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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원진은 기질지성을 중심으로 이이 철학을 충실하게 계승한 성리학자

이다. 그는 ‘性卽理之在氣’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이 명제는 기가 리를 국

한함[氣局]으로써 개별 사물의 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개별 사물의

리는 개별 사물의 성이 된다. 이는 이이 철학의 理通氣局과 일맥상통하

는 것이다.

또한 한원진은 미발일 때에도 기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발

일 때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청탁수박의 기질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질

이 좋은 사람은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질은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

키는 지각의 재질이 된다.

한원진은 미발일 때 마음의 특징을 허령함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허

령함은 텅 비어서 신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허령함 또한

기질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허령함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

에 없다.

여기서 허령함의 차이는 한원진의 지각론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한원진 철학에서 지각은 사단칠정과 같은 감정뿐

아니라 의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의식은 결과로 드러난 감정이 적절

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 것이다.

의식이 감정을 살핀다면 이는 도덕적 판단과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한원진은 분명 智와 知覺을 체용 관계[智體知用]로 설정한다. 따라서 지

각은 도덕적 판단 능력을 포함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원진이 지각의 본질을 기질이라고 한 것을 생각해보면, 지각이

반드시 도덕적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지각이 도덕적 판단

이라고 하더라도, 품수한 기질이 좋은 사람은 도덕적 판단을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덕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원진이 지와 지각을 체용 관계로 설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한원진은 사단이든 칠정이든 정으로서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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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두 가지 감정의 발원처를 리와 기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사단과 칠정은 리에 맞게 드러나야만 인의예지와 같은 덕목으로 실현

되는 것이다. 이는 사단이든 칠정이든 모두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

응으로서 지각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지각작용은 정으로 수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 선악은 의식적으로 따져보아야만 알 수 있

는 것이다. 이는 정에 대한 이이 철학의 문제의식이 四端七情論에서 人

心道心論으로 옮겨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의식은 동물과 구별되는 虛靈知覺으로 明德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다. 다만 허령지각은 기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이 다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허

령지각은 리를 갖추어야만 외물의 자극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

게 된다. 이것이 바로 明德이다.

이에 입각해보면, 지각은 잠재적으로 智를 실현해야만 한다는 측면에

서 智와 체용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원진은 이 같은 구도를 情

統志意라는 명제로 압축했으며, 이는 이이 철학의 氣發理乘一途說이나

性心情意一路說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결국 한원진 철학에서 허령지각이 도덕적 반응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

더라도, 성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리에 의거해야만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구도는 克己復禮와 謙恭을 핵심으로 하는 수양론

으로 나아가게 된다. 극기복례는 미발이든 이발이든 禮樂으로써 인욕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겸공은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텅 비워서 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원진은 이를 窮理-存養-力行의 수양법으로 정리한

다. 이는 이이 수양론의 窮理-居敬-力行과 상통하는 것이다.

주요어 : 氣質之性, 虛靈知覺, 智體知用, 明德, 情統志意, 克己復禮, 謙恭.

학번 : 2008-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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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문제 제기

韓元震(1682-1751)은 李柬(1677-1727)과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정립해나간다. 이 논쟁의 쟁점은 1)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같은가?[人物

性同異], 2) 未發일 때 心體는 순선한가?[未發心體純善], 3) 智와 知覺은

本體와 作用의 관계인가?[智體知用], 4) 未發일 때 聖人과 凡人의 心體는

동일한가?[聖凡心體同異] 등이다.

1709년 2월 韓弘祚는 이간과 함께 한원진의 글을 두고서 한원진의 이

론에 미흡한 점을 검토한다. 이간은 즉시 崔徵厚에게 한원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신을 보낸다.1) 1709년 3월 한원진은 최징후에게 이간이 자신

을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편지를 보낸다.2) 1709년 4월 한홍조와 최

징후의 중재로 한원진은 이간과 홍주의 한산사에서 일주일 정도 토론할

기회를 잡는다. 그러나 한원진은 이간과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

자 자신의 견해를 좀 더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된다. 귀가 후 이간이 한

산기행 이라는 무려 1,800자에 이르는 5언의 장편시를 지어 자신의 人物

性同論을 거듭 피력하고, 한원진에게 발문을 부탁한다.3)

1710년 한산사 모임이 있은 후에 尹焜과 이간이 몇 차례 서신을 교환

한다. 윤혼은 이간과 교환한 서신을 정리해서 한원진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해 10월 한원진은 윤혼에게 답장을 보낸다.4) 이간은 한원진이 윤혼에

게 보낸 답장을 보고, 윤혼에게 한원진을 반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다.5) 1711년 한원진이 이 편지를 보고, 그해 6월 이간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五常․氣質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6) 이때 한원진이 이간의

주장을 비판함으로써 본격적인 논변이 시작된다.

1712년 이간이 權尙夏(1641-1721)를 만나서, 자신과 한원진 사이의 논

1) 巍巖遺稿, 卷7, 與崔成仲己丑
2) 南塘集, 卷9, 答崔成仲
3) 巍巖遺稿, 卷1
4) 南塘集, 卷11, 答尹晦甫焜兼呈李公擧
5) 巍巖遺稿, 卷8, 與尹晦甫
6) 南塘集, 卷9, 與李公擧(柬)別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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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대해 설명한다. 권상하는 ‘未發에서는 善惡을 말할 수 없다.’는 이간

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후 권상하는 한원진의 본의가 ‘未發에 善

惡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未發에서도 氣質之性의 善惡이 있다.’는 것임을

듣고 한원진의 견해에 동조한다. 또한 권상하는 오상에 관해서도 한원진

의 性三層說을 수용함으로써 한원진을 지지한다.

1713년 권상하의 만류로 한원진과 이간 사이의 논쟁은 잠시 소강상태

로 접어들지만, 이간이 권상하에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냄으로써 논쟁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1719년까지 한원진은

이간과 토론을 이어나간다. 이후 1724년 한원진이 이간과 권상하 사이의

논변을 읽은 후에 李公擧上師門書辨 을 지어 권상하를 대신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논쟁을 정리한다.7)

1728년 尹鳳九(1681-1767)가 李縡(1680-1746)를 만나면서, 논쟁은 새로

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재는 이간과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본적으로 이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이재의 문인들이 한원

진의 문인들과 토론을 벌이면서 호학과 낙학은 하나의 학파로서 이론을

정립해나간다. 1732년 한원진은 윤봉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간 이래의

心純善說에 대해 비판한다. 여기서 비판의 대상은 바로 이재이다. 1735년

과 1736년 이재는 윤봉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心純善說을 옹호한다.8)

1742년 윤봉구는 朴弼周(1665-1748)와 心性理氣에 대해 토론을 벌인

다. 1743년 이재는 윤봉구와 박필주의 토론에 대해 평론을 한다.9) 1744

년10)과 1745년11) 한원진은 박필주와 이재의 견해에 대해 총평을 한다.

1746년 이재는 詩를 지어서 한원진의 心性說을 비판한다. 그해 이재는

세상을 떠난다. 1747년 한원진은 이재의 시에 답한다. 이 글은 이재가 동

물과 사람의 본성이 다르고,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지 않음을 알지 못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다.12) 1747년 박필주가 세상을 떠나고,

7) 南塘集, 卷28 雜著, 李公擧上師門書辨
8) 陶菴集, 卷10, 答尹瑞膺(鳳九)心說辨問 . 같은 책, 答尹瑞膺辨問
9) 같은 책, 答朴尙甫

10) 南塘集, 卷32, 書季明辨玉溪黎湖心性說後
11) 같은 책, 書玉溪與黎湖寒泉往復書後

12) 같은 책, 題寒泉詩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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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한원진마저 생을 마감한다.13)

이후, 윤봉구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호학을 계승하려고 노력한다. 그

렇지만 윤봉구의 제자들은 학문적으로 호학의 이론을 충실하게 계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맥 상에서도 낙학파와 집안으로 엮여있든지 아니면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낙학과 대립된 위치를 점함으로써

호학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확실한 내적 동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 호학은 자연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14)

한원진은 이간과의 논쟁으로 湖學의 주축이 되었다. 여태까지의 연구

가운데 1세대는 이간과 대비되는 인물로 한원진을 다루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자는 장지연, 현상윤으로부터 유명종, 이병도, 배종호에까

지 이른다.15) 2세대는 人物性異論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원진 철학을 조

명했다. 이들은 人物性同異의 철학적 의미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 대표적인 사례는 윤사순, 이남영, 이상은 등의 연구가 있다.16) 1990년

대 이후, 3세대는 한원진 철학 체계 자체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개념

간의 관계와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한원진 철학의 전모를 밝히려고 시도

한다. 3세대가 주목한 한원진 철학의 주요 개념에는 本性, 未發, 知覺, 明

德 등이 있다.

연구자들 중에 이상곤, 임원빈, 이향준, 이종우 등은 본성에 대해 주목

한다. 이들은 程朱學의 性卽理와 性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

개한다. 그 가운데 이상곤은 ‘한원진은 정주학을 이은 사람으로 성즉리와

성선의 구도로 본성을 논하고 있다. 한원진은 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논

하고 있지만, 성은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한원

13) 한원진과 이간의 토론이 종식된 이후, 윤봉구가 이재와 논쟁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자

세한 논의는 문석윤의 호락논쟁 형성과 전개(동과서, 2006), pp.295-309.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14) 호학과 낙학의 분화와 확산에 관한 논의는 이경구, 영조~순조 연간 호락논쟁의 전개 , 
한국학보(24), 1998.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5) 장지연, 조선유교연원, 서울 : 명문당, 2009 ; 현상윤, 조선유학사, 서울 : 심산, 2010 ;
유명종, 조선후기 성리학, 대구 : 이문출판사, 1988 ; 이병도, 한국유학사, 서울 : 아세
아문화사, 1989 ; 배종호, 한국유학사, 서울 : 연세대출판부, 1990.

16) 이상은, 韓元震의 人物性異論 , 讀書新聞, 1976.1.18. ; 이남영, 호락논쟁의 철학사적

의의 , 제2회 동양문화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대동문화원, 1980 ; 윤사순, 인성․물
성에 대한 동이논변에 대한 연구 , 철학18,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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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성삼층설은 性二層의 구조이다.’고 주장한다.17)

김태년, 이상익, 이승환, 이천승, 홍정근 등은 미발을 다루고 있다. 이

들은 朱熹(1130-1200)와 한원진의 미발을 비교분석한다. 특히 홍정근은

한원진의 특징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그는 ‘한원진은 주희의 미발을 계승

발전시켰다. 주요한 근거는 한원진의 湛然虛明과 氣稟不齊이다. 여기서

담연허명은 주희의 思慮未萌․知覺不昧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마음의 순

선을 확보해주는 것이고, 기품부제는 선악의 가능성으로 한원진 철학의

독특한 이론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한다.18)

이향준, 임원빈, 정연수 등은 지각에 주목한다. 이들은 지각을 리에 대

한 인식능력으로 규정한다. 그 중에 이향준은 지각을 리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실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그는 ‘한원진은

지각을 마음의 보편적 기능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마음의 보편적 기능

17) 이상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개념설정과 존엄성 : 남당 한원진의 본성론을 중심으로 ,

역사와 사회11, 원광대학교 채문연구소, 1993 ; 임원빈, 남당 한원진의 성삼층설과 그

철학사적 의의 , 한국사상사학12, 한국사상사학회, 1999 ; 이향준, 남당 한원진의 성론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2, pp.59-78 ; 이종우, 한원진과 이간의 논쟁에서 초형

기성의 성립문제 , 철학93, 2009. 이상곤, 임원빈, 이향준, 이종우는 한원진의 성삼층설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구도로 파악한다. 다만 이상곤, 임원빈, 이종우가 성삼층설을 성이

층설로 규정한다면, 이향준은 성삼층설을 양성론으로 정의한다.

18) 김태년,「南塘 韓元震의 ‘正學’ 形成에 대한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p.99-100, pp.140-143 ; 이상익,「호락논쟁의 핵심 쟁점: 심과 기질의 관계 문제」,『한국

철학논집』Vol.35, 한국철학사연구회, 2012. ; 이승환,「남당(南塘) 미발론과 공부론의 현실

적 함의」,『철학연구』제40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 이천승,「湖洛論辯에 있어

서 未發의 의미-南塘 韓元震을 중심으로-」,『한국철학논집』제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996. ; 홍정근,「남당 한원진의 심성론-미발에서의 심과 성의 삼층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儒敎思想硏究』第26輯, 한국유교학회, 2006. 김태년은 ‘한원진의 미발은 性卽理와 心

是氣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정주학과 이이 철학을 계승했다.’고 평가한다. 이상익은 ‘한원진

은 미발의 담연허명에서 순선을 확보하는데, 이는 주희의 氣之精爽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한원진이 미발의 기품을 인정하는데, 이는 주희가 마음의 재질을 기로 보는 것과 같은 것

이다.’고 주장한다. 이승환은 ‘주희는 미발을 의식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즉 미발은 지

각능력은 있으나 아직 아무런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미지향적 의식이다. 한원진 또한 주

희와 같이 의식의 차원에서 미발을 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천승은 ‘한원진은 미발일

때 마음이 담연허명하여 물욕이 생기지 않으므로 본연지성의 순선함이 가능한 근거를 마

련했다. 또한 미발일 때 여전히 기질이 존재하므로 미발일 때 선악의 가능성을 갖고 있

다.’고 주장한다. 홍정근은 ‘한원진이 논한 미발의 담연허명은 주희가 미발을 능지능각으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미발의 기품이 존재하더라도 아무런 작용

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발의 순선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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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理, 즉 性善을 인식할 뿐 아니라 이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19)

이애희, 김태년 등은 명덕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한원진의 명덕을 성

선과 마음의 主宰로 설명한다. 이들 가운데 김태년은 ‘한원진의 주요 개

념은 기 일변으로 차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원진의 명덕마

저 기 일변으로 해석하면 이는 성선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원진은 명덕을 통해서 보편성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20)

1990년대 이후, 3세대 연구는 일반적으로 정주학의 측면에서 한원진

철학을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한원진이 성선설과 보편성을 해치

지 않는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한원진은 기질지성 내에서 추출할 수 있

는 본연지성, 순선을 확보할 수 있는 미발지심, 리를 인식할 수 있는 지

각, 리를 실현할 수 있는 명덕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람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원진 철학의 중심이 되는 기질지성은 보편성보다 사람과 사람이 다

르다든지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는 개별성이나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한원진은 이이의 氣發理乘, 理通氣局을 계승해서 자신의 철

학 체계를 확립해나간다.21) 따라서 이 논문은 한원진 철학이 氣質之性을

19) 이향준, 남당 한원진의 성론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2, pp.86-99 ; 임원빈, 신
유학의 궁리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남당 한원진의 궁리설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17,
한국동양철학회, 2002. ; 정연수, 남당 한원진의 성학공부론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
문, 2012, pp.128-142. 이향준은 ‘한원진은 지각을 마음의 보편적 기능으로 정의한다. 즉 지

각은 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임원빈은 ‘한원진

철학에서 리, 즉 성선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지각 기능의 보편성이 확립되어야만 모

든 사람이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연수는 ‘한원진의 지각은 말 그

대로 알아차리고 깨우칠 수 있는 심의 본질로서 미발과 이발을 아우르고 體用과 動靜을

겸한다. 지각은 미발시 성을 주재하고 보존하며 이발시 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심의 기틀

이다.’고 주장한다.

