞人。梟鳳殊
性, 載怒載嗔。不善者惡, 君子何病。我銘載石, 人其來敬。】
347) ≪三淵集ㆍ與李德壽≫(卷22) 참조.
348) ≪숙종실록ㆍ1703년 4월 17일≫ 참조. 박세당은 이 무렵 7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 ≪사변록ㆍ대학≫은 1680년에 저술했고, ‘중용’ㆍ‘논어’ㆍ‘맹자’는 1687년~1689년에 저
술했는데, 10년이 지나 이때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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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변록≫을 논파하는 임무는 홍문관교리로 있던 권상유(權尙游: 
1656~1724)와 이관명(李觀命: 1661~1733)에게 주어졌다. 권상하의 
아우 권상유가 ≪사변록≫의 내용을 조목별로 비판한 ≪사변록변≫을 김
창협에게 보내 자문하자 김창협이 ≪논사변록변≫을 지어 보냈고, 다시 
수정본을 보내 자문하자 ≪재론사변록변≫을 지어 보냈다. 호론 측의 박
세당 비판이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한 김창협은 “유학의 중대사에 속하는 
일이어서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혐할 수 없다” 하고는 적극적으로 
나섰다.349)

김창협은 윤증의 문인인 박심(朴鐔: 미상∼1707)에게 보낸 편지에서 
박세당을 육구연ㆍ왕수인에게 견주며 박심의 아들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
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었고,350) 당시 좌의정으로 있으면서 최석정과 맞
서는 등 김창협과 뜻을 함께 하고 있던 이여(李畬: 1645~1718)351)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박세당을 육구연ㆍ왕수인에게 견주며 박세당의 일을 의
논했다.352)

이여는 박세당의 견해를 철저히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사변록≫ 전
서를 김창협에게 보내주었고, 병석에 있던 김창협은 문제가 특히 심하다
고 생각한 ≪사변록ㆍ중용≫의 제1장과 제12장을 필사해서 어유봉에게 
보내주며 이에 대해 철저히 논파하라 지시했다.353)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최종결과물이 ≪재론사변록변≫이다. 김창협이 ≪사변록≫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부분은 ≪중용≫ 제1장의 ‘道也者, 不可須臾

349) ≪年譜下ㆍ甲申≫(卷36), 34左面,【≪思辨錄≫卽朴世堂所著也。詆毁朱子≪四書集註≫、
≪章句≫定說, 極其悖謬。太學諸生上疏, 請痛斥。上命取其書, 令儒臣辨破, 權公主其事, 以辨說
就質于先生。先生以爲“大體雖得, 而猶未詳盡。此係斯文大事, 不可以身在局外而有所嫌避”, 遂逐
條論辨焉。】
350) ≪農巖集ㆍ答朴大叔≫(卷16, 1703) 참조. 
351) 李畬의 장남 李台鎭이 김창협의 둘째 사위이다.
352) ≪農巖集ㆍ答李子三(4)≫(卷17, 1703) 참조.
353) ≪農巖集ㆍ答魚有鳳(17)≫(卷20, 1704), 20右~左面,【樓院經說, 近復得見, 錄得≪中
庸≫兩章以去, 幸一觀如何。首章戒懼之義, 最其悖謬者, 而玉堂所辨, 尙未痛快, 欲望賢者作一
說明辨, 幸告留意。左相頃以全書送示, 令更看詳。蓋恐玉堂所辨有未盡者, 而看得他說, 雖有小
小可論, 無甚緊重。只此一義, 須更明白掊破, 不容草草, 而病難辦此, 故敢以奉託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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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也’ 부분에 대한 해석이고, 이 부분에 대한 박세당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김창협이 요약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박세당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주희는] 성(性)도 리로 해석하고 도(道)도 리로 해석했는데, 이렇게 
하면 성과 도의 내용이 같아져서 성과 도를 구분할 수 없다. 둘째, [주희는] 
앞에서 도를 “사물이 행해야 할 길”로 해석했는데 여기에서는 도를 “본성의 
덕으로서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고 해석했으니, 앞뒤 설명이 달라 일관성이 
없다. 셋째, [주희는] 도를 “본성의 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離’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다. 넷째, [주희는] 도를 “사람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고 해석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없는 사물은 없다”는 말이 있어야할 이유가 없다. 
다섯째, 경문의 “보이지 않는 것을 조심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는 말을 [주희처럼] 정시(靜時)의 공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354)

위 다섯 가지를 다시 분류하면 첫째 항은 성(性)이 무엇이냐가 중점 
사항이 되고, 둘째ㆍ셋째ㆍ넷째 항은 도(道)가 무엇이냐가 중점 사항이 
되며, 다섯째 항은 수양이론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 부분
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⑴ 인물성동이 논쟁

앞에서 김창협이 밝히고 있듯이, 박세당은 성(性)과 도(道)를 전혀 
다른 것으로 구분한다. 박세당에게는, 도(道)를 파악하는 ‘마음의 밝음’
이 곧 성(性)이고, 사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의 밝음’이 밝혀낸 법칙
이 도(道)이다. 박세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354) ≪農巖集ㆍ與權有道再論思辨錄辨≫(卷15, 1703), 26右面,【一則以爲: “言性曰理, 而
道亦曰理, 則性與道之情同而不得其辨也。” 一則以爲: “上言道曰‘事物當行之路’, 而此曰‘性之
德而具於心’, 則前與後之說異, 而不得其一也。” 一則以爲: “道爲性之德, 則不容有所謂離者
也。” 一則以爲: “道爲人心之所具, 則不容曰無物不有也。” 一則以爲: “戒愼不覩, 恐懼不聞, 
不當爲靜時工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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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란 ‘마음의 밝음’이 품수한 천리로서 태어날 때 갖추어지는 것이다. 하늘에 
밝은 리(理)가 있고 사물은 거기에 따라야하니 칙(則)이 되며, 이 리칙(理則)
을 사람에게 주면 ‘마음의 밝음’이 된다. 사람은 천리를 받아 마음에서 밝게 빛
나니 그것으로 사물의 당부(當否)를 고찰할 수 있다. 사안을 처리하고 사물에 
대응할 때, 반드시 그것에 따르고 조금도 어기지 않을 수 있다면, 사물에 행할 
때 마치 구로(衢路)처럼 사통팔달 막힘이 없어 도(道)라고 하는 것이다.”355)

“천리의 본연은 내 마음의 밝음이 되고, 걸을 때 그것[마음의 밝음]에 따르면 
도(道)가 되며, 걸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도(道)를 떠나는 것이 된다.”356)

위 두 예문에서 박세당은, 사람이 태어날 때 부여받은 이칙(理則)을 
‘마음의 밝음’으로, ‘마음의 밝음’이 파악해낸 법칙을 도(道)로 구분하고 
있다. ‘마음의 밝음’을 성(性)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性)과 도
(道)를 구분한 것이다. 아래 예문에서 다시 확인하기로 한다.

≪집주≫에서는 성이 리라고 했는데, ≪사변록≫은 이와 설명이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리가 마음에서 밝은 것이 성이다. 하늘에 있으면 리라 하
고 사람에게 있으면 성이라 하니 명칭을 어지럽히면 안 되기 때문이다.357)
 
≪집주≫에서는 “[사람과 사물이] 성ㆍ도는 같지만 기품이 혹 다르다”고 했
는데 ≪사변록≫에서는 ‘[愚智賢不肖 사이에] 기품이 다르다’는 것만 말하고 
‘성ㆍ도가 같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품이 다르
다’고 말했으니 [사람 사이에] 성(性)이 같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
다. 도(道)는 성(性)을 좇아[率性] 터득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져 

355) 朴世堂, ≪思辨錄ㆍ中庸≫(1687), 제1장,【性者, 心明所受之天理, 與生俱者也。天有顯
理, 物宜之而爲則, 以此理則, 授與於人, 爲其心之明。人旣受天理, 明於其心, 是可以考察事物
之當否矣。苟處事應物, 能必循乎此, 無或違焉, 則其行於事物也, 有通達而無阻滯譬若衢路然, 
故謂之道也。】
356) 朴世堂, ≪思辨錄ㆍ中庸≫(1687), 제1장,【天理之本然爲吾心之明，有行焉而循之則是
爲道, 其或行而不循則爲離道。】
357) 朴世堂, ≪思辨錄ㆍ中庸≫(1687), 제1장,【≪註≫謂“性爲理”，今不同, 何也? 理明于心
爲性。在天曰理，在人曰性，名不可亂故也。】



- 141 -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주희처럼] ‘성ㆍ도는 같고 기품이 다르다’고 하면, 
이 도(道)를 기품과 대비해서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오해할 것이고, 그러면 
성과 도의 구분이 어려워진다.358)

위 첫째 예문에서 박세당은 “리가 마음에서 밝은 것이 성이다”고 말
하는데, 이는 ‘마음의 밝음’을 성으로 본 것이다. 둘째 예문에서는 ‘성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이고, 도는 마음의 밝음이 밝혀내는 것
이다’고 하여 성과 도를 인식의 주체와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살펴본 박세당의 견해는, ‘마음의 밝음’을 성으로 보고, 성과 
도를 전혀 다른 것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민이승의 견해
와 동일하다. 이러한 박세당의 견해에 대해 김창협은, 다음과 같이 비판
하라고 호론 측에 제안한다.

첫 장의 첫 절은 ≪중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말씀이 너무 소략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쳤으면 합니다. “성에 대한 박세당의 
해석을 살펴보니, 말뜻이 애매모호해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분명
한 오류에 대해 지적하면] 성은 만물의 근원이지 사람만 품부한 것이 아니
다. 그래서 ≪장구≫에서 ‘천명지성’을 풀이할 때에 한사코 ‘人ㆍ物’을 아울
러 말했는데 지금 박세당은 단지 ‘사람에게 부여하였다’고 말하고 ‘物’ 자를 
빼버렸다. 이것은, 천명지성은 사람만이 지니고 있으며 동물은 여기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359)

“사람과 동물은 똑같이 리와 기를 품수해서 태어나지만, 사람은 바른 형기를 
얻어 그 본성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고 동물은 치우친 형기를 얻어 그 본성

358) 朴世堂, ≪思辨錄ㆍ中庸≫(1687), 제1장,【≪註≫言“性道雖同氣稟或異”，今但言稟氣
之異，不言性道之同, 何也? 只言稟氣之異, 則性之同也, 不言而自明。且道是率夫性而得，非
有生之初與生俱者也。若曰“性道同而氣稟異”，則是道也又將與氣稟對立，疑乎受之於天, 然則
性與道之辨，亂矣。】
359) ≪農巖集ㆍ與權有道論再論思辨錄辨≫(卷15, 1703), 25右~左面,【此是≪中庸≫第一
義, 而辨語尙似草草。今欲略添修曰: “按某所解性字, 語意䵝昧, 有未可曉者, 而性者, 萬物之一
源, 非人之所獨得也。故≪章句≫解天命之性, 必兼人物而言; 今某只言‘授與於人’, 而遺却物
字。是, 天命之性人獨有之, 而物不得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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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까닭은 오직 여기에 있기 때
문에 ‘[차이가] 적다’고 말한 것이다.” ≪집주≫는 이러한 의미를 설명한 것
이고 설명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세당은 곧장 “그 성이 같지 않다”
고 말하니,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적다”고 말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360)

위 첫째 예문에서 김창협은, ‘박세당은 천명지성을 사람만이 품수했고 
동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고 보는 김창협의 견해와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다르
다고 보는 박세당의 견해는 둘째 예문에서도 대조를 이룬다. ≪맹자≫의 
한 구절,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적은데 서민은 이것을 버리고 군자
는 이것을 보존한다”361)에 대해 김창협은 본성은 같지만 본성을 실현하
는 능력이 다르다고 풀이했고, 박세당은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오로
지 그 본성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적다’는 말의 의미이다”362)고 
설명했다. 김창협의 비판대로, ‘사람의 성과 동물의 성은 다르다’는 것이 
박세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집주≫에서는 성을 말할 때 사람과 동물을 아울러 말했는데 ≪사변록≫에
서는 동물을 빼고 사람만 말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동물에게도 성이 있
지만, 동물의 성은 사람과 달라서 ‘오상의 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동물을 
아울러 말한 것은 ≪중용≫의 뜻이 아니다.363)

≪집주≫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각각 본성의 본래 그러함을 따른 것이 도
(道)라고 했는데 ≪사변록≫에서는 사람만 말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

360) ≪農巖集ㆍ與權有道論再論思辨錄辨≫(卷15, 1703), 18右面,【人物之生, 同氣同理, 而
人則得形氣之正而能全其性, 物則得形氣之偏而不能全其性。所以異者, 只在於此, 故曰幾希。
≪集註≫發明此意, 盡矣。今直言其性不同, 則殆無以見幾希之意矣。】
361) ≪孟子≫ 8:19,【孟子曰: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362) ≪思辨錄ㆍ孟子≫,【人、物之所以異者，獨其性不同故耳。此, 所謂幾希也。】
363) 朴世堂, ≪思辨錄ㆍ中庸≫(1687), 제1장,【≪註≫言性兼人物，今去物而獨言人。何也? 
雖物亦有性，但其爲性也，與人不類，無以稱乎五常之德。兼言物，非≪中庸≫之指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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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에서는 사람만 말하고 동물은 말하지 않았다. ≪중용≫이라는 책은 사
람을 가르치는 책이지 동물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사람은 가르칠 수 있지
만 동물은 가르칠 수 없고, 사람은 도(道)를 알 수 있지만 동물은 도(道)를 
알 수 없다.364)

위 첫째 예문에서 박세당은 “동물에게도 성이 있지만, 동물의 성은 
사람과 달라서 ‘오상의 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사람과 동
물은 본성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주희가 정(情)의 소이연을 성으로 
보고, ‘사람과 동물이 똑같이 부여받는 것이 천명지성이다’365)고 말한 것
과는 대조적이다. 둘째 예문에서는 박세당이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다르
다고 보는 이유가 행간에 드러나 있다. 둘째 예문에 의하면 동물은 본연
지성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도를 파악할 수도 없다. 박세당에게는 도를 
파악하는 능력, 곧 ‘마음의 밝음’이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은 본연
지성이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박세당이 말하는 ‘마음의 밝음’은 이성(理性)을 가리킨다. 누가 봐도 
사람과 동물은 사유능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
은 없다. 따라서 만약 이성을 사람의 본성으로 본다면, 사람과 동물은 
본성이 다르다고 말해야 한다. 사람은 오로지 이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 박세당의 일관된 견해임을 알 수 있다.