20) 이애희, 남당 한원진 철학에서 명덕의 문제 , 철학연구7, 고려대 철학 연구소, 1982. ;
김태년, 南塘 韓元震의 ‘正學’ 形成에 대한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6,

pp.166-178. 이애희는 ‘한원진의 명덕은 오상의 본성을 갖추고 만사에 상응할 수 있는 광

명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명덕은 일신을 주재하는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기

능이다.’고 주장한다. 김태년은 ‘한원진의 명덕은 밝은 인식능력이자 도덕적 본성을 포괄하

는 허령성과 순선성이다. 이는 한원진이 심과 성의 구분을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심과 성

이 본연의 상태에서 통일되고 순선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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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율곡학파의 정통을 이어나가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이는 “리는 무위하지만 기는 유위하므로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것

이다. … 이 때문에 천지의 조화와 내 마음의 드러나는 것이 기가 발하

여 리가 타는 것이 아닌 것이 없다.”22)고 말한다.

여기서 리의 무위는 운동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반해,

기의 유위는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즉, 기가 어떤 작위를 하

면 이치상 리는 그 움직이는 기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따

라서 천지의 조화나 마음의 작용은 모두 기가 드러나는 것이지 리가 기

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처럼 현상 속에서 리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의 주도하에 있는 것이다. 이는 기가 리를 국한하

는 것이다. 그리고 기가 리를 국한함으로써 개별 사물의 리가 되는 것이

다. 여기서 개별 사물의 리는 바로 개별 사물의 성이 된다. 따라서 개별

사물의 본성이 다른 것은 기국에 의한 것이다.23)

한원진은 이이 철학의 구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1712년 한원진은

이간과 토론을 하던 중에 스승 권상하로부터 율곡학파의 정통을 이었다

고 승인을 받게 된다. 권상하는 미발에도 기질지성이 존재한다는 한원진

의 입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권상하와 한원진은 ‘기가 리를 국한한다.’는

측면에서 성을 기질지성이라고 정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이 철학에서 ‘기가 리를 국한한다.’와 ‘기가 유위하고 리가 무위하다.’

고 한 것을 한원진의 기질지성에 적용해보면, 한원진 철학에서 기질지성

이 다른 주요 개념을 하나의 이론 체계로 엮어주는 구심점이 된다는 것

을 추정해볼 수 있다.

‘기가 리를 국한한다.’에 따르면, 기질지성은 기질이 리를 국한하고 있

21) 李珥 철학의 氣發理乘과 理通氣局에 대한 내용은 정원재, 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1, pp.39-63.을 참조하여 정리함.

22) 栗谷全書, 卷10, 答成浩原 , 理無爲而氣有爲 故氣發而理乘。… 是故。天地之化。吾心

之發。無非氣發而理乘之也。

23) 栗谷全書, 卷10, 答成浩原 , 人之性非物之性者。氣之局也。人之理卽物之理者。理之通

也。方圓之器不同。而器中之水一也。大小之瓶不同。而瓶中之空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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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리고 이이 철학에서 ‘기가 유위하고 리가 무위하다.’고 한

것을 기질지성에 적용해보면, 기질지성은 외부대상의 자극으로부터 기질

이 반응을 하면 논리적으로 리가 그 기질의 작용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발일 때에도 기질지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질지

성은 지각의 품질과 관련된 것이다. 타고난 기질이 좋은 사람은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

다. 성인이 아니라면, 지각반응은 반드시 적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다. 이 때문에 한원진의 지각반응은 감정일반을 포함할 뿐 아니라 이 감

정들이 天理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 意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가 천리로써 감정을 살피는 것이라면, 한원진의

수양론 또한 이이와 같이 窮理를 핵심으로 하는 이론 체계라고 상정해볼

수 있다.

필자는 ‘한원진 철학이 이이 철학을 충실히 계승했다.’는 전제 하에 한

원진의 기질지성을 중심으로 다른 주요 개념을 검토해나갈 것이다. 제Ⅱ

장에서는 ‘性卽理之在氣’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한원진이 사람의 본성을

氣質之性으로 규정해나가는 과정과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미발일 때 기질[지성]이 존재한다면 寂然不動, 湛然虛明, 本心은 性善의

보편성이나 聖凡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볼 것이다. 제Ⅳ

장에서는 知覺이 四端七情과 志意까지 통합하면서 智와 체용 관계를 형

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볼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한원진의

수양론은 克己復禮와 謙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결국 窮理

를 우선으로 여기는 이이의 수양론과 동일한 것임을 고찰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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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本性論

이간과 한원진의 本性論은 기본적으로 이이 철학의 理通氣局을 계승한 것

이다. 이간은 ‘性卽理’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본성론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한원진은 ‘性卽理之在氣’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본성론을 논의한다.

이간의 性卽理에 따르면, 리는 본말과 선후가 없는 것으로 시공간적 제약

을 넘어선 형이상자이다. 기는 시공간적 제약 아래 있는 것으로 본연의 상태

를 잃는 경우가 있는 형이하자이다. 리는 언제 어디서나 본연의 모습으로 존

재한다. 이것이 바로 ‘리가 통한다.’[理通]이다. 기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본

연의 모습을 잃는다. 이것이 바로 ‘기가 국한된다.’[氣局]이다. 따라서 이

간의 성은 리로서의 본연지성이다.

한원진의 性卽理之在氣에 따르면, 국한되는 것은 기가 아니라 리이다.

이는 리를 국한하는 것이 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가 리를 국한

함[氣局]으로써 개별 사물의 리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개별 사물의 리는

개별 사물의 성이 된다. 반면 각 사물의 리가 근원적으로 동일한 것은

리가 통[理通]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원진의 성은 기에 있는 리로서의

기질지성이다.

이 장에서 필자는 性卽理之在氣를 중심으로 한원진의 본성론을 살펴보

려고 한다.

1. 性과 理

李柬은, 權尙夏가 ‘性卽理라는 말은 미비하므로 性卽理之在氣라고 보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이간)얼마 전에 송상윤에게 들었더니, 선생님(권상하)께서 “‘성이 곧

리이다.’는 말이 미비하다고 하시면서, 지금부터는 보완하여서 ‘성은

곧 기에 있는 리이다.’라고 말해야 전하는 바에 잘못이 없을 것이다

.”24)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아직 이해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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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습니다. 천하에 어찌 기에 있지 않은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

에 나아가 단지한 것이 있고 겸지한 것이 있습니다. 정자가 말한 바는

단지에 해당하니, ‘卽理也’라는 세 글자가 애초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

다. ‘在氣者’라는 말로써 보완하면 쓸데없는 말과 같습니다. 정자가 말

한 바가 겸지에 해당한다면 ‘卽理也’ 세 글자는 공연히 참됨을 잃어버

린 것이니, (정자)“이른바 사람들 중에 감히 이와 같이 말한 경우가

없다.”25)라고 한 것은 백세를 속이는 말이겠습니까? 저는 다만 감히

의문을 제기한 것이니, 선생님께서 헤아려 가르쳐 주십시오. 무릇 이

른바 성은 형이상자입니까? 아니면 형이하자입니까? 만약 주자가 말

한 바가 형이상자라면 ‘卽理也’라는 세 글자를 어찌 다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형이하자라면 程朱는 성을 아는 군자라고 할 수 없

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마디로 풀어준다면 저는 조금 시원해질 것입

니다.26)

24) 권상하의 문집 가운데 성즉리와 관련된 논의는 총 6번 등장한다. 권12에서 2번, 권13에서

1번, 권14에서 1번, 권21에서 1번, 연보에서 1번. 이 가운데 권14에서는 성즉리를 일원의

측면으로 논하고 있다. 그리고 성즉리지재기를 기국의 측면으로 설명한다. 즉 여기서는 기

가 리를 국한함으로써 리가 각기 다른 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간은 송상윤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권상하의 말을 정확

하게 기록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필자는 性卽理之在氣에 관한 논의가 권14로부터 유

래했다고 추론해본다. 寒水齋先生文集, 卷14, 答李器甫[二] , 近思錄纔說性時便已不是性
也此一段 明道先生所論極正當。誰敢有異議。蓋性者指理之墮在氣質中者言之。孔子所謂成

之者性是也。朱子註人物未生時。只可謂之理。未可名爲性云者。名義極精。有何可疑乎。然

所謂理也性也。非二物也。指性之本體而言曰理。指理之在氣質中者而言曰性。其實一物也。

故程子曰性卽理也。朱子謂孔子後無人敢如此道。唯伊川說得盡顚撲不破。其於中庸章句又引

此說。以釋天命之性。則性與理豈可分而二之乎。特隨其所在而名義有不同耳。此條正是愚見

之證。賢者旣知其顚撲不破。何故更問。必欲立異於愚言耶。先生以本然之性。欲改作性之本

然。則旣知本然氣質之爲一性矣。而至論物性則欲分本然氣質而二之何歟。豈先生之意。要以

此只論人之性故然歟。不然則恐未免逕庭矣。朱子曰論萬物之一原則理同而氣異。觀萬物之異

體則氣猶相近而理絶不同。此一本萬殊之義也。高明只見上一節理同之說。而不見下一節理絶

不同之說。故愚嘗悶之耳。天理雖同。稟性絶異。愚以爲人得人之性物得物之性。朱子曰馬之

性健牛之性順。又曰大黃之性寒附子之性熱。豈非各得耶。

25) 朱熹集, 卷58-25, 答徐子融 , 伊川先生言性卽理也。此一句。自古無人敢如此道。

26) 巍巖遺稿, 卷5, 上遂庵先生 , 頃聞宋生相允。則先生以性卽理也。爲語未備。自今補之

曰。性卽理之在氣者云。其所傳無誤。則柬於此。竊所未曉。天下曷嘗有不在氣之理也。但卽

此而有單指者。有兼指者。程子所言在單指。則卽理也三字。初無不足也。以在氣者補之。似

爲剩語矣。程子所言在兼指則卽理也三字。公然失實矣。所謂無人敢如此道者。是將爲誣百世

之言歟。小子只敢有一問著。先生試加商敎焉。夫所謂性者。是形而上者歟。抑形而下者歟。

若如朱子所謂形而上者。則卽理也三字。惡可改評乎。而若是形而下者。則是程朱將不得爲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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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간은 性을 ‘性卽理’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는 권상하와 같

이 ‘在氣者’라는 말로써 성에 대한 정의[性卽理]를 보완하려고 한다면 이

는 쓸데없는 말과 같다고 반박한다. 이간이 권상하의 주장을 반박하는

까닭은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추론해볼 수 있다. 이간은 권상하가 성

을 ‘形而上者’로 여기는지 아니면 ‘形而下者’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추궁

한다. 그리고 이어서 권상하가 성을 형이상자라고 여긴다면 ‘즉리야’라는

세 글자에 대해 미비하다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반문한다. 이 같은 논의에 의거해볼 때, 이간은 성을 형이상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한원진은 성즉리만으로 성을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성

즉리는 현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체의 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한원진)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정자의 말로 인하여 모두 성이 리인 것

은 알지만 그것이 사람과 동물이 얻은 바를 명명한 것임은 알지 못합

니다. 그들은 ‘성’ 자를 설명하면서 줄곧 기질로부터 떨어져 거의 황홀

하고 허무하여 의착할 바가 없게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

로 선생님이 ‘在氣’라는 두 글자를 보충하여 성의 의미를 밝힌 것입니

다. …… 성이라는 명칭은 본래 리와 기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 성이

라는 글자에서 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리라는 글자에서 그 본

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선생님의 말이 비록 쓸데없는 말이

라고 하더라도 괜찮겠지만, 어찌 보통 사람들의 견해가 이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성이라는 글자에서 ‘在氣’의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 도리어 공허한 데로 나아가 성을 찾으니, 선생님이 어찌 곧

장 가리켜서 깨우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27)

性君子矣 於此。有一轉語。則小子可多少灑然矣。

27) 南塘集, 卷28 雜著, 李公擧上師門書辨 , 今則學者因程子之言。皆知性之爲理。而不知其

爲人物所得之名。其說性字。一向離了氣質。殆不免於怳惚虛無無所依着。故先生補以在氣二

字。以曉性之名義。…… 盖性之爲名。本以理與氣合者而言。則性字上。見得其在氣。理字

上。見得其本體。若是則先生之言。雖謂之剩語亦可也。其奈世人之見。尠及於此。不知性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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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원진은 성을 리와 기를 합하여 명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와 기의 합으로서의 성은 분명 성즉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와

기의 합이라는 말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말의 목적은 분명

하다. 그 목적은 바로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을 설명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한원진이 이이 철학을 계승한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는

이이의 理通氣局을 충실히 따르려고 한 것이다. 기는 다양한 형태를 가

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기가 리를 국한하면, 그 리 또한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 바로 리와 기의 합으로서의 성이다. 따

라서 한원진은 권상하와 같이 ‘在氣’라는 두 글자를 보충해야만 성의 의

미가 분명해진다고 주장한 것이다.28)

그런데 ‘재기’의 측면에서 성을 논하면, 이간과 같이 ‘性이 形而上者가

아니라 形而下者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원진)이간이 또한 ‘성은 형이상자입니까? 아니면 형이하자입니까?’

라는 말로 선생님께 질문하여 대치하게 만들었는데, [이는]진정 선생

님(권상하)께서 성이 형이상자임을 모른다고 여긴 것이라면 더욱 가소

롭습니다. 선생님께서 어찌 성을 형이하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만

형이상자가 형이하자와 떨어질 수 없다고 여긴 것일 뿐입니다. 만약

‘재기자’를 형이하자라고 한다면 움직임과 고요함에는 단서가 없고, 음

과 양은 시작이 없고, 태극인 리가 어떤 때라도 음양 가운데 있지 않

은 적이 없었다고 한 것은 또한 형이하자이고, 그가 말한 형이상자는

진정 형이하의 밖에 있는 것이 됩니다. 아는 바가 이와 같으므로 기질

지성을 논하면 [기질지성이]때에 따라서 있고 없다고 여기고 생명이

있은 후에 어떤 때라도 기질지성이 없는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지 못

합니다. 건순오상의 성을 논하면 하나의 본원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上 看得出在氣之義。却去空蕩蕩地覔了性。則先生安得不直指以曉也哉。

28) 이상곤은 性卽理라는 명제만으로 한원진의 본성론을 정의하려고 한다. 이는 한원진이 性

卽理之在氣로 성을 정의한 것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곤, 인간의 ‘본성’

에 대한 개념설정과 존엄성 : 남당 한원진의 본성론을 중심으로 , 역사와 사회11, 원광
대학교 채문연구소, 1993, pp.73-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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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여기고, 건은 단지 양의 성이어서 양이 아니면 건이라고 명명

하지 못하고 순은 단지 음의 성이니 음이 아니면 순이라고 명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를 미루어 이론을 만드니 하나라도

병통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즉 선생님의 ‘재기’라는 한마디

는 바로 그의 정수리에 일침을 가한 것인데, 도리어 이와 같이 절절하

게 비판하여 믿지 않습니다. 비록 선생님께서 다시 한마디를 하시더라

도 그대가 어찌 진정 시원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29)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성이 형이상자이냐 형이하자이냐에 있지 않다. ‘재

기’의 의미는 理가 현상과 벗어나서 존재한 적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한원진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간의 관점이 도리어 논리적 모

순이라고 반박하는 것이다. 가령 ‘太極의 理가 어떤 때라도 陰陽 가운데 있

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理가 陰陽, 즉 氣와 떨어져서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상 속에서 실현되는

덕목의 근거를 현상과 별개의 영역에 존재하는 理에서 찾을 수 없다는 논리

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健順五常의 性을 논한다면, 이는 모두 현상 속에 존재하는 理로부터

그 존재의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건순오상은 분명 덕목이다. 이간이든

한원진이든, 즉 性卽理의 입장에 있든 性卽理之在氣의 입장에 있든, 유학자

가운데 건순오상이 덕목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건순

오상의 덕목이 어떻게 명명되는지를 따져보면, 이는 리가 음양오행의 기를

타고서 드러난 것을 명명한 것이다. 따라서 태극인 리는 음양오행의 기와 떨

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이 논의에 입각해볼 때, 한원진이 이간과 같이 ‘성즉리’만으로 본성을 정의

29) 南塘集, 卷28 雜著, 李公擧上師門書辨 , 公擧又以性是形而上 抑是形而下之語。質問凾

丈。要令置對。而眞以先生爲不識性之爲形而上者。尤可笑。先生何嘗以性爲形而下者哉。特

以爲形而上者。不離乎形而下者耳。若以在氣者爲形而下者。則動靜無端。陰陽無始。太極之

理。無時不在陰陽之中者。亦將爲形而下者。而渠之所謂形而上者。眞在形而下之外矣。惟其

所知如是。故其論氣質之性。則以爲隨時有無。而不知有生之後。無一刻無氣質之性者。其論

健順五常之性。則以爲一原無不同。而不知健只陽之性。而非陽則不名爲健。順只陰之性。而

非陰則不名爲順。推此爲說者。無一不病。則先生在氣一語。政是渠頂門上一針。而反如是譏

切不信。雖先生更下一轉語。渠豈眞能洒然哉。



- 13 -

하려고 한다면 현상 속에서 덕목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해답

을 주지 못하게 된다. 덕목은 어떤 사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건이

라고 하면, 군주의 굳셈이 리에 맞게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리는 當爲의 문

제를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군주가 건이라는 덕목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리

에 맞게 굳셈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리는 굳셈의 적절함을 얻게

하는 當然之則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한원진이 미발과 이발의 구도로써 기질지성에 존재

하는 당연지칙을 논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한원진)마음에는 미발과 이발이 있으므로 미발은 성의 본체이고 이발

은 성의 작용입니다. 다만 아직 드러나기 전에는 기가 일을 꾸미지 않

으므로 단지 리의 지극히 선함만을 보는 것이고 기의 선악을 보지 못

합니다. 드러난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의 선악을 볼 수 있으므

로 저는 또한 아직 드러나기 전에는 기질지성을 볼 수가 없고 이미

드러난 후에야 비로소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단 마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耳目口體로 말하자면 지각이 작용한다는 것은 모두 기

질지성입니다. 그 모든 것이 當然之則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본연지성입

니다. 비단 이목구체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가느다란 머리

카락이나 하나의 조그마한 손톱에도 모두 본연과 기질지성이 있습니

다. 사물이 있다면 반드시 법칙이 있는 것이니, 법칙을 전언하면 본연

지성이고 사물과 법칙을 겸해서 말하면 기질지성이 됩니다.30)

여기서 未發은 마음속에 리는 지극히 선한 것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외

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산출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대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이에 대한 기의 반응이 선으로든 악

30) 南塘集, 卷30 雜著, 本然之性氣質之性說 , 心有未發已發 故未發是性之體。而已發是性

之用也。但未發之前。氣不用事。故但見其理之至善。而不見其氣之善惡。及其發而後。方見

其氣之善惡。故愚又曰。未發之前。氣質之性不可見。而已發之後。方可見也。不獨心爲然

也。以耳目口體而言之。則其見聞作用者。皆氣質之性也。而其皆有當然之則者。本然之性

也。不獨耳目口體爲然也。雖至於一毛髮之微。一爪甲之細。亦皆有本然氣質之性也。盖有物

則必有則。專言則則爲本然之性。而兼物則而言則爲氣質之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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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든 나타나게 된다. 한원진의 주장에 의거해보면, 未發과 已發은 도덕

본성[性卽理], 그리고 도덕본성에 근거한 선한 반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미발의 리가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외부대상의 자

극에 대한 반응은 기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원진이 리만을 가리켜서 지극히 선하다고 주장한 것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한원진은 선한 반응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반응의 발원처를 기에 두려고 하지 리에 있다고 하지 않

는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한원진 철학에서 리를 본성과 구별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한원진은 기[마음]에 있는 리의 의

미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한원진은 ‘마음과 耳目口體의 작용은 모두 氣質之性이고, 그 속에 있는

當然之則은 本然之性이다.’고 주장한다. 마음이든 이목구체든, 그 모든 것

의 작용이 기질지성이라고 한다면 감각기관이든 마음이든 본질적으로 동

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한원진의 논의에 의거해보면, 마음이든 감각기관

이든 모두 기질지성이다. 또한 감각기관이든 마음이든 본질적으로 기로

서 동일한 것이고, 리는 그 안에 갖추어진 당연지칙일 뿐이다.

그런데 당연지칙은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선한 반응을 산출할 수 있

도록 마음이나 감각기관을 주재하지 못한다. 당연지칙은 리이고, 리는 무

위․무형한 것이다. 따라서 감각기관이든 마음이든, 모든 존재에 당연지

칙이 부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선한 반응을 담보하는 것은 아

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점은 한원진이 말한 기질지성의 의미이다. 한원진

의 이론 체계에서 기질지성은 지각작용의 바탕이다. 한원진은 모든 존재

의 반응이 기질지성으로부터 산출됨에도 불구하고 선한 반응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각작용이 기질지성에 본원을 둔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그 반응은

好惡와 같은 욕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욕망은 당연지칙보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지각작용은 선보다 악으로 흘러갈

공산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태가 있다면 그 속에는 당



- 15 -

연지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각작용이 당연지칙을 가릴 수는 있지만, 당

연지칙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한원진은 사물과 법칙을 겸

해서 기질지성이라고 하고, 그 속에 존재하는 법칙을 본연지성이라고 정

의한다.

이 논의에 의거해볼 때, 한원진은 본성을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으로 구

별한다. 본연지성은 법칙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질지성은 사물

과 법칙을 합해서 말한 것이다. 한원진은 ‘사물이 있다면 법칙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물과 별도로 존재하는 법칙을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

이다. 법칙은 사물의 작용을 타고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구도 속에서

본연지성은 기질지성과 독립된 하나의 본성이라고 주장하기 힘들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한원진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를 어

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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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1) 本性으로서의 氣質之性

한원진은 ‘사람의 경우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마음[心]은 氣이고, 性은

理입니다.’고 주장한다. 이 말만 놓고 생각해보면, 한원진은 마음[心]과

性을 각각 氣와 理로 분리하는 것 같다.

(한원진)사람의 경우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마음은 기이고, 성은 리입

니다. 아직 드러나기 전에는 리가 기 가운데 갖추어져 있으므로 리만

을 말하자면 혼연하여 지선하니 이른바 본연지성입니다. 기를 겸해서

말하자면 선악이 일정하니 이른바 기질지성입니다. 이미 드러난 때에

는 리가 기를 타므로 선과 악은 진정 모두 기질지성이 드러난 바입니

다. 선한 것은 본연지성이 기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것은 본연지성이 기에 의해서 가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질지성이

드러난 바가 곧 본연지성이 드러난 바입니다.31)

그런데 한원진은 ‘未發일 때 理가 氣 가운데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한

다. 이어서 그는 ‘기 가운데 갖추어진 리만을 말하자면 혼연히 至善하고

이른바 本然之性이다.’고 규정한다. 본연지성은 기와 분리된 공간에 존재

하는 리가 아니라 기에 있는 리만을 가리켜서 명명한 것이다. 그리고 본

연지성으로서의 리는 선이다.

본연지성으로서의 리는 기에 의해서 가려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

라서 善 혹은 惡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본연지성이 기에 의해서 가려지

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에 반해 본연지성이 기에 의해서 가려

31) 南塘集, 卷30 雜著, 本然之性氣質之性說 , 其在人者以心言之 則心卽氣也。性卽理也。

未發之前。理具氣中。故專言理則渾然至善。而所謂本然之性也。兼言氣則善惡一定。而所謂

氣質之性也。已發之際。理乘氣上。故其善其惡。固皆氣質之性所發。而其善者。乃本然之

性。不爲氣揜者也。其惡者。乃本然之性。爲氣所揜者也。然則氣質之性所發。卽本然之性所

發也。



- 17 -

지지 않으면 선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결국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성

의 선악은 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원진은 ‘氣質之性이

드러난 바가 곧 本然之性이 드러난 바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32)

이어서 한원진은 ‘기질지성이 곧 본연지성이다.’고 주장한 까닭을 논증

한다. 이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각각 道心과 人心의 발원처로 삼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한원진)지금 배우는 사람들33)은 도심을 본연지성이 드러난 바라고 여

기고 인심을 기질지성이 드러난 바로 여깁니다. 무릇 인심은 도심이

아니고 도심은 인심이 아니니, 이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두 가지

성이라고 하여 각각이 작용해서 발원처를 달리한다고 여기는 것입니

다. 분석한 것이 또한 너무 지나칩니다. 도심은 진정 본연지성이 드러

난 바이지만, 드러내는 것은 기입니다. 드러내는 기를 함께 가리켜 말

하면 기질지성이 드러난 바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대개 본연지성과 기

질지성을 두 가지 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34)

32) 임원빈은 ‘한원진이 개체류의 동일성을 본연지성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임원

빈은 ‘한원진이 각 개체류 내의 차이 가령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기질지성이라고 정

의했다.’고 주장한다. 임원빈, 남당 한원진 철학에서의 성리 개념의 발전 , 동방학지98,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7, pp.236-240 참조. 임원빈에 의하면, 한원진은 본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별한다. 그런데 한원진 철학에서 본연지성은 기질지성 외에 다른 것이 아

니다. 가령 사람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동일하지 않다. 이

는 리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과 동물이 모두 동일한 리를 품수한 것이다. 다만 그 리가 사

람의 온전한 기에 품수되느냐, 동물의 막힌 기에 품수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본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연지성은 기질지성 외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33) 1706년 한원진은 ‘本然之性氣質之性說’을 썼다. 이 시기에는 한원진이 아직 이간과 교류

를 시작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원진이 인심과 도심을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으로 나누는 구

도를 비판한 것이 꼭 이간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이간이 기질지성과 본

연지성을 두 가지로 구별하는 것에 대한 한원진의 비판은 김태년,「南塘 韓元震의 ‘正學’

形成에 대한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p.141-142. 참조하기 바람.) 1705년

최성중, 한홍조 등과 性理說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고, 그해 ‘示同志說’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여기서 “배우는 사람”은 최성중, 한홍조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할 가능성이 크다.

34) 南塘集, 卷30 雜著, 本然之性氣質之性說 , 今之學者 有以道心爲本然之性所發。人心爲

氣質之性所發。夫人心非道心。道心非人心。則是以本然之性氣質之性爲二性。而各行而異處

者矣。其所分析。亦已過矣。道心固是本然之性所發。而發之者氣也。兼指其發之之氣而言。

則謂之氣質之性所發。亦可也。人心乃是氣質之性所發。而所以發者理也。單指其所以發之理

而言。則謂之本然之性所發。亦可也。盖以本然之性氣質之性非二性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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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원진은 인심과 도심의 발원처를 각각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으

로 나누는 것에 대해 ‘분석한 것이 또한 너무 지나치다.’고 반박한다. 그

리고 그는 ‘도심은 진정 본연지성이 드러난 바이지만 드러내는 것은 기

이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질지성이 드러난 것이 곧 본연지성이 드러난

것이다.’고 말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본연지성은 기에 있는 리만을 가리켜서 명명한 것이다. 여기서 리는

스스로 선한 반응을 산출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리는 무위한 것으로

스스로 아무런 작위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은 마음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리

고 마음의 반응은 기의 작용이다. 기의 작용이 리를 가리지 않는다면 이

는 바로 도심이다. 따라서 본연지성, 즉 도심은 기가 리를 드러낸 것이

다.

이 같은 도식에 입각해보면, 도심은 리를 위해서 드러난 기의 작용이

다. 한원진은 반응의 動因으로서 기를 설정한 것이고, 그 반응의 적절함

을 확보해줄 수 있는 당연지칙으로서 리를 상정한 것이다. 그리고 기가

리를 위해서 드러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도심과 인심으로 갈라

지는 것이다.35)

기가 동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연지성으로서의 리가 온전히 실현

된 것도 결국 마음이 리를 위해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음은 두

가지의 발원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가 발해서 리가 타는 하나의

길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원진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두 가

지로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한원진은 본성에 대한 자신의 입론이 함축하

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서술해나간다.

한원진은 사람들 가운데 ‘기질지성은 作用만 있는 것이지 本體는 없는

35) 經義記聞錄, 卷2, 中庸 , 蓋此心之發 無論人心道心。只是氣發理乘一道。其所爲而發。

則有不同。有爲食色而發者。而此之發以其有形氣之私也。有爲道義而發者。而此之發以其稟

性命之正也。故曰。生於形氣。原於性命。又曰。所以爲知覺者不同。此皆見其已發後不同。

推其所由然者而立名耳。非就心上發處。分析理氣而爲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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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다.