김창협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유판단은 지각일 뿐이고 
사유판단의 근거를 본성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의 본연지성은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린 자식을 보호하려는 욕구와 행위에 인(仁)이
라는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면, 그 인(仁)은 사람에게도 인(仁)이고 동물
에게도 인(仁)이다. 인(仁)을 실현하는 능력은 달라도 사람과 동물의 본
연지성은 똑같은 것이다. 본성을 지각의 준칙으로 보면 사람과 동물의 본
성은 같다고 말해야 한다. 김창협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64) 朴世堂, ≪思辨錄ㆍ中庸≫(1687), 제1장,【≪註≫言“人物各循其性之自然爲道”，今亦
但言人者, 何也? ≪中庸≫言人而不言物。夫≪中庸≫之爲書也，以敎人而非以敎乎物。人可敎
也，物不可敎; 人能知道，物不能知道也。】
365) ≪中庸章句≫ 제1장,【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 所謂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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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靈)이 있는 동물[蠢動]은 모두 불성이 있다”, 이 말의 잘못은 바로 지각
을 가지고 성이라고 말하는 데에 있다. 리로서 말하면 만물이 똑같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품수한 것의 편전(偏全)으로 말하면 사람과 동물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만약 편전(偏全)을 논외로 하고 ‘얻어서 성으로 삼
는 것은 모두 이 리(理)이다’고 한다면, 정신이 있는 동물뿐만 아니라 정
(情)이 없는 식물도 마찬가지이다. 불가에서 불성을 말하면서 금수까지만 포
함시키고 초목까지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는 바로 지각을 성으로 여겼기 때
문이다.366)

위 예문에서는 ‘식물에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서는 논점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동물은 배제하고 말하기로 한다. 위 예
문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고 식물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것이 불
교 측의 견해이다. 이에 대해 김창협은 ‘사람과 식물의 본성은 똑같다’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지각[靈]을 본성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과 식물의 본성
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지각과 본성을 구분할 줄 안다면 사람과 식물은 본
성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김창협의 견해이다. 김창협이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고 보는 이유를 여기에서 알 수 있다. 본성은 지각의 
준칙이기 때문에 사람, 동물, 식물의 구분 없이 동일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인물성동이론에 대한 오해이다. 예
문에서 김창협은 “품수한 것의 편전(偏全)으로 말하면 사람과 동물이 어
찌 같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구절을 ‘인성물이론’으로 오해한다.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구절과 
인물성동이론은 아무 상관이 없다. ‘편전(偏全)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
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예문의 “리로서 말하면 만물이 똑같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말도 인물성동이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

366) ≪農巖集ㆍ雜誌≫, (卷32, 1706), 45左面(2:101),【“蠢動含靈, 皆有佛性”, 此語之誤, 
正在於以知覺言性。蓋以理言之, 萬物雖同出一原; 而其所賦之偏全, 則人與物, 何可同也? 若無
論偏全而謂其所得以爲性者同此一理也, 則不獨含靈之物, 而雖植物之無情, 亦固然矣。今其說, 
止於禽獸而不能通乎草木者, 正亦以知覺爲性故耳。】



- 145 -

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 인물성동
이론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무엇을 본성으로 삼느냐’의 문제이다.

≪중용≫ 1장의 집주는, 만물이 생겨날 때 각각 오성(五性)을 다 가지고 있
으니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
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태어날 때는 분명 하나의 리
를 얻어서 태어나지만, 성을 이루고 나면 편전의 다름이 없을 수 없습니다. 
…… 이것이 어찌 천명이 균등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기에 통색(通塞)이 
있어서 리 또한 그에 따라 편전이 있는 것입니다.367)

위 예문은 김창협이 28세 때 송시열에게 올린 문목이다. 여기에서도 
김창협은 ‘사람과 동물이 태어날 때는 똑같은 리를 품수한다’는 말과 ‘성
을 이루고 나면 편전의 다름이 없을 수 없다’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만년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인물성동이론과는 별 상관이 
없는 진술들이다.368) 김창흡, 어유봉, 김원행, 오희상, 홍직필 등 김창협 
철학의 계승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기에는 ‘동론’이냐 ‘이론’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369) 지(智)와 지각에 대한 견해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동론’이냐 ‘이론’이냐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김창협이 지
(智)와 지각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된 것은 1689년의 일이고, 그 이전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적용하기가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김창협이 호론 측에, ‘동론(同論)의 견지에서 
이론(異論)을 논파하라’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인물성동이론이 이 이전
367) ≪農巖集ㆍ上尤齋中庸疑義問目≫(卷12, 1678), 18左面,【此謂‘萬物之生各全五性, 更
與人無別’耶? 抑恐有不然者。人物之生, 固同得一理以生; 然旣成性矣, 不能無偏全之殊。…… 
此豈天命之不均哉? 亦其氣有通塞, 而理隨以偏全耳。】※ 많은 연구자들이 첫 문장을 ‘질문’
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만물이 오성을 품부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
가 없다’는 말을 겸양의 어기로 표현한 수사의문문이다.
368) 많은 연구자들이 이 글을 ‘異論’으로 해석하고, 김창협을 아예 ‘異論’으로 보는가 하
면, 초년과 만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김용헌, ｢농암 김
창협의 인물성론과 낙학｣(인성물성론, 한길사, 1994) 참조. 이러한 논의는 접근방식에서
부터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369) 김용헌, ｢농암 김창협의 인물성론과 낙학｣(인성물성론, 한길사,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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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세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창협이 짜낸 
대립구도가 인물성동이론이고, 호락논쟁에서의 인물성동이론은 여기에서 
촉발된 것이다. 김창협의 제안에 대해 호론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는
가? 김창협의 일방적인 기대와는 달리 호론 측에서는 이론(異論)으로 답
했다. 어떤 점에서는 김창협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박세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원진은 다음과 같이 동론(同論)을 비판한다.

사람과 동물의 성은 결코 같지 않다. 다만 형기(形氣)를 배제하고 그 리만을 
이야기하면 같지 않음이 없다. …… 그러나 이른바 ‘인의예지신’이라는 것은 
그 기에 따라서[因其氣] 그 리에 이름을 붙인 것이지, 본래 형기(形氣)를 배
제하고 말한 것이 아니다. 어찌 초목ㆍ금수에 대해, ‘모두 오상의 온전한 덕
을 갖추었다’는 말을 끌어다가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
겠는가?370)

동물의 지각은 그 기가 조탁(粗濁)한 오행을 얻은 것이니 그 리도 조탁(粗
濁)한 리를 얻을 뿐이다. 그 리가 없던 적은 없지만 인의예지라고 할 수가 
없다. 사람의 지각은 그 기가 정영(精英)한 오행을 얻은 것이니 그 리도 인
의예지가 되고 지각의 발현도 모두 인의예지의 용(用)이다.371)

위 첫째 예문은 김창협이 송시열에게 올린 ≪중용≫ 문목을 표적으로 
세워두고 한원진이 논평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한원진은 초목ㆍ금수의 
성이 사람의 성과 같다고 보는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사람
과 동물의 성은 결코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금수와 
사람은 형기(形氣)가 엄연히 다르고 형기(形氣)를 배제하고는 인성과 물
성의 동이(同異)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세당은 ‘사람과 동

370) ≪南塘集ㆍ擬答李公擧≫(卷11, 1715), 42右~左面,【人物之性, 决然不同。但掉了形氣
而專言其理, 則亦無不同。…… 然所謂仁義禮智信者, 乃因其氣而名其理者, 則本非掉脫形氣而
言者也。安得以草木禽獸爲皆具五常之全德而謂與人無不同也?】
371) ≪南塘集ㆍ論性同異辨≫(卷29, 1711), 9右面,【物之知覺, 其氣得五行之粗濁者, 故其
理只得爲粗濁之理。雖未嘗無其理, 亦不可謂仁義禮智也。人之知覺, 其氣得五行之精英者, 故
其理爲仁義禮智, 而知覺之發見者, 莫非仁義禮智之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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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본연지성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한원진은 ‘사람과 동물은 기질지성
이 다르다’고 말한다. 둘째 예문에서는 ‘지각의 다름’으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김창협은 앞에서 본성은 지각의 준칙임을 근거로 
인성과 물성의 같음을 주장했는데, 한원진은 위 예문에서 지각은 본성의 
용(用)임을 근거로 인성과 물성의 다름을 주장하고 있다. 본성을 지각의 
준칙으로 보면 동론(同論)이 될 수밖에 없고, 지각을 기질지성의 발현으
로 보면 이론(異論)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과 동물은 기질지성이 다르다’는 호론 측 주장 속에는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역설이 함의되어 있다. ‘늑대소년’과 ‘늑대’는 겉
모습은 달라도 행위 양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늑대소년’과 ‘늑
대’ 사이에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늑대소년’에게는 윤리를 가르칠 수 
있지만 ‘늑대’에게는 윤리를 가르칠 수 없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과 
동물은 기질지성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성’을 사람의 본성으로 보면, 인간과 동물은 사유능력에 현저한 차
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인간과 동물은 본연지성이 다르다’고 말하
게 된다. 식욕, 성욕 등 ‘본능적인 욕구’를 사람과 동물의 핵심적인 특징
으로 보면, 사람에게는 예를 가르칠 수 있지만 동물에게는 예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서 ‘사람과 동물은 기질지성이 다르다’고 말하게 
된다. 한편 ‘지각의 준칙’을 본성으로 보면, 사람에게든 동물에게든 원리
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해서 ‘사람과 동물은 본연지성이 같다’
고 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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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본성의 의미

≪중용≫의 ‘道也者, 不可須臾離也’에 대한 박세당의 해석을 통해서 성
(性)과 도(道)에 대한 그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김창협
의 비판을 통해서 성(性)과 도(道)에 대한 김창협의 견해도 확인할 수 있
다. 김창협은 대체로 주희의 글을 인용하여 박세당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
에 여기에 김창협의 견해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여 김창협의 ‘본성’ 개념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不可須臾離’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不可’를 ‘―할 수 없
다’는 의미로 보아 ‘도는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주희는 ‘不可須臾離’를 ‘잠시도 벗어날 수 
없다’로 해석하고, 이러한 의미를 ≪집주≫ 1:1에서는 ‘當行之路’로, ≪집
주≫ 1:2에서는 ‘當行之理’로 설명했다.372) ‘當行之路’는 ‘걷게 되어 있는 
길’, ‘當行之理’는 ‘행하도록 되어 있는 리’의 의미로, ‘不可須臾離’를 ‘잠
시도 벗어날 수 없다’로 해석한 것과 호응을 이룬다. 여기에서 ‘當’은 ‘―
하게 되어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不可’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 ‘도는 어기면 안 된
다’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 ‘不可’에 대한 해석에 상응해서 ‘當行之
路’도 ‘마땅히 걸어야할 길’, 다시 말하면 ‘이유 불문하고 행해야할 정언
명령’으로 해석한다. 박세당은 주희의 견해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도’
를 ‘반드시 따라야할 정언명령’으로 해석한다.

사람은 본래 잠시도 리를 어기면 안 되는 것이니, 잠시도 리를 떠나면 안 되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집주≫에서는 성을 말할 때도 리라고 하고 도
를 말할 때도 리라고 했는데, 이러면 성과 도의 내용이 같아져서 분별할 수
가 없다. 앞에서는[集註 1:1] 도에 대해 “천성의 본래 그러함을 따르니 각각 

372) ≪中庸章句≫ 1:1,【人物各順其性之自然, 則其日用事物之間, 莫不各有當行之路。是則
所謂道也。】; ≪中庸章句≫ 1:2,【道者, 日用事物, 當行之理, 皆性之德而具於心, 無物不
有、無時不然, 所以不可須臾離也。若其可離, 則豈率性之謂哉!】



- 149 -

‘마땅히 걸어야할 길’이 있지 않음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集註 1:2] 
도에 대해 “성의 덕으로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고 했으니, 이는 앞뒤 주장이 
맞지 않는 것이다. …… “성의 덕으로서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이것
은 따르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어서 본래 ‘도’라는 명칭을 붙이면 안 
된다. ……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도 ‘길’이라고 할 수 있는가?373)

박세당은 위 예문 첫 문장에서 ‘不可須臾離’를 ‘잠시도 떠나면 안 된
다’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도’에 대한 주희의 주석인 ‘當行之路’[集註 
1:1]도 주희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땅히 걸어야할 길’로 해석했다. 하지
만 ≪집주≫ 1:1을 이렇게 해석하면 곧바로 ≪집주≫ 1:2와 상충하게 된
다. ≪집주≫ 1:2에서는 “성의 덕으로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서 ‘잠시도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은 모순이다. 박세당의 주희 비판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를 ‘잠시도 떠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박세당의 견지에서
는, 예문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라고 할 수가 없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박세당에게 ‘성’은 
‘내 마음의 밝음’이고, ‘도’는 ‘내 마음이 밝혀낸 것으로, 사물이 마땅히 
따라야할 정언명령’이다. 이에 대해 김창협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도와 성은 본래 하나의 리이다. 다만 본연지체(本然之體)가 마음에 갖추어지
는 것을 가리켜 성이라 하고, 당연지용(當然之用)이 만사(萬事)에 행해지는 
것을 가리켜 도라고 한다. 이것이 도와 성의 구분이다. …… 어찌 이것이 박
세당의 견해처럼 판연히 다른 별개의 것이겠는가? 이와 같다면, 도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천리의 본래 그러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자신
의 뜻대로 대뜸 안배(安排)해서 만들어낸 것이 된다. …… ‘하늘이 명한 성을 
그대로 따르면 어떤 사안과 대상에 대해서든 당연불역지리(當然不易之理)가 

373) 朴世堂, ≪思辨錄ㆍ中庸≫(1687), 제1장,【人固不可於斯須之間，或悖乎理，則見其不
可於斯須之間，乍離夫道。…… 夫言性也而曰理, 言道也而亦曰理, 是性與道之情同而不得其辨
也。上之言道曰“循天性之自然，則日用之間，莫不各有當行之路”; 此之言道曰“性之德而具於
心”。是前與後之說異，而不得其一也。…… 若謂之“性之德而具於心”, 則卽非循也，又非行也，
固不可以復有乎道之名也。…… “具於心”者，尙可謂之路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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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이것이 바로 고금의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걷는 것으로서 길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374)

예문에서 김창협은 박세당의 견해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비판하고 
있다. 첫째, 성은 본연지체(本然之體)이고 도는 당연지용(當然之用)으로, 
성과 도는 별개의 것이 아닌데 박세당은 성과 도를 전혀 다른 것으로 보
았다. 둘째, 도는 사람이 근거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박세
당은 도를 사람이 안배해 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 두 가지는 박세당 자
신이 적극 주장하는 내용이다. 김창협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의도는 뒤에
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김창협은 예문에서 ‘도’를 ‘당연불역지리’로(當然不易之理)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주희의 글을 인용한 것이어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
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온 바에 따르면 주희는 지각을 본성의 용(用)
으로 보고, 김창협은 지각과 본성을 리와 기로 나누어 본성을 ‘지각의 
준칙’으로 본다. 용어가 같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같을 수가 없다. 이 점
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주희가 이 말을 사용한 맥락
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도(道)는 성(性)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성이 있지 않는 곳이 없으니 도가 
있지 않는 곳도 없다. 크게는 부자ㆍ군신 관계로부터 작게는 동정(動靜)과 
먹고 쉬는 일에 이르기까지 인력(人力)을 빌리지 않아도 당연불역지리(當然
不易之理)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도이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걷는 것으로 천지에 가득 차 있고 고금(古今)을 
관철(貫徹)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까운 곳에서 취하면 ‘내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375)

374) ≪農巖集ㆍ與權有道再論思辨錄辨≫(卷15, 1703), 26右~左面,【夫道之與性, 本一理
也。但以其體之本然而具於一心者言之則曰性, 其用之當然而行於萬事者言之則曰道。此, 二者
之所由分也。…… 夫豈判然離絶, 各爲二物, 如某之見哉! 如此, 則所謂道者, 初不出於天理之
自然, 而只是人以己意, 旋安排出來也。蓋曰“自天命之性而循之, 事事物物, 莫不各有當然不易
之理, 是乃古今人物之所共由, 猶道路然也”。】 
375) ≪中庸或問≫, 제1장,【蓋所謂道者率性而已。性無不有, 故道無不在。大而父子君臣, 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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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본래 ‘이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칠 수 없는 것’[所當然而不容
已]이 있지만, 또한 ‘이렇게 만드는 것[所以然]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니, 
‘이렇게 만드는 것’이 리이다. 리는 이처럼 ‘바뀔 수 없는 것’[不可易]이다.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모두 ‘깜짝 놀라며 측은해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이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칠 수 없는 것’이다. 하
지만 ‘이렇게 만드는 것’[所以然]이 무엇이냐? 반드시 ‘바뀔 수 없는’[不可
易] 리가 있는 것이다.376) 

위 첫째 예문이 김창협이 인용한 주희의 글이다. 박세당의 주희 비판에
서 보았듯이, 또 예문의 “인력(人力)을 빌리지 않아도”라는 말이 설명해주
듯이, 그리고 예문 하단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주희에게 ‘도’는 ‘마음에 갖
추어져 있는 것’이다. ‘도’와 ‘도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와 ‘도심’이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희는 이 글 앞에서도 부모
에 대한 사랑, 형에 대한 공경 등을 ‘소당위’(所當爲) 곧 ‘도’로 설명했
다.377) 그런데 주희 철학에서 ‘이런 마음’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문에서는 이것을 다시 ‘不易’으로 
설명했다. 요컨대 예문의 ‘당연불역지리’(當然不易之理)는 어떤 사태를 만
나면 ‘어김없이’[不易] ‘이러한 마음에 이른다’[當然]’는 의미이다.

둘째 예문은 설명이 더 명확하다.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측은지심이 일어나기 마련이어서 ‘측은지심’을 ‘소당연이불
용이’(所當然而不容已)로 설명했고, 이런 사태를 만났을 때 ‘반드시’ 그
리고 ‘오로지’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것은 리가 이러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서 이 리 곧 인(仁)을 ‘소이연이불가역’(所以然而不可易)으로 설명했
다. 그래서 주희 철학에서는 ‘성’과 ‘도’를 각각 ‘소이연이불가역’(所以然
而動靜食息, 不假人力之爲而莫不各有當然不易之理, 所謂道也。是乃天下人物之所共由, 充塞
天地, 貫徹古今, 而取諸至近則常不外乎吾之一心。】
376) ≪朱子語類≫ 18:94,【凡事固有所當然而不容已者, 然又當求其所以然者何故, 其所以然
者理也。理如此固不可易。又如人見赤子入井, 皆有怵惕惻隠之心。此, 其事所當然而不容已者
也; 然其所以如此者, 何故? 必有个道理之不可易者。】
377) ≪朱子語類≫ 18:91,【或問: “理之不容已者, 如何?” 曰: “理之所當爲者, 自不容已。孟
子最發明此處, 如曰‘孩提之童無不知愛其親, 及其長也無不知敬其兄’, 自是有住不得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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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不可易)과 ‘소당연이불용이’(所當然而不容已)로 정식화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온 바에 따르면 김창협은, 측은지심을 도(道)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道)에 의거할 때 비로소 측은지정이 일어나는 것
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소이연’으로서의 리를 철저히 부정한다. 이곳 
박세당 비판에서도, 김창협은 앞에서 살펴본 주희의 글을 편집해서, 도
(道)에 대한 설명인 “인력(人力)을 빌리지 않아도”, “마음에 갖추어져 있
다” 등의 표현을 ‘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꾸어놓았다.378) 이러한 편집 의
도를 고려하면, 박세당에게 ‘도’는 마음 밖에 있는 것이듯이 김창협에게
도 ‘도’는 마음 밖에 있는 것이다. 단지 박세당처럼 성과 도를 인식주체
와 인식대상으로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 김창협이 비판하는 실내용이
다. 비록 어떤 의미인지 판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편집을 해놓았지만, 
‘도’가 ‘만사에 행해지는 것’이듯이 성 또한 ‘마음에 갖추어지는 것’이지,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379)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김창협
이 ‘당연불역지리’(當然不易之理)를 ‘당연지칙이불가역’(當然之則而不可
易)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희 
철학에서 ‘불가역’은 ‘소이연’의 기능이지 ‘당연지칙’의 기능이 아니다.

지각의 공로는 감조(鑑照)를 운용할 줄 아는 데에 있으니 그 묘함은 예측할 
수 없고, 지(智)의 공로는 분별에 조리(條理)가 있게 하는 데에 있으니 그 
[대응]규칙은 바뀔 수 없다[其則不可易].380)

자네는, “…… 시비의 리를 제대로 알게 해서 ‘확정불역’(確定不易)에 이르게 
하는 것은 지(智)가 하는 일이다”고 했네.381)

378) ≪農巖集ㆍ與權有道再論思辨錄辨≫(卷15, 1703), 27左面,【且所謂“性之德而具於心”
者, 以道之本體, 不假人力而自然者言也。】※ ‘道之本體’는 ‘性’을 가리킨다.
379) ≪農巖集ㆍ與權有道再論思辨錄辨≫(卷15, 1703), 26左面,【然卽其本然之體而便有當
然之用, 故其行於萬事者, 乃其具於一心者耳。夫豈判然離絶, 各爲二物, 如某之見哉!】 
380) ≪農巖集ㆍ與李同甫≫(卷13, 1706), 37右面,【知覺之功, 在鑑照能運用, 其妙不可測; 
智之功, 在分別有條理, 其則不可易。】
381) ≪芝村集ㆍ與金道以≫(卷13, 1697), 38左面,【蓋哀“以見其是非而覺其爲是非者, 謂之
心; 知是非而是非之者, 謂之情; 至於所以眞知是非之理而確定不易者, 謂智之所爲“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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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첫째 예문은 김창협이 1706년에 이희조에게 보낸 편지로, 자신의 
지각론을 세웠던 1689년의 일을 회고하는 내용이다. 그 때부터 이미 조
리(條理)를 ‘불가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리(條理)를 판별의 기준으로 
삼을 때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其則不可易’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물이 녹으면 얼음이 되는 것’,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면 부산에 
도착하는 것’ 등은 정해져 있는 법칙이다. ‘其則不可易’은 이러한 의미이
다. 둘째 예문은 1697년에 김시좌가 이희조에게 한 말이다. 예문에서 김
시좌는 ‘마음’과 ‘성’을 확연히 분리하고, ‘어김없이 확정된 결론에 이르
게 하는 것’이 지(智)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智)가 ‘마음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발상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예문을 참고하면, 
김창협은 ‘당연불역지리’(當然不易之理)를 ‘당연지칙이불가역’(當然之則
而不可易)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당연지칙’에 의거할 때 비
로소 ‘불가역’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김창협 이전에 ‘불가역’을 ‘당연지칙’의 기능으로 본 유학자는 정도전
이다. 정도전은 리는 “당연지칙으로서 그 결과를 바뀌지 않게 하는 것”
(所以爲當然之則而不可易)382)이라 하여, ‘불가역’을 ‘당연지칙’의 기능으
로 보았고 ‘소이연’으로서의 리는 철저히 부정했다. 아래 예문은 그 의미
를 잘 보여준다.