(한원진)또한 본연지성은 본체와 작용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기질지성

은 작용만 있고 본체는 없다고 하니, 이 말 또한 더욱 이치를 해치는

것입니다. 작용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없

다면 작용이 없습니다. 어찌 본체가 없는 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령 대개 성은 본체이고 정은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기질지성이

진정 본체가 없고 작용이 있다면 이는 본체가 아닌 성이 있는 것이고

정 또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른바 사람의 본성이겠

습니까?36)

여기서 한원진은 ‘본체가 없는 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

한다. 이는 작용이 있다면 반드시 본체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어서 그는 ‘본체는 성이고, 작용은 정이다.’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입

각해보면, 본체[性]가 선하면 이로부터 나온 작용[情]은 반드시 선해야만

한다는 도식이 성립한다. 이와 달리, 본체[性]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

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로부터 발생한 작용 또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기질지성은 기가 리를 위해서 드러났느냐 그

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다. 기질지성은 선

악의 가능성, 즉 모든 감정의 바탕으로서 본체의 의미를 갖고 있다. 선악

의 가능성 혹은 바탕으로서의 본체를 설정하더라도, 성과 정이 본체와

작용의 구도를 갖는 것에 대해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작용[정]은 외부대

상의 자극이 주어져야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본체는 외부대상

의 자극이 없더라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극이 오기 이전에, 어떤

자극에 대한 모종의 반응을 산출할 수 있는 반응체계가 이미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6) 南塘集, 卷30 雜著, 本然之性氣質之性說 , 又以爲本然之性 體用俱備。氣質之性。有用

無體。此言尤害理。凡物有用則必有體矣。無體則亦無用矣。安有無體之用乎。且凡言性者體

也。而情者用也。果如氣質之性。眞無體而有用。則是有非體之性。而情亦可謂之性也。豈所

謂人性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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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마음속에 갖추어진 반응체계가 바로 기질지성이다. 반응체계로

서의 기질지성은 하나의 본체이지 작용일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

지 않는 사람들은 기질지성을 하나의 작용으로 설정하고, 본연지성을 기

질지성과 별개의 영역에 존재하는 본체로서 상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원진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나누어서 성을 두 가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어서 한원진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미발과 이발의 영역에 분속시

키려는 사람들의 논리를 반박해나간다.

그렇다면 아직 드러나기 전에 단지 본연지성이 있다고 해야지 기질지

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기가 없는 리가 있다는 것이니, 어찌 리

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드러나는 데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기질지성이 있다고 한 것은 성에는 미발의 성과 이발의 성

이 있다는 것이니, 어찌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 본원이 없다고 하겠는

가? 이른바 본연지성이 드러나는 데 이르러서 기질지성이 된다는 것

은 아마도 그 말에 두 가지 근본이 있는 것에 대한 혐의를 스스로 풀

려고 한 것이나 그 또한 잘못된 것이 심합니다. 예로부터 성현은 모두

성이 드러나서 정이 된다고 말했지 성이 드러나서 성이 된다고 말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성현은]모두 미발을 성이라고 여겼지 이발을

성이라고 여긴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성현은]모두 리기는 선후가 없

다고 말했지 리가 드러나서 기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질이 없는 본성이 만약 저절로 드러났다면 율곡은 무엇 때문

에 리발의 이론을 비판했겠습니까?37)

한원진의 비판에 의거해볼 때, 본연지성으로서의 리가 미발의 영역에

만 존재한다면 기가 없는 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리와 기가

37) 南塘集, 卷30 雜著, 本然之性氣質之性說 , 然則其曰未發之前 只有本然之性。不可謂有

氣質之性者。是無氣而有理也。烏在其理氣之不相離也。其曰及其發也。方有氣質之性者。是

性有未發之性已發之性也。烏在其人心之無二本乎。至其所謂本性之發者。爲氣質之性者。盖

欲自解其言之有嫌於二本。而其亦杜撰甚矣。從古聖賢。皆言性發爲情。而未聞言性發爲性

也。皆以未發爲性。而未聞以已發爲性也。皆言理氣無先後。而未聞言理之發爲氣也。且本性

無氣質而果自發。則栗谷何以非理發之說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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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원칙[理氣不相離]에 어긋나는 것이다. 게다가 미

발의 성과 이발의 성이 각각 존재한다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 본

원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미발과 이발의 영역에 모두 성이 존재하게 되

는 것이다. 그런데 한원진 철학에서 성은 기질에 있는 리이다. 그리고 여

기서 작용을 하는 것은 기질이다.

그렇다면 미발은 기질이 아직 외부대상의 자극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산출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미발의 상태에서 리만을 가리켜서 성이라

고 한다면 이는 본연지성이다. 또한 외부대상의 자극을 수용하는 기질과

리를 합해서 말하면 이는 기질지성이다. 따라서 미발은 기질지성이 아직

대상과 아무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발의 기질지성은 외부대상으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면 모종의 반응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반응은 바로 기질지성으로부터 드러난 정이다.

따라서 기질지성은 성이지 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발일 때

기질지성 외에 따로 본연지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연지성으로부터 기질지성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는 리가 드

러나서 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꼴이 된다. 한원진 철학에서 리는 그 자

체로 아무런 동인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동인은 오로지 기에 있다.

따라서 기의 모습에 따라서 리의 모습 또한 정해지는 것이다. 리는 기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리가 기보다 앞서 존재한다든지 아니

면 리가 기를 산출한다는 식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리는 언제

나 기를 타고 선으로든 악으로든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이이 철학을 충

실히 따르는 것으로, 본성[理]의 動因을 인정하는 李滉의 理發說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적 태도는 기질지성 외에 본성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원진은 주희와 이이의 원문을 논거로 제시함으

로써 ‘기질지성 외에 본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한다.

(한원진)저는 보내주신 편지에 대해서 이미 대략 대답을 올렸습니다.

다시 주자와 율곡의 이론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서 그 가부를 듣고자



- 22 -

합니다. 주자는 ‘기질지성은 다만 이 성(自註 : 율곡은 ‘본연지성이다’

고 했습니다.)이 기질 가운데 떨어지고, 이로부터 하나의 성이 된다.’

고 했습니다. 율곡은 ‘기질 가운데 나아가서 그 리만을 가리키면 본연

지성이고, 리와 기질을 합해서 명명하면 기질지성이다.’고 했습니다.

형은 과연 성이 기질에 떨어지는 것과 리기를 합하여 명명한 것이 모

두 이발 후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미 드러나기 전에 성은 어느 곳에 안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히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자는 ‘이 성이 드러날 때 기질 가운데 떨

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율곡은 ‘이미 드러났을 때 리와 기질을

합하여 명명하였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한 마디 말을

해서 이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38)

이이는 ‘氣質 가운데 나아가서 그 理만을 가리키면 本然之性이고 理와

氣質을 합해서 명명하면 氣質之性이다.’39)고 주장한다. 이 말에 의거해보

면, 이이는 기질지성 외에 본성을 따로 상정하지 않는 것 같다. 본연지성

은 기질 가운데 리만을 지칭한 것이다. 이는 氣質을 벗어난 本然之性, 즉

理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원진은, 주희도 이이도 ‘이발 이후에야 기질지성이 있다.’고 말한 적

이 없다고 반문함으로써 한홍조의 논리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

해 따져 묻는다. 이는 기질지성이 본래 품수한 본성이지 用事, 즉 외부대

상의 자극으로부터 생겨난 반응을 기질지성이라고 명명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따라서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기질지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기저로서 마음속에 주어져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원진은 자신의 동생 韓啓震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성은

38) 南塘集, 卷12, 答韓永叔-弘祚-己丑正月 , 愚於來說 旣略仰對。請復以朱子栗谷之說奉

質。而以聽其可否焉。朱子曰。氣質之性。只是此性。栗谷曰。本然之性。墮在氣質之中。隨

其氣質。自爲一性。栗谷先生曰。就氣質中。單指其理曰本然之性。合理與氣質而名之曰氣質

之性。兄果以爲性之墮在氣質與理氣之合而名之者。皆在已發之後耶。若然則已發之前。性之

安頓何所。姑不敢問。而朱子之不曰此性之發。墮在氣質之中。栗谷之不曰已發之際。合理與

氣質而命之云云者何歟。幸賜一言。以破此惑。至望至望。

39) 栗谷全書, 卷20, 聖學輯要二-論氣質之性 , 臣按。本然之性。氣質之性。非二性也。就氣

質上。單指其理曰本然之性。合理與氣質而命之曰氣質之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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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이든 이발이든 기질지성이라는 것을 논증한다.

(한원진)저의 동생(韓啓震)이 한 말 중에 폐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

으니, ‘(한계진)성은 바로 태극이다. 기질은 곧 음양이다. 성의 미발과

이발은 태극의 동정이다. 태극의 동정은 모두 음양에서 떨어질 수 없

다. 그러므로 성의 미발과 이발은 또한 기질에서 떨어질 수 없다. 성

의 미발은 이미 기질에서 떨어질 수 없으니, 기질을 겸해서 기질지성

이라고 한다면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성의 미발을 기질을 겸해서

말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은 태극이 음양을 타고 음양의 리가 되는 것

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도리가 있는 듯하고, 또한 사람

을 쉽게 깨우쳐 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건대, 그대는 한번 살펴보십시

오.40)

여기서 한계진은 ‘性이 太極과 같다면, 氣質은 곧 陰陽과 같다. 性의

未發과 已發은 太極의 動靜이다. 太極의 動靜은 陰陽에서 떨어질 수 없

다.’고 주장한다.

한계진의 말과 같이, ‘성의 미발과 이발은 태극의 동정이고, 태극의 동

정은 음양과 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리로서의 태극이 동정과 같

은 양상을 드러내는 것은 기질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질

은 음양이다. 리로서의 태극은 기질로서의 음양과 항상 함께하는 것으로

한순간이라도 떨어진 적이 없는 것이다. 또한 미발과 이발은 리가 기를

통해서 외부대상의 자극으로부터 모종의 반응을 드러냈느냐 그렇지 않느

냐로 구별할 수 있다. 이는 미발의 성이라고 하더라도 기질을 겸하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이발의 성은 기질을 타고 드러나는 리이다. 따라서 미

발과 이발일 때 성은 태극인 리와 기질인 음양이 합한 것으로 기질지성

이다.

40) 南塘集, 卷12, 答韓永叔-弘祚-己丑正月 , 舍弟一言有可以不廢者 曰性卽太極也。氣質

卽陰陽也。性之未發已發。卽太極之動靜也。太極之動靜。皆不能離乎陰陽。故性之未發已

發。亦不能離乎氣質矣。性之未發。旣不能離乎氣質。則兼其氣質而謂之氣質之性。何所不可

乎。以性之未發。爲不可兼氣質而言者。是不識太極之乘陰靜而爲陰靜之理也。此言似甚有

理。且易曉人。惟高明試加察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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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性三層의 의미

韓元震은 ‘性에는 세 가지 층위의 다름이 있다.’고 주장한다.41) 첫째,

사람과 동물이 모두 동일한 성이 있다. 둘째, 사람과 동물은 같지 않지

만, 사람은 모두 동일한 성이 있다. 셋째, 사람마다 같지 않은 성이 있다.

(한원진)제가 생각해보니, 성에는 세 가지 층위의 다름이 있다고 여겨

집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같은 성이 있고,(自註 : 中庸章句 第22

章 集註: ‘인물의 성이 또한 나의 성이다.’42)고 했습니다.) 사람과 동

물은 같지 않지만 사람은 모두 같은 성이 있고,(自註 : 孟子 告子

(上) 第3章 集註: ‘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인의예지의 품수가 어찌 동

물이 얻어서 온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43)고 했습니다. 大學章句
序文 ‘하늘이 생민을 내림으로부터 이미 인의예지의 성을 부여하지

않음이 없다.’44)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같지 않은 성이 있습니

다.(自註 : 論語 陽貨 第2章 ‘공자가 이르길, 성은 서로 비슷하다

.’45)고 했습니다.) 성에 세 가지 층위가 있어서 각기 같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바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층위가 있을 뿐입니

다.46)

41) 이애희는 성삼층설이 권상하로부터 연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원진이 정립한 독창

적 이론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애희, 韓元震(1682~1751)의 人性·物性論 , 한국사상
사학19, 한국사상사학회, 2002, p.290 참조.

42) 中庸章句, 第22章 , 集註: 人物之性 亦我之性。但以所賦形氣不同而有異耳。

43) 孟子, 告子 , 集註: 以氣言之。則知覺運動。人與物。若不異也。以理言之。則仁義禮智

之稟。豈物之所得而全哉。

44) 大學章句, 序文 , 蓋自天降生民。則旣莫不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然其氣質之稟。或不

能齊。是以不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出於其間。則天必

命之。以爲億兆之君師。使之治而敎之。以復其性。此伏羲神農黃帝堯舜所以繼天立極。而司

徒之職、典樂之官。所由設也。

45) 論語, 陽貨 , 子曰。性相近也。習相遠也。

46) 南塘集, 卷7, 上師門 , 元震竊疑以爲性有三層之異。有人與物皆同之性。中庸二十二章章

句。人物之性亦我之性。有人與物不同而人則皆同之性。孟子告子篇輯註。以理言之。則仁義

禮智之禀。豈物之所得而全哉。大學序文。天降生民。則旣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有人人

皆不同之性。論語子曰性相近也。性非有是三層而件件不同也。人之所從而見者。有是三層

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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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장의 논거는 中庸章句 第22章 集註 ‘人物의 성이 또한

나의 성이다.’고 말한 것이다. 한원진이 제시한 논거는 표면상 사람과 동

물의 성이 나의 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구절만으로는 사람과 동물의 성이 어떤 측면에서 동일한 것

인지를 파악하기 힘들다. 한원진이 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론을 제

시하고자 한다면, 중용장구 제22장 집주 속에서 논거를 제시해야만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용장구 제22장 집주에서 ‘인물의 성이 또한 나의 성이다.’고 말

하고, 이어서 ‘부여받은 형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성에는]다름이 있다

.’47)고 주장한다.

한원진 철학에서 성은 기에 있는 리이다. 그렇다면 사람과 동물의 성

이 또한 나의 성이 되는 까닭은 기에 있지 않고 리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기는 개별성이나 차별성을 나타내지만, 리는 보편성을 나타내기 때문

이다. 따라서 한원진이 ‘사람과 동물은 모두 같은 성이 있다.’고 말한다

면, 이는 기에 있는 리만을 가리켜서 사람과 동물의 성이 같다고 논한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의 논거는 孟子 告子(上) 第3章 集註와 大學章句
序文 의 구절이다. 맹자 고자(상) 제3장 집주의 논의는 동물과 사람

의 본성을 각각 기와 리의 차원으로 분류한다. 동물의 본성은 기로서의

知覺運動이고, 이에 반해 사람의 본성은 리로서의 仁義禮智이다. 집주에

의하면, 사람의 본성은 인의예지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부여받은 것이

다. 이에 반해 동물은 인의예지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

대학장구 서문 은 맹자 고자(상) 제3장 집주와 같이 동물과 사

람의 본성의 차이를 논했다기보다 사람이 동일한 본성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질의 차이로 인해서 스스로 본성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

는 사람이 있고, 이에 반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본성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관해서 서술한 것이다.

47) 中庸章句, 第22章 , 集註: 人物之性 亦我之性。但以所賦形氣不同而有異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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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장구 서문 의 본성에 관한 논의는 맹자 고자(상) 제3장 집

주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 맹자 고자(상) 제3장 집주는 기질과 별개

로 존재하는 본성에 관해서 논하지만, 이에 반해 대학장구 서문 은

기질로 인해서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본성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

대학장구 서문 에서는 사람의 본성실현이 기질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두 구절의 논의가 理氣와 본성의

관계에 관해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공히 사람의 본성은 인의예지로서

동일하다는 입장에 서있다.