유학에서의 “온갖 변화에 반응한다”는 것은, 사물에 접해서 마음이 반응할 
때 당연지칙에 따라 제재하고 처리하여 대응주체로 하여금 적절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들 된 자로 하여금 반드시 효를 행하게 하고 적(賊)을 
행하지 않게 하며, 신하된 자로 하여금 반드시 충을 행하게 하고 난(亂)을 
행하지 않게 한다.383)

정도전의 활동 시기로부터 100년쯤 뒤에, “當然之則而不可易”을 다시 

382) 鄭道傳, ≪佛氏雜辨ㆍ佛氏作用是性之辨≫,【凡所以爲當然之則而不可易者, 是理也。】
383) 鄭道傳, ≪佛氏雜辨ㆍ儒釋同異之辨≫,【然所謂酬酢萬變者, 其於事物之來, 此心應之, 各因
其當然之則, 制而處之, 使之不失其宜也。如有子於此, 使之必爲孝而不爲賊, 有臣於此, 使之必爲忠
而不爲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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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학자가 명나라의 나흠순이다. 나흠순은 ≪곤지기≫를 시작하자마
자 마음과 본성을 확연히 분별하고,384) 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욕구는 본래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에, ‘막을 수 없는 필연’(必然而不
容已)의 요소도 있지만, 또한 ‘반드시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할 수 있는’(當然
而不可易) 요소도 있다. [욕구는] 막을 수 없는[不容已] 것이라지만 그것을 
당연지칙(當然之則)에 맞게 하면 어디로 흘러간들 선이 아니겠는가? 감정과 
욕망을 제멋대로 놓아두고 반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것이다. 선배 
유학자들 대부분이 인욕을 제거하라고, 인욕을 끊으라고 말한다. 욕망이 제
멋대로 흐르지 않게 하는 방식은 엄하지 않을 수 없다지만, 그 말이 한 쪽으
로 너무 치우쳤다. 욕구와 희노애락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희노애락을 
어찌 제거할 수 있단 말인가?385)

위 예문에서 나흠순은 인간의 감정을 ‘必然而不容已’로, 그러한 감정
을 조절하는 윤리법칙을 ‘當然而不可易’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문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서의 ‘당연’은 ‘도심’이 아니라 ‘당연지칙’이고, ‘당연지칙’은 
물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제방과 같은 역할로 묘사되고 있다. 
위 예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감정은 제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예문의 ‘인욕을 제거하라’는 말은 ‘기질을 변화시키라’는 의미인데 나흠
순을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 ‘불가역’을 ‘당연지칙’의 기능으로 본다는 것
은 오로지 이발에서의 변화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
서는 기질변화론이 불가능하다. 김창협의 견해도 정도전, 나흠순과 같다.

허령한 지각의 예측할 수 없는 신묘(神妙)함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갖추게 

384) 羅欽順, ≪困知記≫ 1:1,【夫心者, 人之神明; 性者, 人之生理。理之所在謂之心, 心之所
有謂之性, 不可混而爲一也。…… 此, 心性之辨也。二者初不相離而實不容相混。精之又精, 乃
見其眞, 其或認心以爲性, 眞所謂差毫釐而謬千里者矣。】
385) 羅欽順, ≪困知記≫ 2:14,【夫人之有欲, 固出於天, 蓋有必然而不容已, 且有當然而不可
易者。於其所不容已者而皆合乎當然之則, 夫安徃而非善乎? 惟其恣情縱欲而不知反, 斯爲惡
爾。先儒多以去人欲、遏人欲爲言。蓋所以防其流者, 不得不嚴, 但語意似乎偏重。夫欲與喜怒
哀樂, 皆性之所有者, 喜怒哀樂又可去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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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리의 적확한 준칙(準則)이 성이다. 그래서 유가의 학문에서는 궁리ㆍ격
물에 힘써 반드시 이 성(性)을 알고자 한다. 이 성(性)을 안 다음에야 사물
에 대응할 때, 이루어주는 방법이 있게 되어 조금의 착오도 없게 된다. 석씨
(釋氏)는 성의 당연(當然)을 알지 못하고 이 마음의 영각(靈覺)만을 귀하게 
여겨 사물을 물리치고 노두(路頭)를 끊어 광명(光明)을 구한다. 마음이란 본
래 밝은 것이니 오래도록 힘쓰는데 어찌 광명(光明)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준칙이 없는 밝음이어서 사물에 대응할 때 전도(顚倒)ㆍ착란
(錯亂)이 일어나 그다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것이 유교와 불교의 차이
점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과 본성의 구분을 알아야 유교와 불교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했다.386)

위 예문에서 김창협은 ‘준칙’(準則)의 유무로 유교와 불교를 구분한다. 
그리고 ‘준칙’은 다시 ‘당연’(當然)이란 말로 묘사되고 있다. 이 두 용어를 
합치면 ‘본성’은 ‘당연지칙’(當然之則)으로 정의되고, ‘당연지칙’의 의미는 
예문에서 ‘결과에 착오가 없게 해주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당연지칙이
불가역’(當然之則而不可易)을 그대로 풀어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문에서 김창협은 본성과 마음을 리와 기, 준칙(準則)과 영각(靈覺)
으로 확연히 구분하고 있다. ‘도심’과 ‘도’를 일치시키는 발상이 개입할 
수 없고, 따라서 주희가 말하는 ‘도심’도 김창협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예
문에서 말하고 있는 ‘준칙 없는 밝음’과 다를 바 없다. ‘당연지칙이불가
역’(當然之則而不可易)은 김창협의 핵심 주장인 ‘지각은 본성의 용(用)
이 아니다. 본성은 마음의 준칙이다’를 달리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세당은 본성을 ‘마음의 밝음’으로 보기 때문에, ‘도’를 뜻하는 ‘當行
之路’를 ‘마음의 밝음이 밝혀낸, 마땅히 걸어야할 길’, ‘이유 불문하고 당
연히 실천해야 하는 정언명령’으로 해석했다. 주희는 본성을 ‘도심’의 ‘소

386) ≪農巖別集ㆍ魚有鳳錄≫(卷3), 3左~4右面(제8항, 1695),【虛靈知覺神妙不測者, 心
也; 此心所具之理, 準則的確者, 性也。故儒者之學所以汲汲於窮格者, 必欲知此性也。知此性, 
然後應事處物, 各有成法, 無毫釐差。若釋氏, 則不知性之當然, 而徒以此心靈覺爲貴, 屛去事物, 
絶斷路頭, 以求其光明。心者, 本是光明底物事, 用力之久, 安得不光明? 雖然, 是‘無準則’底光
明, 故於應接處, 顚倒錯亂, 專不得力。此, 儒釋所以不同處。吾故曰‘知心性之分, 然後可以辨儒
釋之異。’ 古人曰‘聖人本天, 釋氏本心’, 正謂此也。】



- 156 -

이연’으로 보기 때문에, ‘當行之路’를 ‘인력(人力)을 빌리지 않아도 걷기 
마련인 길’의 의미로 사용했다. 이에 반하여 김창협은 소이연으로서의 
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체(體)로서의 성과 용(用)으로서의 도
를 모두 ‘불가역’의 ‘당연지칙’으로 보고, ‘當行之路’를 ‘어떤 목표지점에 
이르게 해주는 길’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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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미발 논쟁

지각 논쟁은 김창협이 일으킨 논쟁이지만, 미발 논쟁은 김창협 이전부
터 지속되어온 논쟁이다. 김창협이 활동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김창협과 
민이승이 논쟁하고 있을 때 송시열의 문인인 김간(金榦, 1646∼1732)과 
조성기(趙聖期, 1638~1689)의 조카인 조정강(趙正綱, 1666∼미상)이 미
발을 주제로 논쟁하고 있었고, 몇 년 뒤 노론 측에서 박세당의 ≪사변록≫
을 비판할 때에도 김간과 김재해가 논쟁하고 있었다.387) 이이와 성혼의 
논쟁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미발 논쟁에 김창협이 개입함으로써 삼파전을 
띠게 되는데, 김창협의 박세당 미발론 비판도 이 연장선에 있다. 여기에서
는 미발 논쟁의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송시열의 복괘 해석을 살펴보
고, 이어서 김창협의 미발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송시열의 복괘 해석

미발에 대한 견해 차이는 복괘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미발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복괘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장
재, 정이, 주희의 복괘 해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송시열의 견해를 
확인하기로 한다.

음양이 줄고 느는 것으로 열두 달을 나타낸 소식괘(消息卦)는 괘 하
나가 한 달을 나타내고 이것을 12지에 맞게 배열하면 복(復), 임(臨), 
태(泰), 대장(大壯), 쾌(夬), 건(乾), 구(姤), 돈(遯), 비(否), 관(觀), 박
(剝), 곤(坤)이 된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아직 불선(不善)이 싹
트지 않은 곤괘를 미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선함이 싹트기 시작하는 복
괘를 미발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곤괘를 미발로 보는 대표적인 인물
이 장재(張載, 1020~1077)이고 복괘를 미발로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 
정이(程頤, 1033~1107)이다.
387)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 158 -

장재의 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곤괘는 제1효부터 제6효까지 모두 음
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곤괘가 시작되는 입동 때 제6효는 순전한 양이다. 
그러나 입동이 되자마자 제6효가 양에서 음으로 0.00…01만큼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제6효도 음으로 표시한다. 복괘는 제1
효를 양으로 표시하지만 복괘가 시작되는 대설 때 제1효는 순전한 음이
다. 그러나 대설이 되자마자 제1효가 음에서 양으로 0.00…01만큼 변화
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제1효를 양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곤괘가 순음(純陰)인 것은 곤괘(입동~소설‖소설~대설)
가 끝나는 0.00…01초 동안이다. 순음이란 이념으로만 존재하지만, 장재
는 이 순간의 순음을 무위(無爲)ㆍ지정(至靜)으로 보고 이것을 유위(有
爲)ㆍ동(動)의 근원으로 삼는다. 장재가 미발과 이발이라는 용어로 자신
의 철학을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사려가 싹트지 않은(思慮未萌) 지정(至
靜)을 순선(純善)으로 본 것은 곤괘를 미발로 본 것이다.388)

정이의 괘 해석에서는, 해월(亥月, 입동~소설‖소설~대설)의 중간 지
점인 소설 때 곤괘의 제6효가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자월
(子月, 대설~동지‖동지~소한)의 중간 지점인 동지 때 복괘(동지~소한‖
소한~대한)의 제1효가 양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정이가 소식괘를 이렇
게 설정하는 이유는, 음의 성장을 악으로 양의 성장을 선으로 보기 때문
이다. 곤괘 제5효의 효사인 ‘黃裳元吉’을 예로 들면, ‘黃’과 ‘裳’은 신하로
서 신하의 직분을 지킨다는 의미이고 ‘元吉’은 ‘크게 길하다’는 뜻인데, 
곤괘의 제5효가 음이 커가는 효이기 때문에 정이는 이것을 ‘신하가 왕위
를 찬탈한 일’로 해석한다. 더할 나위 없이 흉한 일이어서 차마 직설법
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가정법과거시제를 사용해서 “신하로서의 직분을 
지켰더라면 크게 길했을 터인데 ……” 하며 말끝을 흐렸다는 것이다. 장
재는 지정(至靜)을 지선(至善)으로 보았지만, 정이는 지정(至靜)을 극한
의 어두움으로 묘사한다. 정이가 복괘(동지~소한‖소한~대한)의 ‘동지~
소한’ 구간을 미발로 보는 것은, 순음이라는 암흑 속에서 본성의 선함이 

388) 졸고, ≪주희의 복괘설≫(철학연구회, 철학연구 94집, 2011) 31~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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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잘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이다.389)
주희의 괘 해석에서는, 해월(亥月, 입동~소설‖소설~대설)의 중간 지

점인 소설 때 순음(純陰)이 완성되고, 이어서 ‘곤괘’의 제1효가 음에서 
양으로 변하기 시작하며, 자월(子月, 대설~동지‖동지~소한)의 중간 지점
인 동지 때에는 ‘복괘’의 제1효가 완전한 양이 된다.390) 주희는 효의 변
화(0→1)가 0.5일 때 효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희의 곤괘는 ‘입
동~소설‖소설~대설’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양이 자라기 시작하
는 ‘소설~대설’ 구간이 미발의 영역이며, 여기에는 ‘思慮未萌’이라는 수
식어가 따라 다닌다. 주희의 복괘는 ‘대설~동지‖동지~소한’ 구간이 되는
데, 이 구간에서는 ‘대설~동지’ 구간이 미발의 영역이며, ‘思慮未萌’과 
‘知覺不昧’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思慮未萌而知覺不昧’라는 수식어
가 따라 다닌다. ‘동지~소한’ 구간은 ‘知覺不昧’의 구간이지만 이발(已
發)이지 미발(未發)이 아니다.