세 번째 주장의 논거는 論語 陽貨 第2章의 구절이다. 한원진이 ‘性

相近’에 관한 구절을 인용하는 까닭은 주로 성이 맹자와 같이 선한 감정

의 발원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善惡의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거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성상근의 성은 바로 기질지성

이다.48)

세 가지 논거에 의거해보면, 성은 기에 있는 리로서의 氣質之性이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기질이 드러난 것으로 기필 선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갖고 타고났느냐에 따라서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

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반응 양상만큼이나 사람

들은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진 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

한원진은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은 세 가지 층위가 있어서 각

기 같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바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층

위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한원진이 성 자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 것이 아니라 기에 있는 리로서의 기질지성을 세 가지 측면

으로 분석해서 설명한 것이다. 기질지성은 사람과 동물을 본질적으로 다

48) 南塘集, 卷9, 答崔成仲-己丑三月 , 第一段所論氣質之性 其辨亦摯矣。而要其大致宗

旨。則不過以所謂情者當之而已也。然以先儒舊說格之。則殊未見其必然也。栗谷先生曰。性

卽理也。理無不善。但理不能獨立。必寓於氣然後爲性。氣有淸濁粹駁之不齊。是故以其本然

而言。則性善而情亦善。以其兼氣而言。則性且有善惡。情豈無善惡乎。又曰。氣質之性本然

之性。决非二性。特就氣質上。單指其理曰本然之性。合理氣而命之曰氣質之性耳。性旣一則

情豈二源乎。尤菴先生曰。惻隱羞惡之有善惡何也。因性之有善惡而然也。孟子之言性。取善

一邊言。故於惻隱羞惡。亦指善一邊而言。程張因孔子性相近之說。而兼言有善有惡之性。則

朱子之言惻隱羞惡之有善有惡者。亦因性有善惡而言也。又曰。論天命賦與之初。則有氣質之

善惡。論心性發用之始。則有情意之善惡。合而論之。恐失先儒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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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존재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를 부여받았느냐 그렇지 않느

냐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다.

기질지성 가운데 리만을 가리켜서 말한다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리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善]을

드러낼 수 없다. 품수한 기가 온전하고, 그 기의 작용이 적절하다면 리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리는 기에 가려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이 지점이 바로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다른 까

닭이다.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온전한 기를 품수

했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사람이 음양오행의 기를 온전히 품수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

다 어떤 기질을 좀 더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오상을 온

전하게 실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지점이 바로 사람

과 사람의 본성이 다른 까닭이다.

이어서 한원진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본성과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은

본성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논의를 진행한다.

(한원진)사람과 동물에 나아가서 기를 제외하고 리만을 가지고 말하자

면 혼륜하게 일체가 되어서 하나의 리를 가지고 일컫거나 하나의 덕

을 가지고 명명할 수 없지만, 천지만물의 리와 인의예지의 덕은 한 가

지라도 그 가운데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과 동물

이 모두 같은 성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나아가 말하자면 각각 그 기의

리를 가리켜 명명하니, 목의 리는 인이라고 하고 금의 리는 의라고 하

고 화의 리는 예라고 하고 수의 리는 지라고 합니다. 네 가지는 각각

영역을 갖고 있어서 서로 뒤섞이지 않고, 또한 그 기에 섞이지 않은

것으로 말하므로 순선하여 악이 없습니다. 사람은 품수한 기가 모두

온전하므로 그 성 또한 모두 온전한 것입니다. 동물은 품수한 기가 온

전할 수 없으므로 그 성 또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람과 동물

이 같지 않은 것이고, 사람은 모두 동일한 성입니다. 리를 가지고 기

와 섞어서 말하자면 강유선악은 만 가지로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모두 같지 않은 성입니다. 어찌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같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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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서 또한 사람과 동물이 같지 않은 성이 있고 사람마다 모두

같지 않은 성이 있겠습니까?49)

여기서 혼륜은 동물과 사람이 동일하게 부여받은 성을 가리킨다. 이론

상, 기를 제외하고 리만을 가지고 성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리는 어떤 사물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한

다. 천지만물의 운행 속에 들어간 理는 元亨利貞과 같은 계절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理는 仁義禮智와 같은 덕목으로 드

러난다.

앞서 동물과 사람의 본성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理를

곧장 仁이라고 해야겠지만, 여기서 理는 木이라는 氣를 통해서 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金木水火의 기는 대상의 자극으로부터 일정한 반응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의 작용을 통해서 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네 가지의 기는 인륜 관계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基底

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가지의 기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모종

의 반응을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여기서 사람은 동물과 그 본성을 달리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

륜 관계에 대한 모종의 반응을 산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덕목을 실현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동물은 사람과 같이 모든 관계 속에서 반응을 산

출할 수 있는 기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한정된 관계 속에서만 반

응을 산출할 수 있다. 가령 호랑이나 이리는 부자 관계에서만 반응을 산

출할 수 있고, 이를 仁이라는 덕목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개미나

벌은 군신 관계에서만 반응을 산출할 수 있고, 이를 義라는 덕목으로 실

현할 수 있다.

49) 南塘集, 卷7, 上師門 , 就人物上除了氣 獨以理言。則渾淪一體。不可以一理稱之一德名

之。而天地萬物之理。仁義禮智之德。無一不具於其中矣。此人與物皆同之性也。就人心中。

各指其氣之理而名之。則木之理謂之仁。金之理謂之義。火之理謂之禮。水之理謂之智。四者

各有間架。不相淆雜。而亦不雜乎其氣而爲言。故純善而無惡。人則禀氣皆全。故其性亦皆

全。物則禀氣不能全。故其性亦不能全。此人與物不同。而人則皆同之性也。以理雜氣而言

之。則剛柔善惡。有萬不齊。此人人皆不同之性也。豈人旣有人與物皆同之性。又有人與物不

同之性與人人皆不同之性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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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점에 입각해보면, 한원진 철학에서 사람의 동일한 본성은 리

에서 찾기보다 오히려 리를 실현하는 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치상

사람과 동물의 동일성이 리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만의 동일성은 리를

구현하는 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동일성은 오상을 실

현할 수 있는 기, 즉 오행을 온전히 품수한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한원진은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은 본성을 갖게 되는 까닭을 논

증한다. 여기서 그는 ‘사람마다 모두 본성이 같지 않은 까닭이 바로 理가 氣

와 섞이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리가 기와 섞이는 것은 氣의 다양한 모습에

따라서 理 또한 얼마든지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성이 기에 있는 리라고 정의한다면, 이론상 리와 기를 분리해서 성을 정의할

수 있다. 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동일한 본성을 부여받았

다고 할 수 있다. 리는 천지만물의 질서나 사람의 본성으로서 동일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리가 온전한 기에 부여되었느냐 아니면 온전하지 않은 기에 부여

되었느냐에 따라서 구현되는 형태가 달라진다. 리가 동물과 같이 온전하지

않은 기, 즉 마음에 부여되면 그 마음의 작용이 한정된 대상에만 반응하게

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덕목 또한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동일한 것은 부여받은 기가 온전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가 온전하다는 것은 金․木․水․火․土와 같은 五行의 기를 모두 품수함

으로써 仁․義․禮․智․信과 같은 五常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또한 하나의 가능성이지 실제로 모든 사람이 聖人과

같이 스스로 五常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五行

이 氣인 이상, 淸濁粹駁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리가 기와 섞이는 것은 기의 작용이 리를 국한하는 것이다. 리는 無形, 無

爲하다. 이에 반해, 기는 有形, 有爲하다. 기는 운동력을 갖고 있으며, 리는

그렇지 않다. 기의 작용에 따라서 리는 국한된다. 따라서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하는 것은 기에 국한된 리로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기질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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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진은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고, 사람과 사람의 본성이 같다는 측면

을 本然之性으로 규정한다.

(한원진)다만 리만을 말하고 기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사람과 동물은

모두 같습니다. 각각 ‘그 기’의 리를 가리키고, 또한 그 기에 섞이지

않은 것으로 말하자면 사람과 동물은 같지 않지만 사람은 모두 같습

니다.(自註 : 각각 그 기의 리를 가리키므로 인의예지의 명목이 같지

않고, 사람과 동물이 같지 않습니다. 또한 기에 섞이지 않은 것으로

말하므로 순선무악하고 사람이라면 모두 같습니다.)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하자면 사람마다 모두 동일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층위가 있을 뿐입

니다.(自註 : 위의 두 층위는 본연지성이고, 아래의 한 층위는 기질지

성입니다.) 실상 하나의 성일뿐입니다.50)

이는 두 경우 모두 理만을 가리켜서 본성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연지

성이 실재하기보다는 논리상 리와 기가 혼륜한 가운데 리만을 가리켜서 명

명한 것이다. 이에 반해 사람마다 본성이 다른 경우는 리와 기를 섞어서 말

한 것이다. 이는 리가 기의 작용에 따라서 선으로도 악으로도 드러날 수 있

는 기질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 가지 층위의 性은 리가 기와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 논리상 理의 측면

만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현상에서 기의 작용이 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

는지에 따라서 성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하나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하나의 본성은 超形器, 因氣質, 雜氣質로써 性三層을 논의하

는 데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한원진은 초형기․인기질을 本然之

性으로, 잡기질을 氣質之性으로 분류한다.51) 그리고 한원진은 결국 성삼층을

50) 南塘集, 卷7, 上師門 , 特以其獨言理而不及氣 則人與物皆同。各指其氣之理。而亦不雜

乎其氣而爲言。則人與物不同。而人則皆同。各指其氣之理。故有仁義禮智名目之不同。而人

與物不同。亦不雜乎其氣而爲言。故純善無惡。而人則皆同。以理與氣雜而言之。則人人皆不

同而有是三層耳。上二層本然之性。下一層氣質之性。其實一性而已也。

51) 연구자들 가운데 초형기, 인기질, 잡기질의 성삼층설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성이층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종우, 임원빈의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

이다. 이종우는 한원진이든 이간이든 성은 기에 있는 리이기 때문에, 형기를 초월한 리는



- 31 -

통해서 사람의 본성을 기질지성으로 수렴해나간다.

(한원진)제가 편지에서 ‘천명은 형기를 초월한 것[超形器]으로 일컫고

오상은 기질에 인하여[因氣質] 명명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기의 분

합이나 성명의 동이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 심하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노형(이간)께서는 끝내 심히 배척하시면서 ‘태극으로 인하

여 음양이 있는 것이지 음양으로 인하여 태극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

지 못했고, 오상으로 인하여 기질이 있는 것이지 기질로 인하여 오상

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52)

여기서 이간은 한원진의 이론 체계를 옳지 않다고 비판한다. 요지는

리가 기, 즉 음양의 소이연이지 음양, 즉 기가 리의 소이연이 될 수 없다

는 것이다. 이는 한원진이 ‘천명은 형기를 초월한 것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이간의 관점에서 보면, 태극은 음양[氣]의 근원으로서 존

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원진과 같이 천명이 형기를 초월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리는 기의 근원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태극은 기, 즉

현상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53)

또한 이간은 ‘오상으로 인하여 기질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원진

본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서 이종우는 인기질과 잡기질을 본연지성과 기

질지성으로 구별하고, 또한 한원진의 성삼층설을 성이층설이라고 명명한다. 이종우, 한원

진과 이간의 논쟁에서 초형기성의 성립문제 , 철학93, 2009, pp.2-3 참조. 임원빈은 초월
의 리를 본연지성으로, 그리고 기질과 결합한 리로서의 성을 기질지성으로 분류한다. 그리

고 임원빈은 본연지성을 보편성과 동일성으로 규정하고, 기질지성을 차별성으로 정의한다.

임원빈, 남당 한원진의 성삼층설과 그 철학사적 의의 , 한국사상사학12, 한국사상사학
회, 1999, pp.111-121 참조. 두 사람의 논의는 일견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종우

가 말했듯이, 한원진 철학에서 성은 기에 있는 리이다. 그리고 한원진은 기에 있는 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초형기, 인기질, 잡기질로서의 성을 논한 것이다. 또한 이

세 측면의 본성은 결국 기질지성으로 통합된다. 따라서 필자는 성삼층설을 굳이 성이층설

이라고 명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52) 南塘集, 卷9, 與李公擧柬別紙 , 愚書天命超形器而稱之 五常因氣質而名之者。自謂於理

氣之分合。性命之同異者。說得不甚差謬。老兄乃深闢之而曰。因太極而有陰陽。未聞因陰陽

而有太極。因五常而有氣質。未聞因氣質而有五常。

53) 문석윤, 외암 이간과 남당 한원진의 인물성동이논변에 관한 연구 , 동방학지118, 연세
대 국학연구원, 2002, pp.207-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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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상은 기질로 인하여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일 것이다. 이

간의 반론은 일관된 논지가 있다. 리는 기에 앞서 존재하는 것으로 모든

현상의 근원이다. 따라서 이간은 오상 또한 기질의 근원이지, 기질로 인

해서 오상이 존재한다는 한원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간의 비판에 대해서, 한원진은 ‘노형(이간)이 理를 말하는 것이 너무

간이하고 리를 살피는 것이 너무 소략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총평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理氣, 陰陽五行, 健順五常의 관계를 超形

器와 因氣質의 구도로 논증해나간다.