주희의 견해를 기준으로 하면, 장재에게는 오로지 ‘미발의 사려미맹’
만 있고, 정이에게는 ‘미발의 사려미맹’이 없다. 정이의 철학에서는 ‘지각
불매’가 암흑 속에서 불현듯 솟아나지만 주희의 철학에서는 이 구간, 곧 
‘思慮未萌而知覺不昧’ 구간에서 함양(涵養)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희는 
이정(二程)에 대해 “장재의 심통성정(心統性情) 같은 절박한 구절이 없
다”391)고 비판한다. 하지만 장재 철학에는 ‘사려가 싹트지 않았으면서도 
지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 아예 없다. 주희 철학에서 말하는 
‘심’은 바로 이 구간을 가리키고, 이 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희
의 ‘심통성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주희 철학에서 ‘미발의 사려미맹’은 성
(性)이지 심(心)이 아니고, ‘이발의 지각불매’는 정(情)이지 심(心)이 아
니다. 이어서 송시열의 복괘 해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389) 졸고, ≪주희의 복괘설≫(철학연구회, 철학연구 94집, 2011) 36~40쪽 참조.
390) ≪朱子語類≫ 71:30,【冬至方是結算那一陽。冬至以後, 又漸生成二陽, 過一月, 却成臨
卦。坤卦之下, 初陽已生矣。】
391) ≪朱子語類≫ 98:38,【“惟心無對”、“心統性情”, 二程却無一句似此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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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문≫에서는 지각이 일어나지 않고 지각의 능력만 있는 지정(至靜)의 상
태를 순곤(純坤)에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려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지
각이 있더라도 복괘에 배정해서 곤괘와 마찬가지로 미발의 영역에 놓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지각이 없는 상태만을 미발로 보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동(動) 아니면 정(靜)이고, 하늘의 작용(道)은 음(陰) 아니면 양(陽)입니다. 
지각이 있든 없든 사려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정(靜)이고, 양(陽)이 발생했든 
안했든 아직 봄ㆍ여름이 되지 않았으면 음(陰)입니다.392)

곤괘(입동~소설∥소설~대설)와 복괘(대설~동지∥동지~소한)는 양(陽)의 
발생 유무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겨울이고, 마음은 지각의 발생 유무에 차이
가 있지만 기쁨ㆍ노여움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미발이다. 그러나 
미발의 마음을 세분하면 지각의 능력만 있고 지각이 없는 것은 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곤괘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중용
혹문≫에서 곤괘에 배정했고, 지각이 발생한 것은 움직임의 싹이 조금 드러
났기 때문에 복괘에 배정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기쁨ㆍ노여움에 이른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미발로 규정한다.393)

위 첫째 예문은 송시열이 권시(權諰, 1604~1672)에게 보낸 편지이
다. 권시는 송시열의 사돈이자 윤증의 장인으로 1660년 예송논쟁이 일
어났을 때 송시열의 예설을 비판하다 김수항 등으로부터 혹심한 공격을 
받게 되는 인물이다. 이 편지를 보낸 때는 예송논쟁이 일어나기 20년 전
인 1639년이다. 위 둘째 예문은 1678년에 송시열이 윤증에게 보낸 편지
이다. 노소 분열(1683) 훨씬 이전에 논쟁의 성격이 짙은 이런 내용의 
편지가 오고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392) ≪宋子大全ㆍ答權思誠(7)≫(卷39, 1639), 7右面,【蓋≪或問≫固以至靜之中未有知覺
而但有能知覺者配純坤矣。然未有思慮而但有知覺者, 固可以配復, 而同爲未發之境界矣, 何必
獨以未有知覺者爲未發也? 蓋人心有動靜之二機、天道有陰陽之兩端而已。不問有覺與無覺, 而
未涉思慮, 則同謂之靜也; 亦不問陽生與未生而未涉春夏, 則同謂之陰也。】
393) ≪宋子大全ㆍ答尹拯(8)≫(卷111, 1678), 8左~9左面,【坤與復, 雖有陽氣未動、已動之
殊, 而俱在大冬之中; 心, 雖有未有知覺、已有知覺之別, 而皆不涉於喜怒, 故俱在未發之前。然細
分之, 則但有能知覺而未有所知覺, 正如坤卦, 不爲無陽而猶未至於一陽初動, 故於≪中庸或問≫
屬之於坤; 至於已有知覺, 則稍有動底苗脈, 故屬之於復。然皆未涉於喜怒, 故均謂之未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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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은 위 두 예문에서, ‘주희는 지각이 일어나지 않고 지각의 능력
만 있는 지정(至靜)의 상태를 미발로 보았다’고 말하는데,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주희는 순곤(純坤)을 미발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해석이 나올 수 없다. 주희의 견해를 일부 반영하는 것은, 두 예문
에서 ‘사려가 싹트지 않았다면 혹은 정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지각이 
미세하게 있더라도 복괘에 배정해서 미발의 영역에 놓을 수 있다’고 말
하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구간을 주희가 미발의 영역에 둔 것
은 맞다. 주희가 정이를 비판하는 것도 정이에게는 이러한 영역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희 철학에서는 위 언급에 상응하는 구간이 복괘가 
아니라 곤괘(입동~소설‖소설~대설)의 ‘소설~대설’ 구간이고, 이 구간을 
설명해주는 말은 ‘思慮未萌而知覺不昧’가 아니라 ‘思慮未萌’이다. 송시열
이 미세 지각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이미 ‘思慮未萌而知覺不昧’를 ‘능지능
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희 철학에서 말하는 ‘思慮未萌而知覺不
昧’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위 두 예문에서 보여주는 송시열의 견해는 
정확히 장재의 복괘설과 일치한다. 호론에서는 송시열의 이러한 견해를 
계승했고, 김창협이 호론의 미발론을 비판할 때, 이처럼 주희 철학과 상
관없는 얘기로 주희 철학을 설명하는 부분이 비판의 표적이 된다.

② 김창협의 미발론

조정강과 김간의 미발 논쟁에 김창협이 개입하면서 논쟁은 삼파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394) 아래 예문은 김창협의 관전평이다.

지금 “보통사람은 원래 고요한 때가 없다”는 말은 너무 지나치지만, “보통사
람의 미발은 중(中)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천명지성이 보통사람에

394) ≪農巖集ㆍ答道以(12)≫(卷19, 1698). 이글에는 논쟁 당사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
고 ‘趙君’, ‘金君’으로 되어있는데 ≪農巖集ㆍ答權致道(11)≫(卷12, 1698)을 통해서 ‘趙君’
이 趙正綱임을 알 수 있고, ≪農巖集ㆍ答道以(13)≫(卷19, 1698)를 통해서 ‘金君’이 金榦
임을 알 수 있다. 金榦의 字는 直卿으로, ≪농암집≫에 적지 않게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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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어서는 도리어 치우침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니, 근본을 몰라도 너무 
심하지 않은가?395)

위 예문에서 “보통사람은 원래 고요한 때가 없다”는 말은 ‘혼탁한 기
질 때문에 기가 용사(用事)하지 않는 때가 없다’는 말로, 미발의 기질인 
‘미발지체’와 미발의 마음인 ‘미발지중’을 동일시하는 이이, 송시열의 견
해였다. 반면에 “보통사람의 미발은 중(中)이라 할 수 없다”는 말은 ‘미
발지체’와 ‘미발지중’을 구분하는 성혼, 박상현의 견해였다. 이러한 견해 
차이가 김간과 조정강의 견해 차이로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예문에서 
김창협은, 두 사람의 견해를 모두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자 비판은 
두 사람에 대한 김창협의 비평에서도 나타난다.

조군은 사색하는 공부를 제법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가 논한 것을 보니 
절실한 체험이나 진실한 탐구가 전혀 없이 그저 모호하게 뭉뚱그려 남의 말
을 막고 이기려고만 하는 것 같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애당
초 그 뜻을 깊이 살펴보지도 않고서 경솔히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선유의 
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끌어다 증거라고 내미는 경
우도 있네. 주장의 근거를 보면 조리가 없고 앞뒤가 안 맞아 무엇을 말하려
는 것인지 전혀 분명치 않네.396) 

김직경(金直卿: 金榦)의 글은 며칠 전 자익(子益: 金昌翕)한테서 받았네. 그 
내용은 대체로 딴청을 피우면서 은근히 할 말을 하는 것인데, 주장하는 바를 
보면 성정의 체용조차 분별하지 못한 것이어서 논파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
지만 자익이 설파하려고 하니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을 것이네. 하지만 지
(智)와 지각의 분별에 대해서는 한 번 논설해서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네.397)

395) ≪農巖集ㆍ答道以(12)≫(卷19, 1698), 13右面,【今謂“衆人元無靜時”, 則固太過; 而若謂
“衆人之未發, 不足以爲中”, 則是天命之性, 其在衆人却不能無偏倚矣. 其爲不識大本, 顧不甚哉?】
396) ≪農巖集ㆍ答道以(12)≫(卷19, 1698), 9左面,【嘗聞此君頗有思索工夫, 今觀所論, 似
全不曾切己體認、實心求是, 只一味籠罩枝梧, 務以禦人而取勝。是以於他人之言, 初未深察其
意, 而輕肆訶叱者有之; 於先儒之說, 又未眞知其然, 而强爲援證者有之。至其所自爲說, 則又條
緖錯互, 首尾衡決, 旨意所歸, 全不分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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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첫째 예문은 조정강에 대한 비평이고 둘째 예문은 김간에 대한 비
평인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비판이 앞서는 것을 보면 김창협이 어느 
한 쪽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아래에서는 김창협이 인용한 구절을 통해서 조정강의 견해를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398)

“보통사람은 ‘혼궤잡란’(昏憒雜亂)하여 ‘징정시절’(澄靜時節)없다”(㉠)고 하였는
데, 그것을 ‘혼궤잡란’(昏憒雜亂)이라고 했으면 ‘고요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인
데, 어떻게 “보통사람도 모두 고요한 때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399)

“천명지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얻는 것이어서 성인이라고 더한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덜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미발’의 때에는 혼연히 마음에 
갖추어있어 치우침이 없다.”(㉠) …… “일단 태어나면 기에 구속되고 욕망에 가
려 혼란해져서 품수할 때의 온전함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400)

김창협은 위 두 예문에서 ㉠과 ㉡을 모순으로 보고 있다. 김창협으로
서는 두 예문의 앞뒤 진술을 모순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미발지
체’와 ‘미발지중을’ 구별해서 이해하면 두 예문의 앞뒤 진술을 충돌 없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예문의 “보통사람도 모두 고요한 때가 있다”는 말
은 ‘어떤 사태에 맞닥뜨렸지만 아직 감정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 
곧 미발지체로 볼 수 있고, “보통사람은 혼궤잡란(昏憒雜亂)하여 징정시
절(澄靜時節)없다”는 말은 보통사람에게는 ‘미발지중’ 곧 ‘미발지체에서
의 중(中)’이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예문의 ‘미발’을 ‘미발지
397) ≪農巖集ㆍ答道以(13)≫(卷19, 1698), 15右~左面,【金直卿文字, 數昨, 子益送示。其
所言者, 大抵皆魏徵昭陵之說, 就其說言之, 性情體用亦欠分別, 要皆不難辨, 而子益似欲作一說
以破, 此不須架疊。然智與知覺之辨, 不可不一番立說以解人惑。】 
398) 조정강의 글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김간의 글에서도 논쟁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399) ≪農巖集ㆍ答道以(12)≫(卷19, 1698), 13左面,【又謂“衆人昏憒雜亂, 無復澄靜時節”, 
夫謂之昏憒雜亂, 則其不得爲靜也甚矣, 又安得謂“衆人皆有靜時”乎?】
400) ≪農巖集ㆍ答道以(12)≫(卷19, 1698), 13左面,【又謂“天命之性, 人人同得, 不以聖愚
而有加損。是以方其未發, 渾然在中, 無所偏倚”, 是謂未發之體無所偏倚者聖愚皆然矣, 何得又
言“受生之後, 氣拘欲蔽, 昏蔽錯雜, 而不得全其所受之全”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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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으로 이해하면, ‘미발의 때에는 치우침이 없다’는 말은 ‘사람과 동물은 
본연지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주장에 속한다. 박세
당도 이와 같이 주장한다.401) 또 “일단 태어나면 기에 구속되고 욕망에 
가려 혼란해져서 품수할 때의 온전함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말은 
‘미발지체에도 선악이 있다’는 말과 그대로 맥이 닿는다. 요컨대 조정강
은 ‘어떤 사태에 직면했지만 아직 감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
식’을 정(靜)으로, 정(靜)에서의 중(中)을 ‘미발지중’으로 구분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정(靜)을 ‘의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미발지체와 
미발지중을 구분할 이유가 없고, 아래에서 박세당과 조정강은 ‘적연부동
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희가 ≪중용≫ 1장에서] ‘부도’(不睹)ㆍ‘불문’(不聞)을 ‘어떤 일의 맹아
(萌芽)도 없는 적연부동(寂然不動)의 때’로 여긴 것은 더욱 의심스럽다. 마
음이 적연(寂然)하면 비록 계구(戒懼)하려해도 무엇을 계구(戒懼)할 것이며, 
계구(戒懼)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찌 ‘적연부동’이라 하겠는가? …… 계신(戒
愼)이란 일에 직면해서 감히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고 공구(恐懼)란 일에 
직면해서 [마음을] 잃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설령 일이 이르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일에 앞서 염려하고 …… 일념(一念)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의 맹
아(萌芽)도 없는 때라면 ‘마음’을 쓸 일도 없다.402)

“계구(戒懼)가 비록 정시(靜時)의 공부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경외지심(敬畏
之心)이 있는 것이니 지정(至靜)에 이른 것은 아니다”고 했는데, 이는 지정
(至靜)에 대해서는 계구(戒懼) 두 글자조차 쓸 수 없다는 뜻이다.403)

401) 朴世堂, ≪思辨錄ㆍ中庸≫ 1:2,【夫所謂“性之德”者, 不以上智而有所加, 不以下愚而有所
闕, 故≪中庸≫之學, 唯率性之爲務。】※ 박세당이 ‘性之德’을 ‘마음의 밝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402) 朴世堂, ≪思辨錄ㆍ中庸≫ 1:2,【其以不睹不聞爲萬事皆未萌芽寂然不動之時者, 尤爲可
疑。夫旣一心寂然矣, 雖欲戒懼, 將何所寄; 旣戒懼矣, 又何云寂然不動也? …… 蓋戒愼云者, 是
當事而不敢自放, 恐懼云者, 是當事而憂其失墜。設或事未及到, 猶爲先事而慮 …… 若其一念不
動萬事未萌之時, 則又無可以用其心者。】
403) ≪農巖集ㆍ答道以(12)≫(卷19, 1698), 13右~左面,【如云“戒懼雖靜時工夫, 而猶有敬
畏之心, 尙未至於至靜”, 則是至靜之中, 雖戒懼二字, 亦不得著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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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첫째 예문은 박세당이 주희의 견해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주희가 
말한 본래 의도는 논외로 하고 박세당의 견해만 살펴보기로 한다. 박세
당은 예문 하단에서 “일념(一念)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의 맹아(萌芽)
도 없는 때라면 마음을 쓸 일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사람에게는 
애초 적연부동의 때가 없다는 의미이고, ‘계신공구’에 대한 언급을 보면 
사람은 의식이 없는 때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예문은 김창협이 인
용하고 있는 조정강의 견해인데 박세당의 견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조
정강과 박세당의 견해에 대해 김창협은 어떻게 비판하는가?

보통사람은 사욕이 주가 되므로 사물과 접하기 전에도 마음이 항상 어지러
워 고요한 때가 매우 적지만, 성인은 그렇지 않네. 사물이 이르지 않았을 때
에는 마음이 적연(寂然)하여 망동(妄動)함이 없으니 귀신도 그 틈을 엿볼 
수 없고, 사물이 이르렀을 때에는 이치에 순응해서[以理順應] 잘못하거나 얽
매이지 않으니 본체의 고요함이 그대로 유지되네. …… 그러나 [주희의 글에
서] 정(靜)이라고 한 것도 사물과 접하지 않고 사태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
로 말한 것이지 애초부터 미발의 경지를 가리킨 것이 아니네. 지금 이것을 
가지고 미발의 때에도 치우침이 있다는 증거로 삼으니 너무나 허술하네. 
…… 지정(至靜)을 미발로 보고 게다가 미발의 때에도 치우침이 없게 하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절대 안 되네.404)

박세당은 ≪중용≫ 원문의 ‘부도불문’(不覩不聞)을 다른 사람이 ‘부도불문’하
는 것으로 보고 ‘계신공구’(戒愼恐懼)를 ‘신독’(愼獨)으로 이해했다. 이는 주
자 이전 학자들의 견해로서 주자는 이러한 견해를 폐기하고 취하지 않았다. 
박세당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헤아려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원래 적연(寂
然) 미발(未發)한 때가 없다’고 보는 것이니 그 오류가 더욱 심하다. 보통사
람의 마음은 물욕(物欲)이 주가 되어, 일이 있으나 없으나 마음이 항상 망동

404) ≪農巖集ㆍ答道以(12)≫(卷19, 1698), 10右~12左面,【常人之心, 私欲爲主, 故雖其未
與物接, 而方寸常自昏擾, 絶少虛靜時節。惟聖人不然。方其事物未至, 此心固寂然, 未嘗妄動, 雖
鬼神, 亦有不得窺其際者矣; 及事至物來, 以理順應, 無少流失、無少滯累, 則其本體之虛靜者, 又
未嘗不自若也。…… 然其言靜, 亦姑以不接物不應事而言, 初非指未發境界也。今乃以是而爲“未
發前有偏倚”之證, 則其亦太粗疎矣。…… 若以至靜爲未發, 而又硬說未發之時須著無偏倚工夫, 則
大不可。】



- 166 -

(妄動)하여 허정(虛靜)한 때가 드물지만, 성인의 마음은 혼연한 천리여서 사
물이 이르지 않았을 때에는 사려가 싹트지 않고 방촌(方寸)이 극히 허(虛)
하고 정(靜)하여 귀신도 그 틈을 엿볼 수 없으니, 이것이 적연(寂然) 미발
(未發)의 체요 이른바 천하의 대본이며, 사물이 이르렀을 때에는 이치에 순
응해서[以理順應] 어긋남이 조금도 없으니 …….405)

위 첫째 예문은 조정강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둘째 예문은 박세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두 예문을 함께 실은 것은 비판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조정강과 박세당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지만 ‘대체로 같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굵
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몇 글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창협이 비판하는 논리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김창협은 ‘미발의 때에는 치우침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미발지체에도 선악이 있다’는 조정강의 견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은 김간이 ‘미발[中]의 때에는 치우침이 없다’는 조정강의 견해를 비
판하면서 ‘미발의 때에도 치우침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다. 편지글로는 어느 쪽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어느 경우든 김창협의 
주장은 호론 측 주장과 상충한다. 호론 측에서 말하는 ‘미발’은 ‘기질지
성’을 뜻하기 때문에 ‘미발지체에는 치우침이 없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김창협이 이와 같이 주장하자, 권상하는 “미발의 때에도 조금의 치우침
은 없을 수 없다”고 답했다.406)

둘째, 김창협은 사물과 접촉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정(靜)과 중(中)을 
구분한다. 조정강과 박세당의 미발지체는 ‘사물과 접촉하고 나서 아직 
감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고 송시열과 김간의 미발지중은 사물과 접
405) ≪農巖集ㆍ與權有道再論思辨錄辨≫(卷15, 1703), 29右~左面,【今某以不覩不聞爲人所不
覩不聞, 而以戒懼卽爲愼獨。此卽朱子以前諸說之意, 而朱子之所已棄而不取也。且詳其語意, 似以
人心爲元無寂然未發之時, 則其誤尤甚。…… 但衆人之心, 物欲爲主, 故有事無事心常妄動, 鮮復有
虛靜之時; 唯聖人之心, 渾然天理, 故事物未到, 思慮不萌, 方寸之間至虛至靜, 雖鬼神莫能窺其際, 
此卽寂然未發之體而所謂天下之大本者也, 及其事至物來, 以理順應, 無少差忒, 則……。】
406) ≪答權致道(11)≫(卷12, 1698), 31左面,【但云“未發之時, 難免有些子偏倚”者, 恐語脉
間有少差。蓋旣有些子偏倚, 則便不得爲未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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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하지 않았을 때라야 가능한 마음의 상태이다. 김창협은 정(靜)을 사물
과 접촉하지 않았을 때로, 중(中)을 사물과 접촉한 이후로 구분하고 있
기 때문에 정(靜)에 대한 언급은 조정강ㆍ박세당의 견해와 상충하고 중
(中)에 대한 언급은 송시열ㆍ김간과 상충한다. 이 부분은 복괘 해석과 
연관지어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 주  희: 입동~소설(순음)∥소설~대설∥대설~동지
※ 송시열: 입동~소설∥소설~대설(순음)∥대설~동지

주희의 복괘 해석에서는 소설(小雪)이 되는 날 자정이 순음(純陰)이고, 
‘대설~동지’ 구간이 복괘의 미발 곧 ‘사려미맹이지각불매’이다. 송시열의 
복괘 해석에서는 대설(大雪)이 되는 날 자정이 순음이고, ‘대설~동지’ 구
간이 ‘사려미맹이지각불매’이다. 하지만 송시열이 말하는 ‘대설~동지’ 구간
은 주희의 복괘 해석에서는 ‘소설~대설’ 구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주희 철
학에서는 ‘사려미맹’일 뿐 ‘사려미맹이지각불매’가 아니다. 그래서 송시열은 
주희의 ‘사려미맹이지각불매’를 ‘지각 작용이 없는 능지능각’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정(靜: 미발) 다음에 곧바로 정(情: 이발)이기 때문에 ‘사려미
맹’과 ‘사려미맹이지각불매’를 구분할 수가 없다. 기질지성에서 곧바로 정
(情)이 나오는 것이지, 성ㆍ정의 영역과 구별되는 ‘마음의 영역’이 별도로 
있지 않다. 이이도 정(情) 다음에 의(意)가 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이 작용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위 둘째 예문에서 김창협이 말하고 있듯이 박세당은 ‘적연부동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점은 조정강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송시열과 같은 
복괘 구도에서 송시열과는 달리 ‘대설~동지’ 구간을 ‘의식이 작용하는 구
간’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정(情) 다음에 의(意)가 오는 것이 아니
라, 미발의 의식 곧 미발지체가 정(情)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한편 김창협은 주희의 도식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창협은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영명하기 때문에 일념(一念)조차 싹트지 
않았을 때라도 지각은 밝다”407)고 말하는데 이는 ‘의식’[一念]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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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의 지각’이 먼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의식의 지각’을 ‘사물과 
접하지 않았을 때’로, ‘미발’을 ‘의식의 중(中)’으로 구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주희의 도식으로 설명하면 ‘입동~소설(순음)’ 구간이 정
(靜)이고, ‘소설~대설’ 구간이 미발(未發)이며, ‘대설~동지’ 구간이 정
(情)이다. 정(靜)과 정(情) 사이에 미발의 영역이 있다. 김창협의 견지
에서는, 조정강과 박세당처럼 지각에 앞서는 의식이 있다고 보는 것도 
용인할 수 없고, 송시열과 김간처럼 정(情)이 의식 작용 없이 발생한다
고 보는 것도 용인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창협은 위 둘째 예문 하단에서 “지정
(至靜)을 미발로 보고 게다가 미발의 때에도 치우침이 없게 하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기에 이른다. 이 말
은 조정강과 김간을 모두 겨냥한 것이다. 김창협은 훗날 어느 편지에서 
“내가 미발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도 기울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김 군, 
조 군 등이 미발의 때에도 병통이 있으니 반드시 힘써 치료해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응대한 것이다”고 말한다.408)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인
용문의 말미에서는 ‘이 편지는 동지(同志)들만 함께 보고 절대 다른 사람
에게 보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409) 그만큼 호론 측의 반응을 의식하
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김창협이 정(靜)과 정(情) 사이에 미발의 영역
을 둔 것은, 이희조와의 논쟁에서 ‘그대들에게도 마음의 영역이 있느냐’
고 공격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함축한다.

1698년에는 위에서 살펴본 김간과 조정강의 미발 논쟁이 있었고, 
1702년에는 김간과 김재해의 미발 논쟁이 있었다.410) ≪대학≫ 7:1에 
‘유소분치’(有所忿懥)가 나오고, 7:2에 ‘심부재언’(心不在焉)이 나오는

407) ≪農巖集ㆍ與權有道再論思辨錄辨≫(卷15, 1703), 30右面,【人心至靈, 故雖一念未萌, 而
知覺炯然。譬如水鏡, 雖未照物, 而光明之體, 固自不昧。夫豈頑然冥然都無知識如枯橛者然哉?】
408) ≪與李顯益≫(卷16, 1707), 26左面,【“未發上不可下功”, 鄙意正爲金、趙諸君“未發時
亦有病痛, 須待用力醫治”云者而發耳。】
409) ≪農巖眞蹟ㆍ土ㆍ方擬遣書…≫(1698),【此書只與同志看, 切勿煩他眼。】※ ≪農巖集ㆍ
答道以(12)≫(卷19)에는 이런 부분이 절약되어 있다.
410) ≪農巖集ㆍ與洪錫輔≫(卷16, 17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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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411) 이에 관한 논쟁은 앞에서 살펴본 ≪중용≫의 ‘부도불문’에 관한 
논쟁과 겹친다.412) 또 노론 측에서 박세당의 ≪사변록≫을 비판할 때에
도 이 주제가 호락 간의 견해 차이로 나타난다.