(한원진)저는 이에 대해서 노형(이간)이 리를 말하는 것이 너무 간이

하고 리를 살피는 것이 너무 소략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

개 기가 생기는 까닭을 따져보면 진정 반드시 리로 인하여 있게 되지

만 리가 어떻게 이름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궁구해보면 또한 반드시

기로 인하여 정립된 것이므로 음양은 진실로 태극으로 인하여 생기지

만 건순의 명칭은 반드시 음양으로 인하여 정립되는 것이고, 오행은

진정 태극으로 인하여 생기지만 오상의 명칭은 반드시 오행으로 인하

여 정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태극이 음과 양을 타지 않는다면 건의 명

칭과 순의 명칭이 무엇으로부터 정립되겠습니까? 목․금․화․수의

기를 타지 않는다면 인․의․예․지의 명칭은 또한 무엇으로부터 정

립되겠습니까? 건순오상의 리가 비록 본래 하나의 태극 가운데 갖추

어져 있으나 그 명칭은 하나의 태극에서 정립된 적이 없었으므로 중
용 수장 집주에서 먼저 음양오행의 기를 말하고 뒤에 건순오상의

성을 말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주자가 기가 리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모르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노형은 또한 [제가]‘超形器’라고 말한 것을

그르다고 하였으니, 또한 남이 말한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

습니다. 이른바 ‘초형기’는 형기를 섞지 않는다는 뜻이니, 어찌 리를

끄집어내어 형기 밖에 놔두고 공허하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54)

54) 南塘集, 卷9, 與李公擧柬別紙 , 愚於此竊恨老兄說理之甚易而察理之却踈也 盖原是氣之

所以生。則固必因是理而有。而究是理之得何名。則又必因是氣而立。故陰陽固因太極而生。

而健順之名。必因陰陽而立。五行固因太極而生。而五常之名。必因五行而立。若使太極不乘

于陰于陽。則健之名順之名。何自而立。不乘乎木與金與火與水之氣。則仁也義也禮也智也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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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원진은 기의 근거로서 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

로 이간과 동일한 입장이다. 다만 한원진은 ‘리가 어떻게 이름을 얻게 되

는가?’에 대해 궁구해보면 因氣質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분명 음양은 태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 건순이라는 명칭은 음

양으로 인해서 정립되는 것이다. 건은 양을 대표하는 덕목이고, 순은 음

을 대표하는 덕목이다. 건이든 순이든 덕목이 되는 까닭은 理[太極]가 있

어야 하는 것이지만, 건순이 각각 음양을 대표하는 덕목으로 규정되는

까닭은 리가 각각 음양의 기를 타고 실현되기 때문이다. 강건함은 리가

양의 기를 통해서 실현된 덕목이고, 유순함은 리가 음의 기를 통해서 실

현된 덕목이다. 인의예지 또한 리가 목금화수의 기를 타고 실현된 덕목

이다. 리가 목의 기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인이고, 리가 금의 기를 통해

서 실현되는 것이 의이다. 따라서 건순오상의 덕목은 음양오행이라는 각

각의 기에 따라서 덕목의 명칭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어서 한원진은 超形器를 形器와 섞이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

말만 놓고 보면, 理가 현상 밖에 있는 공허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

런데 한원진은 氣와 별도의 공간에 존재하는 리를 말한 적이 없다. 한원

진의 이론 체계에서 성은 기에 있는 리이다. 여기서 리만을 가리킨다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보면, 초형기는 오로지 기에 있는 리만 가리켜서 명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5) 또한 형기와 섞이지 않고 존재하는 리는 현상에

서 기가 아무리 우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리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

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桀․紂가 다스리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요순

시대와 같은 리, 즉 당연지칙이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名 亦何自而立乎。健順五常之理。雖本具於一太極之中。其名未甞立於一太極之時也。故中

庸首章註。先言陰陽五行之氣。而後言健順五常之性。此亦朱子不知氣因理生者而然耶。老兄

又以超形器之云爲非。又似不盡乎人言之意也。所謂超形器。乃不雜形氣之意。豈謂拈出此

理。置在形氣之外。而懸空稱說云耶。

55) 이종우는 한원진의 초형기에 대해서 감각으로 인식될 수 없고, 지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이는 한원진의 성 개념이 현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 즉 ‘在氣’의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이종우, 한원진과 이간의 논쟁에서 초형기성의 성립문제 , 철학
93, 2009, pp.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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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한원진은 雜氣質을 논하고 있다. 이 논의 가운데 한원진은 中

과 理氣의 관계를 통해서 잡기질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한원진)무릇 중이라는 것은 마음의 매우 고요한 측면에 나아가, 천명

의 본체가 기에 섞이지 않는 것을 직접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

면 마음이 비록 희․노의 치우침과 생각의 드러남이 없지만 혹시라도

혼매한 기가 작용하여 사특한 것이 폐색하여 하나의 털끝만큼이라도

고요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미발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천명의 본체가

엄폐되어 어둡고 뒤집어져서 중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또 하나의 털

끝만큼이라도 기질에 섞인 것을 말한다면 천명의 본체가 이미 기질의

강유와 선악에 의착되어 중이 될 수 없습니다.56)

여기서 중은 단순히 마음의 고요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 마음의 고

요한 상태는 외물의 자극이 없는 것이다. 한원진은 중을 정의하면서 우

선 ‘중은 마음의 고요한 측면에 나아가’라고 운을 뗀다.

이 말에 의거해보면, 한원진이 ‘마음의 고요한 측면에 나아가’라고 말

한 것은 중을 설명하는 데 핵심요소가 아니라 필요조건임을 암시하는 것

이다. 이어서 한원진은 중을 ‘천명의 본체가 기에 섞이지 않은 것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중은 천명의 본체, 즉 리가 기질의

강유선악에 의착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중의 정의에 따르면, 한원진은 천명과 성을 구별하고 있다. 천명

은 하늘이 명한 리이다. 그리고 성은 그 리가 기 가운데 들어간 것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천명과 성을 구별함으로써 理와 性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원진은 현상을 벗어난 리를 상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에 있는 리는 언제나 선으로만 드러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리의 본래 모습이 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만약 리가 선이 아

56) 南塘集, 卷9, 與李公擧柬別紙 , 夫中也者 就此心至靜之中。直指天命本體不雜乎氣者而

爲言耳。何者。此心雖無喜怒之偏。思慮之發。若或昏氣用事而邪暗欝塞。不免於有一毫不靜

者。則便不得爲未發。而天命之體。爲其所掩蔽。昏昧放倒而不得爲中矣。若又一毫雜氣質而

言。則天命之體。便已有所倚着於氣質之剛柔善惡者。而亦不得爲中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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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면, 선은 기에서 찾아야 한다. 다만 한원진 철학에서 본연지심이라든

지 본연지기와 같은 순선한 기를 나타내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기는

선악의 가능성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리가 비록 기와 함께한다고 하더

라도, 리만을 가리켜서 말하면 그 모습이 본래 선하다는 논리가 성립하

는 것이다.

여기서 ‘중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리가 욕구에 압도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특한 마음의 발원처가 氣質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聖人이 아닌 이상, 凡人은 모두 온전한 기질을 품수했다

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범인의 마음은 언제나 기질에 섞인 반

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이 반응의 기저가 바로 雜氣質로 선보다 악으

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결국 사람의 본성은 기질에 있는 리, 즉

기질지성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보면, 한원진은 性三層說을 통해서 자신이 이이의

理通氣局說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 번째 층위는 이론

상 각 사물의 리가 근원적으로 동일하다[理通]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층위는 기가 리를 국한함으로써 개별 사물의 리를

만들게 되고, 또한 개별 사물의 리는 개별 사물의 성이 된다[氣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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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未發論

한원진의 未發論은 未發의 純善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원진은 주로

이간과 이 문제를 쟁론한다.57) 주요 논점은 1) ‘미발일 때에 氣가 일을

꾸미지 않는다[氣不用事]면 性이 善한가? 理가 선한가?’, 2) ‘미발일 때에

本然之心은 성립하는가?’, 3) ‘미발일 때에 성인과 범인은 본질적으로 동

일한 존재인가?’이다.

세 가지 쟁점의 핵심은 미발일 때에 기질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지

에 있다. 이간은 미발일 때에 기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한원진은 미발일 때에 기질이 존재한다고 역설한다. 이간은 미발에

서 순선을 확보하려는 것이지만, 한원진은 미발일 때라고 하더라도 순선

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제시한다.

이 장에서 필자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한원진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그의 미발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未發과 氣不用事

(1) 未發과 寂然不動

이간은 권상하가 ‘외물이 아직 자극하지 않고 기가 일을 꾸미지 않았

으므로 本性이 湛然하여 善은 있고 惡은 없다.’고 말한 구절을 인용함으

로써 그 속에 담긴 문제점을 지적한다.

57) 한원진은 이간과 토론하기 전에 최성중, 한홍조와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따라서 한원진

의 미발론은 최성중, 한홍조와의 토론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최

성중, 한홍조는 자신들이 한원진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이간과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이간

은 최성중, 한홍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한원진에게 전달한다. 이에 대한 정황증거는

최성중, 한홍조가 홍주의 한산사에서 한원진과 이간의 만남을 추진한 일이다. 따라서 필자

는 실상 한원진의 미발론은 이간과의 쟁론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 37 -

선생님(권상하)께서 ‘외물이 아직 자극하지 않고 기가 일을 꾸미지 않

았으므로 본성이 담연하여 선은 있고 악은 없다.’라고 운운했다.

(이간)기가 일을 꾸미지 않은 것은 다만 외물이 자극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만약 단지 외물을 접하지 않은 것을 기가 일을

꾸미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서 미발이라고 한다면 중인뿐만 아니라 비

록 도척과 장교라고 하더라도 외물에 접하지 않을 때가 또한 많습니

다. 그렇다면 천하의 대본은 이 도척과 장교가 항상 갖고 있다는 것입

니까? 이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 (이간)미발의 본체에 대해서 제

가 삼가 대학의 명덕에 나아가 말해보겠습니다. 무릇 기품에 얽매인
바의 명덕은 어둡고 밝은 것이 같지 않습니다. 이른바 본체의 명덕은

성인이나 범인이나 응당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발의 본체

는 응당 기품에 얽매여서 때때로 혼매해지는 것에 관해서 논한 것입

니까? 아니면 응당 본체의 밝힘이 멈추지 않는 것에 관해서 말한 것

입니까? … (이간)대개 미발이면서 심체의 악이 자재한다면 그 마음의

치우치고 기욺이 또한 매우 심한 것입니다. 그 성이 유독 치우치고 기

욺을 면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치입니까?58)

여기서 이간은 한원진의 이론에 대해 네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

째, 未發의 氣不用事는 단순히 외물의 자극이 없는 것인가? 둘째, 외물과

접하지 않은 것을 未發이라고 한다면 도척이나 장교와 같이 악한 사람도

항상 천하의 大本을 갖고 있는 것인가? 셋째, 未發의 本體로서 明德은

氣稟에 얽매이는 것인가? 넷째, 未發의 心體가 치우치고 기운 것이라면,

未發의 性은 치우치고 기욺을 면한 것인가?

우선 이간은 氣不用事가 단순히 외물의 자극이 없는 상황이냐고 반문

58) 巍巖遺稿, 卷5, 上遂庵先生 , 下敎曰 唯其外物未接。氣不用事。故本性湛然。有善無

惡。謹問。氣不用事。是但指不接外物而言耶。 … 若只以不接外物。爲氣不用事。而謂之未

發。則非惟衆人也。雖跖，蹻。不接外物之時。亦多矣。然則天下之大本。是跖，蹻之所常有

乎。是甚可疑。 … 未發之體。小子謹就大學明德而言之。夫氣稟所拘之明德。則其昏明有萬

不齊矣。其所謂本體之明德。則聖凡當是無別矣。然則未發之體。當論於氣稟所拘。有時而昏

者乎。抑當論於本體之明。有未甞息者乎。 … 大抵未發而心體之惡自在。則其心之偏倚。亦

已甚矣。其性之獨免於偏倚。抑何理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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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간이 권상하가 ‘외물이 아직 자극하지 않고 기가 일을 꾸미지 않

았다.’고 말한 구절을 인용한 것을 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기불용사를 외

물의 자극이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하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간은 기불용사를 미발이라고 한다면 중인이나 도척, 장교와

같이 악한 사람도 이 같은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 대목은, 이간이 미

발을 단순히 외물의 자극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간이 생각하는 미발은 무엇인가? 이간은 미발이 외물과 접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천하의 대본이라고 말한다. 천하의 대본은 이

간이 氣質之性과 대비해서 제시했던 大本之性이다. 이간의 논의에서 대

본지성과 기질지성은 리와 기, 본연과 기질, 그리고 도심과 인심의 관계

로까지 확장되었다.

이에 입각해보면, 미발의 본체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명덕으로까지 이

어진다. 그리고 이는 ‘명덕은 순선한 기로서 기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논리를 함축하는 것이다. 결국 이간의 도식에서 외물의 자극이 없고 기

가 일을 꾸미지 않는다면 未發, 性, 心, 明德은 모두 純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한원진은 이간의 관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이간이

제시한 네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반론을 제기한다.

(한원진)기가 아직 일을 꾸미지 않는 것은 바로 적연부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혼불매로 말하자면 기는 비록 동하지 않았지만 본래 품수

한 것이 자재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앞서 진정 이미 말하였습니다. 도

척과 장교는 대본이 없다고 한 논의는 또한 놀랍습니다. 대본은 천명

지성이고, 천명지성은 만물이 모두 얻은 것이니 어떤 것도 대본이 없

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도척은 오히려 사람인데 어찌 유독 대본이

없겠습니까? 다만 미발일 때가 없으므로 대본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대본은 다만 성이고 중은 바로 대본이 확립된 것입니다. 중용, ‘중은
천하의 대본이다.’는 대본이 확립된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59)

59) 南塘集, 卷28 雜著, 李公擧上師門書辨 , 氣不用事 政指寂然不動。不昏不昧者而言。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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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원진은 氣不用事를 寂然不動으로 해석한다.60) 적연부동은 문

자 그대로 마음이 고요하여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적

연부동은 통상 感而遂通과 짝을 이루어 미발과 이발을 표현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한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한원진이 기불용사를 적연부동으로 논의하는 까닭

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간은 기불용사와 미발을 구별해서 사용했지

만, 한원진은 두 가지를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하려는 의도를 엿보인 것

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한원진은 자신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힌다.

적연부동은 不昏不昧와 짝을 이룬다. 그는 불혼불매를 미발의 마음이 품

수한 것이 자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용어로 선택한다.

그렇다면 미발의 마음이 품수한 것은 바로 기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기질은 품수한 것에 청탁수박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작용

의 바탕이다. 또한 혼매는 기품의 차이로 인해서 知覺을 잃어버린 상태

를 나타낸다.61) 따라서 한원진은 미발의 기불용사를 외물과 접하지 않았

을 때 마음의 寂然不動한 상태로 규정한 것이다.

이간은 미발이 이 정도의 차원이라면 도척이나 장교와 같은 사람도 대

본을 갖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이 반문의 의도는 도척이나 장교가

대본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라고 반박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未發

은 大本으로서의 性인 것이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표명하는 데

雖不動 本稟自在。前固已言之。跖蹻無大本之說。亦可駭。大本者。天命之性也。天命之

性。萬物皆得。則無物無大本。况跖蹻猶人。豈獨無大本乎。但無未發之時。故不能立大本

耳。大本只是性。中卽大本之立者也。中庸中者天下之大本。以大本之立者而言也。

60) 이상익은 한원진이 寂然不動을 미발과 관련시켜 논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한다. 그리고

한원진과 이간의 논의를 비교하면서, 결국 두 사람의 논의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상익, 호락논쟁의 핵심 쟁점 : 심과 기질의 관계 문제 , 한국철학논
집 제35집, 2012, pp.11-12 참조. 이상익의 주장은 한원진과 이간의 토론 가운데 드러나는
미발에 관한 두 사람의 이론적 차이에 주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61) 漢語大詞典(전자판), 1.光線昏暗, 2.指社會黑暗, 3.失去知覺, 4.指圖象文字等模糊漫漶, 5.愚
昧. 한어대사전의 혼매에 관한 뜻풀이와 용례가 소개되어있다. 이 가운데 ‘지각을 잃어

버렸다’고 풀이한 것이 필자의 논지와 부합한다. 이에 필자는 ‘불혼불매’의 혼매는 통상 인

간의 지각이 어둡다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방증으로 한어대사전의 용례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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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한원진은 이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한원진 또한 ‘大本은

天命之性이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는 ‘도척이나 장교는 미발일 때가 없

으므로 대본을 확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말에 의거해보면, 도척이나 장교의 마음은 고요할 때가 없는 것이

다. 즉, 두 사람의 마음은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산출하

지 못하는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본이 확립되려고 한다

면 우선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즉,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회복하기만

하면 대본이 자연히 확립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대본이 천명지성이라

고 하더라도,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천명지성은 이치상 리라고 할 수

있고, 실제상 리를 품수한 기질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리는 무위한 것으

로 기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기질지성은 그 자체로

순선을 확보할 수 없다. 한원진 또한 이 같은 점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원진은 ‘未發의 體는 본래 본체의 밝힘이지 혼미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한원진)미발의 체는 본래 본체의 밝힘에 해당하는 것이지 때때로 혼

미한 경우가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발의 허명은 명

덕의 본체이고, 미악부제는 기품의 본색입니다. 두 가지가 어찌 서로

방해가 되겠습니까? 기품의 미악으로 때때로 혼매해지는 경우가 있다

는 것을 아는 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때때로 혼매한 것이

과연 기의 본래 품수한 것이겠습니까? 악을 일단 논하지 않고 아름다

운 것이 자재하는 것 또한 때때로 혼매한 것은 미발이 될 수 없습니

까? 비록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을 꾸미지 못한 연후에야 비

로소 미발이 되니, 악한 것이 자재하더라도 일을 꾸미지 않는 것이 또

한 어찌 미발이 되는 데 방해가 되겠습니까?62)

62) 南塘集, 卷28 雜著, 李公擧上師門書辨 , 未發之體 固當論於本體之明。不當論於有時而

昏者。然未發虛明。明德本體也。美惡不齊。氣稟本色也。二者豈相妨乎。認氣稟之美惡。爲



- 41 -

여기서 한원진은 ‘未發의 體는 虛明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허명

은 明德의 本體이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명덕은 텅 비어서 밝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원진이 ‘미발의 본체는 밝히는 것이지 혼미하

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한 것의 근거이다.