≪대학≫ 7:1의 ‘유소분치’는 ‘부중절한 칠정’이다. 김창협의 비판에 
의하면 김재해는 ‘유소분치’와 ‘심부재언’을 별개의 항목으로 놓고, ‘심부
재언’을 ‘유소분치’의 원인으로 보았다.413) 박세당도 이와 같다.414) ‘의
식’이 태만해서 부중절한 칠정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김간
은 ‘유소분치’를 한 가지 사태에서의 ‘부중절한 칠정’으로, ‘심부재언’을 
이어지는 사태에서의 ‘부중절한 칠정’으로 보고, 이러한 시각에서 김재해
를 비판했다.415)

한편 김창협은 ‘유소분치’를 병으로 보고, ‘심부재언’의 ≪집주≫에 나
오는 ‘경이직지’(敬以直之)를 그에 대한 처방으로 본다.416) 이러한 시각
에서 김창협은, “미발지체는 지극히 허(虛)하고 지극히 정(靜)해서 방종
(放縱)이란 글자를 붙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매(昏昧)라는 글자도 붙
일 수 없다”417), “계구(戒懼)는 미발지체에 병통이 있어서 힘써 치료하

411) ≪大學≫, 傳7章,【所謂修身在正其心者, 身有所忿懥則不得其正, 有所恐懼則不得其正, 有所
好樂則不得其正, 有所憂患則不得其正。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集註:
【心有不存, 則無以檢其身。是以君子必察乎此, 而敬以直之, 然後此心常存而身無不修也。】
412) 朴世堂, ≪思辨錄ㆍ中庸≫, 1:5,【≪大學≫以忿懥恐懼好樂憂患爲心不得其正之故, 則其
所謂心得其正者亦可見矣。豈在一念未起之時可以得此乎? 況其言曰“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
不聞”! 由此論之, 向所謂“一念未起不睹不聞之時”, 卽≪大學≫之言“心不在焉”者也。】
413) ≪農巖集ㆍ與洪錫輔≫(卷16, 1702), 5右~左面,【若以“有所”與“不在”爲兩項事, 則是朱
子於“有所”只說病根而不說藥方, 於“不在”不說病根而只說藥方也, 不亦疎乎?】
414) 朴世堂, ≪思辨錄ㆍ大學≫, 7:2,【此, 言“心不在”之失，明所以“不得其正”由於不察。】
415) ≪厚齋集ㆍ箚記≫(卷23), 傳7章,【上段“有所”, 是“有心”之病也; 此段“不在”, 是“無心”之
病也。然其實以其有此有心之病, 是以有此無心之病耳。大抵人心不可有一毫係累, 纔有一毫係
累則心便在這箇物上。雖有別事來到前面, 便不知了。如此則此身無主, 只是一塊血肉無知無覺
之空軀殼耳。…… 金友叔涵以“有所”爲旣發後病痛, 以“不在”爲未發前病痛。未發前豈有病? 其
言大有病。全失傳文本旨。】
416) ≪農巖集ㆍ與洪錫輔≫(卷16, 1702), 5右~左面,【且其上文將言心不正之故, 而先之曰
“一有之而不能察”, 則推出病根之所自也; 下文終言心不存之害, 而繼之曰“君子必察乎此而敬以
直之”, 則指示治病之藥方也。此亦所謂首尾相因、終始相成者。】
417) ≪農巖集ㆍ與洪錫輔≫(卷16, 1702), 7左面,【夫未發之體, 至虛至靜, 不但放縱字著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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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이 아니다”,418) “[주희의] ‘아직 사물에 자극받지 않았다[未感
物]’는 말은 진정한 미발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 단지 ‘아직 사물과 
접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419)고 말한다.

이러한 발언이 소론 측 인사들에 대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호론 철학
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호론 철학
과 비교해서 다시 정리하면 첫째, ‘미발지체에는 치우침이 없다’는 주장
을 통해서 호론 측의 기질변화론을 비판했다. 둘째, 정(靜)과 정(情) 사
이에 미발의 영역을 둠으로써, 마음을 기로 보는 율곡학파 내에서, 호론 
철학에는 빠져있는 마음의 주재 기능을 세워놓았다. 미발 논쟁에서도 김
창협이 강조한 것은 ‘리에 따라 순응한다’[以理順應]는 말이다. 이때 리
는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리가 아니라 마음이 따라야할 준칙이고, 무의
식에서든 의식에서든 준칙을 따름으로써 정(情)에서 비로소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아니고, 본성은 지각의 준칙이
라는 김창협의 지론이 기존의 미발 논쟁에 개입됨으로써 호락 간의 미발 
논쟁으로 심화된 것이다.

得, 卽昏昧字亦著不得。】
418) ≪農巖集ㆍ與洪錫輔≫(卷16, 1702), 7左~8右面,【若其言“戒懼” …… 非謂未發之體猶
帶病痛而却待用力醫治也。】
419) ≪農巖集ㆍ與洪錫輔≫(卷16, 1702), 8右面,【蓋所謂未感物者, 非眞未發也, 特言其不
與物接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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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김창협은 ≪사단칠정설≫에서 정(情)을 ‘기발리승’(氣發理乘)으로 설

명하면서도 ‘사단도 있고 칠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협 철학을 ‘이황 
철학과 이이 철학의 절충’으로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각각 
이이의 ‘기발리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과 이황의 ‘호발설’(互發說)’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두 이론을 김창협 철학 내에서 동시에 설
명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김창협이 말하는 ‘기발리승’은 이이의 ‘기
발리승’과 차이가 있고, 더욱이 ‘사단도 있고 칠정도 있다’는 주장은 겉
모습과는 달리 이황의 ‘호발설’을 철저히 부정하는 논리 위에 세워져 있
다. 김창협 철학을 절충론으로 바라보는 것은,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는 철학’과 ‘마음을 기로 보는 철학’ 사이에 놓여 있는 차이점을 간과
함으로써 발생한 하나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지각론
(知覺論)에 대한 김창협의 비판과 이로부터 불거진 여려 차례의 논쟁을 
확인함으로써, 이이의 ‘마음은 기이다’는 명제를 이이보다 더 철두철미 
관철시켜 나간 것이 김창협의 지각론임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2-1.
1686년, 조정에서는 송시열의 저서인 ≪주자대전차의≫를 간행하기로 

하고 그 교정업무를 김창협에게 맡겼다. 김수항과 송시열이 사사된 1689
년, 김창협은 영암[포천]으로 들어가 ≪주자대전차의≫를 교정했다.

송시열의 지각론은 다음과 같다. ‘허령(虛靈)은 체(體)이고 지각(知覺)

은 용(用)이다. 이발(已發)의 지각은 미발(未發)의 허령이 발현된 것이지

만 미발의 허령에는 항상 리가 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발의 지각

에도 항상 리가 타고 있으며 따라서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송시열은 ‘지각은 기(氣)이다’와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
다’를 동시에 주장했고, ‘지각이라는 용어는 기(氣)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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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기(氣)에 타고 있는 리(理)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했다.
김창협은 ‘지각은 기(氣)이다’와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를 모순

으로 인식하고 ≪주자대전차의≫의 한 대목에서 송시열의 지각론을 교정
하여, ‘주희는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로 보는 견해를 만년에 폐기했
고, 지각을 마음에 소속시킨 것이 주희의 정론(定論)이다’고 주장했다. 
지각은 지(智)의 용(用)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것이 김창협의 
지각론이다. 여기에 나타난 김창협과 송시열의 견해 차이는 훗날 최초의 
호락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창협과 이희조의 지각 논쟁에서 핵심 쟁점
으로 나타난다.

2-2.
김창협은 몇 년 동안 자신의 지각 이론을 검토한 뒤, 1692년에는 농

암서실(農巖書室)을 지어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영암에서 양주로 
거처를 옮긴 1695년에는 석실서원에서 자신의 지각론을 강의했는데, 이 
무렵에는 ‘농암학파’가 형성되어 있었다. 석실서원 강의에서 김창협은 원
나라 성리학자 호병문(胡炳文)이 ≪대학집주≫ 서문의 소주(小註)에서 
“지(智)는 마음의 신명으로서 뭇 이치를 갖추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
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고 이것이 외부로 전해지면서 1697년에
는 호병문의 주석을 적극 지지하는 민이승과 지각 논쟁을 벌이게 된다.

민이승은, 지각은 형기(形氣)에서 나오고 신명(神明)은 심기(心氣)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분하며 신명을 본성과 동일시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
로 호병문과 민이승에 대한 김창협의 비판을, ‘신명은 지(智)만의 용(用)
이 아니라 본성 전체의 용(用)이다’ 또는 ‘신명을 곧장 본성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왔는데 김창협이 비판하는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
다. 김창협은 ‘본성과 마음을 리와 기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마음
의 작용인 신명을 본성의 작용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만약 
어느 누가 ‘본성이 없으면 신명 또는 지각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신명 또는 지각을 본성의 작용으로 보는 것이고, 한국유학사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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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 인물 중에서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극
히 드물다. 김창협의 주장대로라면, 김창협 이전의 거의 모든 성리학자가 
신명 또는 지각을 본성의 작용으로 오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는 이황 철학은 애초부터 비판의 대상에 끼지
도 못하고, 비록 마음이 기임을 대전제로 놓고 있다지만 신명을 본성과 
동일시하는 민이승, 김재해, 조정강, 박세당 등은 비판의 표적이 되었으며, 
지각을 기(氣)로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智)의 용(用)으로 보는 송시
열과 그 계승자들도 비판의 과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창협은 정(情)을 능(能)과 소(所)로 분석함으로써 신명 또는 지각
이 지(智)의 용(用)일 수 없음을 논증한다. 여기에서 능(能)은 ‘서술어’
를, 소(所)는 ‘목적어’를 지칭한다. 예컨대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는 정
(情)이고 이 중 ‘분별하다’는 능(能)이며 ‘옳고 그름’은 소(所)이다. 기존 
성리학에서는 누구랄 것도 없이 ‘지(智)로 인해서 비로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김창협에 의하면, 정(情)은 항상 서술어와 
목적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목적어인 ‘옳고 그름’을 외부 대상으로 
배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서술어인 ‘분별하다’인데, 만약 ‘분별하다’[知]
가 지(智)의 용(用)이라면 ‘지(智)로 인해서 분별하다’는 문장이 성립해
야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장이 가능한 것은 목적어를 생략했
기 때문이지, 목적어가 없으면 문장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별
하다’[知]는 지(智)의 용(用)일 수 없고, ‘지(智)로 인해서 비로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智)에 의거해서 정확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김창협은 인(仁)과 애(愛)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민이승은 ‘사랑하다’[愛]를 인(仁)의 작용으로 보아, 
‘대상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김창협에 의하면 ‘대상 없는 
사랑’은 허구일 뿐이다. ‘신명’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의 작용인 것을 곧장 
본성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지만, 마음의 작용인 것을 본성의 작용으로 
보는 것도 역시 잘못이라고 김창협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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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음의 작용을 곧장 본성으로 보면 안 된다’는 주장은 송시열의 문인

들도 흔쾌히 동의할 내용이지만, ‘마음의 작용을 본성의 작용으로 보아
도 안 된다’는 주장은 송시열의 문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마음의 작용을 지(智)의 작용으로 본 것이 송시열의 지론이다. 이 때문
에 1697년에 있었던 민이승과의 지각 논쟁은 1705년 전후에 있었던 이
희조와의 지각 논쟁에 불씨로 작용했다. 김창협과 이희조의 지각 논쟁이 
표면으로 부상한 것은 1704년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1697년부터 이견
을 주고받고 있었다.

김창협은 ≪주자대전차의≫를 교정하면서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
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희가 지각을 지(智)의 용(用)으
로 설명한 곳이 도처에 널려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다. 김창협과의 논쟁에서 이희조는 이 점을 파고들었다. 이희조는 ≪인
설≫, ≪주자어류≫ 등에서 예문 17조목을 발췌해서 보내주며 지각을 지
(智)의 용(用)으로 본 것이 주희의 정론(定論)임을 밝혔다. 자신의 주장
이 무리임을 익히 알고 있던 김창협이 이렇게 성리학에 해박했던 이희조
를 대상으로 논쟁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주희 철학에는 ‘사려가 싹트지 않고 지각이 어둡지 않은 상태’[思慮未
萌而知覺不昧]의 ‘마음’이 있다. 이때의 ‘마음’은 성과도 구별되고 정과도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미발의 성이 이 ‘마음’을 통해서 이발의 
정으로 발현된다. 주희 철학에서 이러한 설명이 가능한 것은 마음을 리
와 기의 합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을 기로 보게 되면, ‘지각은 지(智: 理)의 용(用)이다’는 명
제와 ‘마음이 별도로 있다’는 명제가 곧바로 상충한다. 허령(虛靈)ㆍ지각
(知覺)은 기인데 미발의 마음인 ‘허령’에 리가 타고 있다고 하면 미발에
서는 마음과 성을 분리할 수 없고, 이발의 마음인 ‘지각’에 리가 타고 있
다고 하면 이발에서는 마음과 정(情)을 분리할 수 없다. 이처럼 마음을 
기로 보는 철학에서 지각이 지(智)의 용(用)임을 주장하면 ‘마음의 영
역’을 따로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송시열과 이희조는 주희의 ‘사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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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이지각불매’(思慮未萌而知覺不昧)를 ‘지각 작용이 없는 능지능각(能知
能覺)’으로 해석한다. 이들이 말하는 ‘능지능각’은 주희 철학에서 ‘사려미
맹’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려미맹이지각불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영역을 별도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영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대신 지각이 지(智)의 용(用)
임을 확고히 고수할 수 있다. ‘지각은 허령이 발현된 것이지만 거기에는 
리가 타고 있다’, ‘마음에는 성이 갖추어져 있고 그 마음이 발현되어서 
정이 된다’고 함으로써 성이 발현되어 정이 된다는 주장을 막힘없이 펼
칠 수 있고, 이것이 호론에서 말하는 ‘심통성정’이다.

그러나 김창협의 견지에서는, ‘마음의 영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
으면 그것은 ‘심통성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정이 발현되기 전부터 마음
의 독자적인 역할이 있을 때 그것을 일컬어 ‘심통성정’이라 하는 것이지, 
정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마음’을 두고 ‘심통성
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창협은 이희조에게 ‘그대들에게
도 마음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대들에게도 심통성정이라는 것이 있느
냐’고 묻는다. 김창협에게 ‘지각은 지(智)의 용(用)이다’는 주장과 ‘마음
이 별도로 있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김창협은 마음의 영역을 따로 설정
함으로써 마음을 기로 보는 철학 내에서 주희의 심통성정 구도를 확보하
지만, 대신에 지각은 지(智)의 용(用)일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주희 
철학의 다른 측면을 과감히 폐기한다.

2-4.
지각은 지(智)의 용(用)일 수 없다는 선언은 이이와 송시열이 보여주

는 기질변화론을 부정하는 논리로 작용한다. 기존 노론의 철학에서, 리
는 오로지 피동적으로 기의 청탁에 따라 은폐되거나 드러나는 것이기에 
감정이 발출되기 전에는 인심ㆍ도심을 언급할 수 없고, 감정이 발출된 
다음에야 비로소 예(禮)에 의거해서 인심인지 도심인지를 판별할 수 있
다. 따라서 중절한 칠정을 이루기 위해 이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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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禮)에 맞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어떤 행위가 
법도에 맞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
의 발생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이는 맑
은 기질에서는 선이 나오고 탁한 기질에서는 악이 나온다고 말한다. 지
각은 지(智)의 용(用)이라는, 다시 말해서 미발의 기질에 리가 타고 있
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러한 견해가 성립할 수 없다.

김창협은 이기승부설(理氣勝負說)을 통해서 이이의 기질변화론을 부정
한다. ‘이기승부설’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① 똑같은 상
황에서 어떤 사람은 선하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행동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기질’ 때문이다. 이 부분은 이이의 기질
변화론과는 논의의 초점이 달라서 같고 다름을 단정하기가 어렵다. ② 똑
같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선하게 행동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악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질’ 때문이 아니라 ‘자극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이이의 기질변화론은 간단히 부정된다. ③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그것은 ‘기질’ 때문도 아니고 ‘자극의 세기’ 때문도 아니고 ‘마음의 
청탁’이 시시때때 다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대체로 이이의 견해를 그대
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김창협의 경우 ‘기질의 청탁’과 ‘마음의 
청탁’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이보다는 의(意)를 더 능동적으로 설정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기승부설’에서 ① ‘품수한 기’는 사람의 기질
을 가리키고, ② ‘리’는 ‘자극의 세기’를 가리키며, ③ ‘시시때때 청탁이 다
른 기’는 다름 아닌 지각(知覺)을 가리키고 여기에는 ‘의념(意念)’이 포함
된다. 김창협이 ‘자극의 세기’를 ‘리의 경중’으로 표현한 이유는, ‘어떤 상
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리’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결
국 ‘이기승부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대처할 능력이 있느
냐 없느냐를 다투는 것으로,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각’ 특히 
‘의념(意念)’밖에 없다.

이기승부설(理氣勝負說)과 이기경위설(理氣經緯說)은 짝을 이룬다. 
편의상 정을 이루는 기를 X축 위에 배열하고 정을 이루는 리를 Y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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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열해보자. 그러면 정은 좌표 상의 점 (x, y)로 표시된다. ‘기뻐함’
의 기를 (1, 0)에 놓고 인의예지를 각각 (0, 1), (0, 2), (0, 3), (0, 4)
에 놓으면, 부모를 보고 기뻐하는 정은 (1, 1), 악역(惡逆)한 사람을 처
벌하고 기뻐하는 정은 (1, 2), 제례 익히기를 기뻐하는 정은 (1, 3), 시
비분별을 기뻐하는 정은 (1, 4)에 찍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측은, 수오, 
사양, 시비를 각각 (10, 0), (20, 0), (30, 0), (40, 0)으로 놓으면, ‘측
은’의 기는 항상 인(仁)하고만 결합해서 (10, 1)에 놓이고, ‘수오’의 기
는 항상 의(義)하고만 결합해서 (20, 2)에 놓이며, ‘사양’의 기는 항상 
예(禮)하고만 결합해서 (30, 3)에 놓이고, ‘시비’의 기는 항상 지(智)하
고만 결합해서 (40, 4)에 놓이게 된다.

미발의 마음에 리가 타고 있고, 그 리가 어떤 특정한 정으로 드러난
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설명이 나올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리와 기가 
어느 순간 경위로 만날 때 ‘이기승부설’이 성립한다. 김창협의 견지에서, 
이이 철학의 오류는 바로 미발의 마음에 리가 갖추어져있다고 보는 것이
고, 이이의 이론이 틀린 것이라면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는 이황의 
이론은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이황이 말하는 ‘리발이기수’(理發而氣隨)는 
좌표에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다.

2-5.
김창협 사후의 호락논쟁은 노론의 박세당 비판과 관련이 깊다. 노론

의 박세당 비판이 다른 논쟁과 다른 것은 없지만, 국정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비중이 다르다. 호론 측에서는 박세당 비판 초안을 김창
협에게 보내왔고, 호론 측의 비판이 요점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 김
창협은 ‘이렇게 비판하라’고 호론 측에 조언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호락 
사이의 견해차가 드러나고, 이것이 호락논쟁으로 이어진다.

주희는 ≪중용≫의 도(道)를 ‘본성에서 나온 것이어서 벗어나고 싶어
도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박세당은 도(道)를 ‘마음의 밝음이 
명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주희의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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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창협은 도(道)를 ‘착오 없이 결과에 이르게 해주
는 것’으로 해석하고 박세당의 견해를 반박했다. 박세당과 김창협의 견
해 차이는 인물성동이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박세당이 말하는 ‘마음의 밝음’은 ‘정신 능력’을 가리킨다. 누가 봐도 
사람과 동물은 사유능력에서부터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신 능력
을 사람의 본성으로 본다면, 사람과 동물은 본성이 다르다고 말해야 한
다. 이것이 박세당의 ‘인물성이론’이다. 김창협의 견지에 서면, 사유판단
은 지각일 뿐이고 ‘사유판단의 준칙’이 본성이기 때문에 사유능력에 상관
없이 그 준칙은 동일한 것이므로 사람과 동물은 본성이 같다고 해야 한
다. 이것이 김창협의 ‘인물성동론’이다. 김창협은 호론 측에 ‘동론(同論)
의 견지에서 이론(異論)을 논파하라’고 제안했지만, 훗날 한원진은 ‘사람
과 동물은 기질지성이 다르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원진의 견지에 서면, 
식욕ㆍ성욕 같은 본능적인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다. 사람은 기질이라는 
조건을 떠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본능적인 욕구는 사람과 동물 사이
에 별 차이가 없지만 사람은 기질이 맑아서 예(禮)를 가르칠 수 있고 동
물은 기질이 탁해서 예(禮)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은 기
질지성이 다르다’고 말한다. 이것이 한원진의 ‘인물성이론’이다. 박세당처
럼 ‘마음의 밝음’을 본성으로 보느냐, 김창협처럼 ‘지각의 준칙’을 본성으
로 보느냐, 한원진처럼 ‘기질을 타고 있는 리’를 본성으로 보느냐에 따라
서 이와 같은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

지각 논쟁은 김창협이 일으킨 논쟁이지만, 미발 논쟁은 김창협 이전부
터 지속되어온 논쟁이다. 김간과 조정강의 논쟁, 김간과 김재해의 논쟁에 
김창협이 개입함으로써 삼파전의 양상을 띠게 되는데 호락 공동의 박세당 
비판에서도 삼파전의 양상이 그대로 재현된다. 여기에서 언급한 소론 측 
인사들은 어떤 사태에 직면하고 나서의 안정을 정(靜)으로 보고, 호론 측
에서는 어떤 사태에 직면하기 이전의 능지능각을 정(靜)으로 본다. 하지만 
그 정(靜)에서 ‘미발지중’(未發之中)을 찾으려 하는 것은 양측이 똑같고, 
이것이 ‘미발지체에도 치우침이 있다’는 똑같은 명제로 나타난다. 김창협은 
어떤 사태에 직면하기 이전의 중정(中正)함을 정(靜)으로, 어떤 사태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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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고 나서의 중정함을 미발로 구분하고, 중정함에는 치우침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양측의 견해를 모두 비판한다. 기질에 타고 있는 리를 본성
으로 보는 호론 측 견해, 정신 능력을 본성으로 보는 소론 측 견해, 그리
고 준칙에 따르는 것을 중정함으로 보는 김창협의 견해가 미발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3.
김창협 철학은 ‘지각은 본성의 용(用)이 아니다’, ‘본성은 지각의 준칙

이다’, 이 두 마디로 압축된다. 이 두 명제는 기존 성리학의 모든 수양이
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이지만, 그가 직접 겨냥한 것은 권상하, 김
간, 이희조 등 송시열의 문인들이 보여주는 기질변화론(氣質變化論)이었
다. 송시열의 문인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기보다는, 노론 정치의 축
이었던 김수항과 송시열이 같은 해에 사사(賜死)되고 나서 향후 노론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의 고민이 그의 지각론(知覺論)
에 담겨있다고 할 수 있고, 현실지향적인 경기 지역의 사유 경향을 체계
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지각 논쟁을 통해 구축한 김창협 철학은 
송시열 이론의 원형인 이이 철학에 대한 비판을 일정 부분 포함하게 되지
만, 일관되게 ‘마음은 기’라는 이이의 명제를 바탕으로 지각론을 재정립했
다는 점에서 김창협은 이이 철학의 새로운 국면을 연 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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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hilosophy of Gim Changhy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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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m Changhyeop(金昌協), a renowned literary talent of Joseon 
dynasty, is heralded as second to Li Yi(李珥) among the Rakron(洛
論) scholars in the field of philosophy as well.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hilosophy of Gim Changhyeop, the source of the Rakron, 
with a special interest in his theory of jigak(知覺). Whereas the Li 
Hwang(李滉)’s thought is based on the proposition that “the mind is 
the cooperation of li(理) and qi(氣)”, and Li Yi’s is based on the 
proposition that “the mind is qi”; Gim elaborates exhaustively on Li 
Yi’s proposition as a way of solidifying his own philosophy.

2. Song Siyeol(宋時烈) claimed that though jigak[情] is an 
expression of qi, li rides on it, therefore jigak[情] is a function of 
li, simultaneously acknowledging both propositions that ‘jigak is qi’ 
and that ‘jigak is a function of li’. Gim considered these two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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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dictory to one another, censuring Song Siyeol in his 1689 
article that jigak is not a function of li. Around 1705 Li Huijo(李喜
朝) makes a counterargument to Gim, stating that li rides on the 
mibal(未發) mind, and when the mibal mind is expressed it becomes 
the yibal(已發) jigak[情]. Thus the mind remains unseparable from 
the nature[性] in the mibal, and the emotion in the yibal. According 
to this theory, there is no separate ‘area of the mind’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nature-emotion, but it is possible to adhere to 
Zhu Xi’s theory that jigak is a function of the nature. On the other 
hand, Gim sets up an independent ‘area of the mind’ distinguished 
from the nature-emotion, in accordance with the ‘The mind connects 
nature and emotion [心統性情]’ structure borrowed from Zhu Xi, but 
discards the rest of Zhu Xi’s philosophy by denying the possibility 
that jigak is the function of li. Among the schools that agree that the 
mind is qi, the two propositions are contradictory ― these two 
conflicting views are at the bottom of the Ho-Rak debate(湖洛論爭).

3. In 1703, two years prior to the debate with Li Heojo, Bak 
Sedang’s theory that Tao is ‘what the illumination of the mind 
orders, which should be obeyed at all costs’ was prosecuted in the 
national scale. The difference between the Ho-Rak schools 
ascertained during this process becomes the center of the dispute in 
the later debates. ‘The illumination of the mind’ that Bak Sedang 
refers to signifies ‘intellectual ability’. As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thinking abilities of beasts and men, it should be stated 
that beasts and men are of different nature. Gim disagrees with 
Bak, interpreting Tao to mean ‘the rule which leads to the results 
without fail’. According to Gim, the thinking process is jiga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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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s for the thinking process is nature; therefore regardless of 
the actual thinking ability the basis for it is identical ― thus the 
nature of men and beasts are same. On the other hand, in the Ho 
theory, the essence of human nature is instinctive desir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desires of men and beasts, but the human 
disposition is much clearer, therefore capable of learning propriety. 
Thus the Nature on disposition of the men and beasts are different.

4. The philosophy of Gim changhyeop boils down to two phrases: 
‘jigak is not the function of nature’ and ‘nature is the abiding rule of 
jigak’. While these two propositions could be said to oppose nearly 
all the cultivation theories of existing Neo-Confucianism, what he 
was directly aiming at was the theory correcting disposition of Song 
Siyeol, and reflects his contemplation on how the Noron(老論) of 
post-Gim Suhang and Song siyeol age should be directed. As a 
result, Gim’s thoughts established through the jigak debate, contains 
a portion of counter-Li Yi criticism which lies at the base of Song’s 
theory. Nevertheless, as a re-organizer of theory of jigak on the 
constant basis of Li Yi’s theory that the ‘mind is qi’, Gim initiated a 
new era for Li Yi’s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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