이 말에 의거해보면, 텅 비어있음은 아직 외부대상으로부터 아무런 자

극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밝힘은 외부대상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이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원진이 미발의 본체로

서 명덕을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한원진은 이간과 같이 미발의 본체로서 대본지성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가 논한 미발의 본체는 대본지성이 아니라 마음의 본모습

이다. 여기서 마음의 본모습은 바로 명덕이다. 명덕은 텅 비어서 밝게 비

추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은 덕목을 실현하는 데 발휘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덕은 허명, 즉 텅 비어서 밝게 비춤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다.

명덕의 바탕으로서 허명에는 기품이 존재한다. 그리고 기품에는 미악

이 자재한다. 따라서 허명이라고 하더라도 명덕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다. 즉, 허명이 명덕의 바탕으로 기품이 존재한다면, 명덕 또한 누구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밝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미발의 허명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것에 빗대어 생각

해볼 수 있다.63) 거울은 텅 비어서 비추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렇다

고 해서 모든 거울이 동일한 정도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치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보면, 미발의 기불용사는 적연부동한 상태로 있

는 것이다. 다만 적연부동한 마음의 본체는 명덕으로 기품의 차이가 존

재한다. 이는 미발일 때에도 기질이 존재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

서 미발일 때 기질이 존재한다면 적연부동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순선

有時而昏者 何其謬也。有時而昏。果是氣之本稟耶。惡者且未論。美者之在。亦爲有時而昏

者。而不得爲未發耶。雖其美者。必其不用事然後。方爲未發。則惡者之在而不用事者。又何

妨其爲未發耶。

63) 南塘集, 卷10, 答李公擧 , 鏡明水止之譬。亦指此爾。鏡雖同明。鐵之精粗不同。水雖同

止。潭之大小不同。則心雖未發。其氣禀本色之不齊者。又安得以皆齊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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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할 수 없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한원진은 미발일 때에 순선을 어디서 확보하

려고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 未發과 性善

韓元震은 ‘未發의 氣가 일을 꾸미지 않았을 때 理가 善하냐? 性이 善

하냐?’의 질문을 던지면, 그는 ‘理만이 善하다.’고 대답한다.64)

(한원진)미발일 때에는 기가 일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의 본

체는 혼연자약하여 기가 비록 치우치더라도 리는 본래 바르고, 질이

비록 잡박하더라도 리는 본래 순수하니, 그 리의 순수함을 단지하여

성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질의 잡박한 것이 그 선함을 덜어낼 수

없고, 그 온전히 순수한 것도 그 선함을 더할 수 없습니다. 자사가 말

한 ‘미발지중’, 맹자가 말한 ‘성선의 성’이 모두 이것을 가리킵니다.65)

여기서 한원진은 미발일 때 성의 본체와 기질을 구별해서 논하고 있

다. 성의 본체는 渾然自若한 것이고, 이에 반해 기질은 치우치고 잡박한

것이다. 그리고 리는 기질과 관계없이 본래 바르고 순수한 것이다. 따라

서 한원진은 성의 본체를 리로서 선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의거해보면, 한원진은 성선을 주장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

다. 그런데 한원진은 ‘리의 순수함을 단지해서 성선이라고 한다.’고 단서

64) 이선열은 ‘기불용사와 관련해서 미발시 기질이 용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성이 선하다.’

는 점을 논하고 있다. 이선열, 송시열과 한원진의 미발론 비교 검토-미발시 곤․복괘의

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32(2), 2009, p.22 참조. 이는 일견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원진은 성과 리를 동일한 차원에서 논하지 않는다. 한원진이 ‘미발일 때

리만을 가리켜서 선하다.’고 주장한 것을 하나의 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한원진은

성을 기에 있는 리로서 정의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이 기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여기서 기는 선악의 가능성으로, 기에 의해서 리가 가리어지면 성은 선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성이 곧장 선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65) 南塘集, 卷9, 答崔成仲 , 未發之際 氣不用事。故性之本體。渾然自若。氣雖偏而理自

正。質雖駁而理自純。於是單指其理之正且純者而謂之性善。是不但氣質之偏駁者。不能損其

善也。其全粹者。亦不得以益其善也。子思所謂未發之中。孟子所謂性善之性。皆指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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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인다. 이 말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리가 존재

한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성의 본체로서 리는 기질의 잡박함으로

인해서 선의 가치를 상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질의 온전함으로 인해

서 선의 가치를 더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원진은 이치상 성과

리를 구별함으로써 기질에 있는 리만을 가리켜서 성선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서 한원진은 기질에 있는 리만을 성선이라고 말한 것의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려고 한다.

(한원진)만약 여기에 ‘편전수박’의 기질을 겸하여 말하면 기질지성이니

이것은 다시 성의 본체가 아닙니다. 정자가 ‘성이 곧 기요 기가 곧 성

이니, 성이라고 말하자마자 이미 성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주자가

‘이 성이 기질 속에 떨어져 그 기질을 따라서 자연히 하나의 성이 되

는 것이다.’고 말한 것은 또한 모두 이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만약 여

기에서 다시 성과 기질을 겸하여 말할 수 없다고 하면 기 밖에 리가

있고 리 밖에 기가 있어 리와 기가 두 가지 존재로 나뉘게 되니, 그

착오를 과연 어찌할 것입니까?66)

여기서 한원진은 性을 氣質之性으로 규정한다. 기질지성은 偏全粹駁의

기질을 겸하고 있는 理이다. 그렇지만 리가 기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선이다. 따라

서 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별도의 공간을 상정할 필요

가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을 상정하는 순간, 리는 기 밖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리가 기 밖에 존재한다면, 리는 현실과 무관한 것이 된다.

이 같은 점은 한원진이 주희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한

원진은, 주희가 ‘이 性이 氣質 속에 떨어져 그 氣質을 따라서 자연히 하

나의 性이 된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다.

이 인용문의 의미는 仁이 너그러운 기질과 만나서 사람을 부드럽게 포

66) 南塘集, 卷9, 答崔成仲 , 若於此兼其偏全粹駁之氣質而言 則所謂氣質之性。而非復性之

本體也。程子所謂性卽氣氣卽性。纔說性時。便已不是性。朱子所謂此性墮在氣質之中。隨其

氣質。自爲一性者。亦皆指此也。若於此不可復兼性與氣質而言。則是氣外有理。理外有氣。

而理氣判爲二物矣。其錯果如何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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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태도로 드러나는 것을 나타낸다. 즉, 리가 성의 본체로서 존재한

다고 하더라도 기질을 타고서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기

질을 배제한 상태에서 리를 논한다면, 리는 구체적 덕목으로 실현될 방

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바로 리 밖에 존재하는 기이고,

리와 기를 두 가지의 존재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원진은 미발일 때에도 존재하는 形質로써 리와 기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논증한다.

(한원진)사람의 형질은 태어나면서 곧 갖추는 것이니, 제가 미발에서

리와 기를 합하여 명명하기를 기질지성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심히

망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자의 이른바 ‘본성을 논하되 기를 논

하지 않으면 다 갖추어지지 않고, 기를 논하되 본성을 논하지 않으면

밝지 못하다.’고 한 것은 대개 또한 성을 논함에 리와 기를 아울러 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리를 하나의 성으로 기를 하

나의 성으로 삼는다는 형(한홍조)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다. 본연지성

은 오로지 리를 가리킨 것이고, 기질지성은 리와 기를 아울러 말한 것

이니, 어찌 기를 성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형(한홍조)은 과연 ‘기질

지성’의 ‘성’자가 곧 기이며 형이하자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

다면 옳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한홍조)은 이미 리를 하나의 성

으로, 기를 하나의 성으로 여긴 것입니다.67)

여기서 한원진은 외물과 접촉하기 전에도 형질은 존재했고, 사람이 나

면서부터 理와 氣는 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未發의 理

와 氣를 합해서 氣質之性이라고 명명한다.

이는 형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존재하는 理, 즉 本然之性은 있을 수 없

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구도는 리를 기와 함께 미발의 영역에 넣음으로써

67) 南塘集, 卷12, 答韓永叔-弘祚 , 人之形質 有生卽具。則愚之以爲未發之前。合理氣而命

之曰氣質之性者。恐不至甚妄也。程子所謂論性不論氣不備。論氣不論性不明者。盖亦言其論

性之不可不並論理氣也。非以理爲一性氣爲一性。如兄之說也。本然之性。專指理也。氣質之

性。兼言理氣也。安得以氣爲性也。兄果以爲氣質之性之性字。直是氣也。直是形而下者耶。

若然則不得爲是矣。兄旣以理爲一性。氣爲一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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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과 이발을 形而上과 形而下라는 논리적 차원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

라 대상과 접하기 이전과 이후의 현실적 차원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입각해보면, 한홍조가 논한 기질지성은 형이하자로서

기가 된다. 그리고 본연지성은 형이상자로서 형질과 무관한 별도의 영역

을 차지하고 있는 리이다. 결국 한홍조의 이론 체계에서 본연지성과 기

질지성은 각각 리와 기로 구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원진은 한홍조가 遺書 6-20 “論性不論氣不備, 論氣

不論性不明.”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추정한다. 그리

고 한원진은 ‘유서의 논의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각각 리와 기로

분속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홍조와 같이 ‘본연지성은 리이고, 기질지성은 기이다.’라는 식으

로 성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성은 하나로, 이치상 리의 측면

에서만 얘기하느냐 아니면 실제상 리와 기를 아울러서 말하느냐에 따라

서 명칭을 달리할 뿐이다. 이치상 성은 곧 리로서의 본연지성이지만, 실

제상 성은 리와 기를 아울러서 보면 기질지성이다.

한원진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원진 또한 한홍조와 같이 본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

누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런데 한원진이 ‘본연지성은 오로지 리만을 가리킨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본연지성은 기와 결합되어 존재하는 리를 지시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연지성이 기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라면, 굳이 ‘오

로지 리만을 가리킨 것이다.’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가령 ‘본연지성은 곧 리이다.’와 같은 문장만으로도 기와 별도로 존재하

는 형이상자로서의 성을 표현할 수 있다.

게다가 한원진이 ‘기질지성은 리와 기를 아울러 말한 것이다.’라고 논

한 것을 보면, 기질지성은 어디까지나 현실적 차원에 있는 것으로 결코

기와 분리될 수 없는 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어서 한원진은 “(한홍조)程子가 어찌 진실로 本然과 氣質을 아울러

未發時의 것으로 여겼겠는가?”라고 자신에게 반문한 것을 인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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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본성을 氣質之性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

(한원진)또한 ‘(한홍조)정자가 어찌 진실로 본연과 기질을 아울러 미발

시의 것으로 여겼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리는 앞에 있고 기는

뒤에 있게 되어 리와 기가 한 때라도 합해질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리

는 머리가 되고 기는 꼬리가 되어 리와 기가 두 가지 존재라는 분별

이 없게 될 것이니, 그 적절하지 않은 바는 다만 정자의 뜻을 잃을 뿐

만이 아닐 것입니다.68)

한홍조의 반문에 대해서, 한원진은 ‘理는 앞에 있고 氣는 뒤에 있게 되

어 리와 기는 한 때라도 합해질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는 한홍조의 관점에 대해서 性을 두 층위[未發과 已發]로 분리함으

로써 리를 기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미발과 이발 또한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으로 분리시킨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기질지성은 이발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발, 즉 대상과 접촉하기 이전의 리가 기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보면, 최성중이나 한홍조는 미발일 때에도 기질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은 미발일 때

기질에 있는 리만 선하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未發氣

不用事’에서 성이 선하냐 리가 선하냐의 문제를 따져보면, 기불용사는 외

부대상의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기질이 아무런 작용을 일으키지 않은 것

이다. 그리고 미발일 때에 기질이 아무런 일을 꾸미지 않았다면 이치상

기질 가운데 존재하는 리만 선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미발일 때 본연지성, 즉 리가 선을 담보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한

것이다. 실제 미발일 때에 기질[지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때문에 미

발일 때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청탁수박의 기질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68) 南塘集, 卷12, 答韓永叔-弘祚 , 而又以爲程子豈眞以本然氣質 並爲未發時物事。則是理

居前氣居後。而理氣無一時之合矣。是又理爲首氣爲尾。而理氣無二物之辨矣。其所未安。恐

不但失程子之意而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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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청수한 기질을 타고난 경우를 제외한다면, 미발일 때 마음의 순선

을 논하기 힘들다고 상정해볼 수 있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한원진이 미발일 때 마음을 어떻게 논하는지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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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未發과 마음[心]

(1) 本心과 本然之氣

이간은 性을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그 의미가

분명해진 것처럼 마음 또한 本然과 氣質로 대대해서 논해야 그 뜻이 남

김없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69)

(이간)대개 본연과 기질은 대대해서 성을 논한 이후에 성리의 실상이

다시 남김없이 될 것입니다. 유독 마음은 위에서 말한 바를 따라서 본

연과 기질을 대대해서 논하여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체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갖추어 말한 후에야 심체의 실

질 또한 남김없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 뜻은 이미 성현들의 말씀에 갖

추어져 있으니 지금 광범위하게 인용할 겨를이 없어서 대학장구만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허령하여 어둡지 않아서 모든 리를 갖추고 만

사에 응한다.’고 한 것은 본연지심이며 ‘기품에 구애된다.’고 한 것은

기질지심입니다. 마음이 둘인 것은 아니지만 그 구애되는 것과 구애되

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이른바 대본지성은

마땅히 본연지심에 나아가 단지한 것이고, 이른바 기질지성은 마땅히

기질지심에 나아가 겸지한 것입니다. 비록 동일한 마음이지만 구애되

는 것과 구애되지 않는 것의 사이에 그 경계가 본래 존재하는데, 또한

어찌 모두 분별하지 않고 단지와 겸지를 한 곳에 섞어서 말하겠습니

까? 그렇다면 덕소(한원진)가 인식한 마음은 기질의 선악에 불과하니,

무릇 이른바 ‘텅 비고 신령하여 환하게 관통하며 만물을 신묘하게 주

재하고,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게 되는 본래 선한 심체’는 첩첩관

문과 중첩된 산봉우리에 막혀버린 것입니다.70)

69) 필자는 이간의 本心이나 本然之氣의 출처를 巍巖遺稿, 未發辨 으로 추측한다. 외암유
고의 다른 편에서도 본심이나 본연지기에 관한 논의가 등장한다. 다만 1714년 이간이

미발변 을 썼고, 한원진이 1715년 擬答李公擧 와 1716년 未發氣質辨 을 작성했다는 측

면을 고려해볼 때, 한원진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간의 문헌은 미발변 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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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간은 本然之心과 氣質之心을 나누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氣稟이라고 주장한다. 기품에 얽매이지 않은 마음은 本然之心이고, 이에

반해 기품에 얽매이는 마음은 氣質之心이다. 본연지심은 虛靈不昧한 마

음이 衆理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明德이다.71)

또한 그는 大本之性이 본연지심에 나아가 단지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대본지성은 허령불매한 마음에 갖추어진 중리를 지칭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질지성은 기품과 그 속에 있는 리를 병칭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구도로 보건대, 이간은 마치 본연지성 외에 기품에 얽매이지

않은 순선한 상태로서의 마음, 즉 본연지심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리고 기질지성 외에 기품에 얽매여서 순선하지 않은 상태로서의 기질지

심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그는 ‘본연지심이 만물을 주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한원진의 마음을 기질에 불과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원진은 이간의 本心과 本然之氣를 비판한다. 요지는 비록

本心과 本然之氣가 聖賢으로부터 유래한 용어이지만, 이에 대한 이간의

해석은 전혀 성현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원진)대개 본심과 본연지기의 이론은 모두 성현에게서 나왔지만,

그 뜻은 그대가 말한 것과 전혀 유사하지 않습니다. 맹자가 말한 본심

은 인의의 마음으로 말한 것이니, 성선을 위주로 말한 것입니다. 석씨

70) 巍巖遺稿, 未發辨 , 盖以本然氣質 對待論性。而後性理之實。無復餘蘊矣。獨心則從上

所言未甞有以本然氣質對待論說者。愚意則於心體。亦必以是二者備言而後。心體之實。亦庶

無餘蘊矣。然其意則已具前言。今不暇廣引。只以大學章句言之。其曰虛靈不昧。以具衆理應

萬事者。此本然之心也。其曰爲氣稟所拘者。此氣質之心也。心非有二也。以其有拘與不拘而

有是二指。則所謂大本之性者。當就其本然之心而單指。所謂氣質之性者。當就其氣質之心而

兼指矣。雖同一方寸。而拘與不拘之間。其界分自在。則又安可都無分別。而單指兼指滚說一

處乎。然則德昭所認之心。不過是氣質之善惡。而夫所謂虛靈洞澈。神妙萬物。操存舍亡。元

無不善之心體者。則不啻隔重關複嶺矣。

71) 이간의 원문에서 명덕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이간이 大學, 集註에서 ‘明德
者。人之所得乎天。而虛靈不昧。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를 인용함으로써 대본지심을 설

명하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이간이 논한 대본지심은 명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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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한 본심은 영각의 마음으로 말한 것이니, 오로지 기만을 알고서

말한 것입니다. 성선을 위주로 말했으므로 마음이 갖고 있는 바의 준

칙으로 대본과 달도의 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만을 알고

서 말했으므로 마음이 준칙을 갖고 있지 않고 미친 듯이 제멋대로 행

위를 하게 됩니다. 정자는 ‘성인은 하늘을 근본으로 하고, 석씨는 마음

을 근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근본으로 하는 것은 리를 근본

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것은 기를 근본으로 하는 것

입니다. 본심의 명칭은 비록 동일하지만 리와 기를 주로 삼는 바가 동

일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학과 불교가 구별되는 근거입니다. 그대가

말한 본심은 다만 허령본각으로 말한 것이니 불교의 견해와 전혀 다

른 것이 없습니다.72)

여기서 한원진은 ‘儒學과 佛敎에서 모두 本心이란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학의 본심은 仁義의 마음으로부터 연원한 것이고,

불교의 본심은 靈覺의 마음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인의의 마음이 性善

을 위주로 말한 것이라면, 영각의 마음은 오로지 氣만을 알고서 말한 것

이다.

또한 한원진은 性善으로서의 本心과 氣로서의 本心은 마음속에 준칙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한다. 유학의 본심은 마음이 갖고 있

는 바의 준칙으로 덕목을 실현할 수 있지만, 불교의 본심은 준칙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제멋대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는 정자의 말73)을 인용함

으로써 선의 근거는 氣에 있는 것이 아니라 理에 있음을 밝힌다.

그런데 한원진 또한 실상 ‘마음은 기이다.’[心是氣]라고 정의한다. 마음

이 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학이나 불교의 본심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

72) 南塘集, 卷11, 擬答李公擧 , 大抵本心本然之氣之說 皆出於聖賢。而其指則與高明所言

者。絶不相似。孟子所謂本心。以仁義之心言之。主性善而言也。釋氏所謂本心。以靈覺之心

言之。專認氣而言也。主性善而言。故心有所準則。而爲大本達道之德。專認氣而言。故心無

所準則。而爲猖狂自恣之行。程子曰。聖人本天。釋氏本心。本天者本乎理也。本心者本乎氣

也。本心之名雖同。而理氣所主不同。此儒釋之所以分也。高明所謂本心者。只以靈覺者而

言。則正無間於釋氏之見矣。

73) 遺書, 21下-7 , 書言天叙。天秩。天有是理。聖人循而行之。所謂道也。聖人本天。釋

氏本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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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는 반드시 선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원진은

이 같은 점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한원진이 ‘기로서의 마음이

준칙을 갖고 있음으로써 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서 엿볼 수

있다.

한원진의 논의에 의거해보면, 이간이 말한 본심이 바로 불교의 虛靈本

覺과 동일한 것이다. 결국 불교의 허령본각은 깨달은 마음일 것이다. 그

런데 깨달은 마음은 깨닫기 이전의 마음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

다. 깨닫기 이전의 마음은 단지 無明에 가려져있었을 뿐이다. 즉 허령본

각은 마음 외에 다른 것, 가령 리와 같은 것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깨달

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논리를 이간의 본연지심에 적용해보면, 마음은 그 자체로 본

연의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본연의 상태는 순수하고 맑다. 그리고 이

는 성인 뿐 아니라 범인도 동일하게 부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범인의 마음이 순수한 상태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회

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원진이

이간의 본심을 불교의 허령본각과 같다고 비판한 까닭은 바로 이간이 리

보다 기 자체에서 순선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한원진은 이간이 氣에서 善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栗谷의 本然之氣를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했다고 추정한다.

(한원진)율곡의 이른바 ‘본연지기’는 또한 기가 태초에 담일청허한 것

으로 말한 것입니다. 승강비양하는 것이 만 가지로 다르니, 청수한 것

은 본연이고 탁박한 것은 본연에서 변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기를 품

수해서 태어난 것이니, 성인의 바탕이 지극히 청수한 것은 홀로 그 본

연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청탁수박이 뒤섞인 중인의 바탕은 이미 그

본연을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성인과 중인을 막론하고 기질 외에 다

시 따로 본연의 기는 없습니다. 그대가 본연과 기질을 대대해서 마음

을 말한다면 이는 기질 외에 따로 본연의 기가 있는 것이고 마음을

둘로 만들고 기를 둘로 만들어 판연히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기질은

선악이 있는데, 선한 것이 바로 본연이라고 한다면 이는 본연 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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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른바 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연 율곡의 뜻이었겠습니

까?74)

여기서 한원진은 ‘栗谷의 本然之氣는 氣가 太初에 澹一淸虛한 것이다.’

고 주장한다. 태초는 기가 아직 구체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시점이다. 한

원진의 말을 빌리자면, 승강비양과 같은 기의 작용이 아직 일어나지 않

은 것이다. 그리고 담일청허는 아직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기의

본래 상태이다. 이상의 주장만으로 본연지기, 즉 담일청허가 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

이어서 한원진은 ‘氣의 淸粹한 것은 本然이고 濁駁한 것은 本然에서

변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 말만 놓고 생각해보면, 기는 청수한 본연과

이로부터 변한 탁박한 것으로 양분되는 것 같다.

그런데 기에 대해서 청탁수박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청탁수

박의 조합을 말하는 것이지 청수와 탁박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분류

하지 않는다. 더욱이 한원진은 기 자체를 선의 근거로 논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淸粹한 本然之氣는 무엇인가?’와 같은 의문이

발생한다. 그리고 ‘성인의 청수한 기와 범인의 탁박한 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한원진 또한 이 같은 점을 간파하

고 있는 것 같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한원진은 ‘사람은 이 기를 품수해서 태어난 것이

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사람의 범주는 범인 뿐 아니라 성인도 포함한다.

그리고 기는 범인의 탁박한 것 뿐 아니라 성인의 청수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한원진은 ‘성인과 범인의 기에 대해서 청수와 탁박으로 구별하지만, 본

질은 氣質로서 동일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를 마음에 적

74) 南塘集, 卷11, 擬答李公擧 , 栗谷所謂本然之氣者 亦以氣之太初澹一淸虛者而言

也。升降飛揚。不齊萬端。則淸粹者其本然。而濁駁者其變乎本然者也。人之禀是氣而生

者。聖人之質至淸至粹者。是獨得其本然者也。衆人之質淸濁粹駁之相雜者。已不能全其

本然。而無論聖人衆人氣質之外。更別無有本然之氣矣。高明以本然氣質對待言心。則是

於氣質之外。別有所謂本然之氣。而二心二氣判然矣。氣質有善惡。而善者乃是本然。則

是於本然之外。又有所謂本然者矣。此果栗谷之指乎。



- 53 -

용하면 ‘기질 외에 본연의 마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역설한

다.

이에 의거해보면, 한원진은 본연과 탁박의 마음을 선한 마음과 선악의

마음으로 구별하려는 의도를 봉쇄한 것이다. 이는 한원진이 ‘본연과 기질

을 대대해서 마음을 말하면 기질 외에 본연이 따로 있고, 마음과 기를

둘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비판한 부분에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이

든 범인이든 마음의 본질은 기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한원진은 분명히 ‘虛明不昧는 本然이고, 昏昧雜擾는

本然에서 변화한 것으로 두 가지는 모두 氣質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간이 虛明을 本然으로, 昏雜을 氣質로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한원진)청탁수박이 이미 이와 같은데도 허명불매와 혼매잡요 또한 대

대해서 말한다면 허명불매는 본연이고 혼매잡요는 본연에서 변화한

것이니, 두 가지는 모두 기질입니다. 그대가 허명을 본연이라고 하고

혼잡을 기질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본연은 매번 기질의 밖에 있게 되

니, 기를 둘로 만들고 마음을 둘로 만들어서 서로 대대시키게 됩니다.

그대가 말한 마음과 기는 진정 내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기질

은 청탁수박이 있고 경계는 허명혼잡이 있는데, 탁박한 것을 제거해서

청수한 것을 회복하고 혼잡한 것을 씻어내어 허명한 데로 귀일하는

것이 바로 기질을 변화시켜서 본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율곡의 뜻은

아마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만약 그대의 말대로라면 이른바 본연은

항상 기질 밖에 자재하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본연에서 얻는 바

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과연 이치에 닿는 것입니까?75)

75) 南塘集, 卷11, 擬答李公擧 , 淸濁粹駁旣如此 且以虛明不昧昏昧雜擾對言。則虛明不昧

是本然也。昏昧雜擾。是變乎本然者也。而二者皆氣質也。高明以虛明爲本然。以昏雜爲氣

質。則所謂本然者。每在於氣質之外。而兩氣兩心相對矣。高明所謂心所謂氣。信乎非愚之所

能知也。氣質有淸濁粹駁。境界有虛明昏雜。去其濁駁而返其淸粹。澄其昏雜而一於虛明。卽

所謂變化氣質而復其本然者也。栗谷之指。或者其如是乎。若如高明之言。則所謂本然者。常

自在於氣質之外。而變化氣質者。將無所得於本然者。此果理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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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간과 같이 ‘허명은 본연이고 혼잡은 기질이다.’고 말하면 허명과 혼

잡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된다. 그런데 허명이나 혼잡은 모두 기질로

청탁수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령 성인은 청수한 기질을 받았으므로

마음이 허명한 것이고 범인은 탁박한 기질을 받았으므로 마음이 혼잡할

뿐이다. 따라서 범인이 성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범인은 자

신의 탁박하고 혼잡한 기질을 변화시켜서 청수하고 허명한 데로 돌려야

한다.

결국 한원진은 허명이든 혼잡이든 모두 기질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기질 외에 본연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한원진은 이 같은 점을 미발과 담연허명을 논하면서 좀 더 분명하게 밝

히고 있다.

(2) 未發과 湛然虛明

李柬은, 黃幹(1152-1221)이 ‘未發에는 이 마음이 湛然하여 物慾이 생기

지 않으니, 氣가 비록 치우쳤더라도 理는 본래 바르다.’고 말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한원진의 이론을 비판한다. 그는 한원진의 이론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미발의 마음은 치우친 것인가? 둘째,

마음의 본체가 밝히는 것이라면 혼매함으로 마음을 논할 수 있는가? 셋

째, 혼매하고 치우친 것이 미발이라면 대본, 즉 본연지성은 성립할 수 있

는가?

선생님(권상하)께서, 황면재(황간)는 ‘미발에는 이 마음이 담연하여 물

욕이 생기지 않으니, 기가 비록 치우쳤더라도 리는 본래 바르다. 기가

비록 혼매하더라도 리는 본래 밝다.’76)고 했습니다.

76) 이 구절은 性理大全書, 卷31, 性理三 에서 인용한 것 같다. 성리대전서에서는 이 구
절의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황간이 이 구절을 말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증하는 자료로서의 효력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다만 이 구절이 중요한 까닭은 누가 이

구절의 주어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발과 리기에 관한 이론 체계에 있고, 또한 이 구

절에 대해서 이간, 권상하, 한원진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구

절의 주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논증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 55 -

(이간)면재가 이미 ‘이 마음이 담연하여 물욕이 생기지 않으니, 그 마

음이 진정 이미 바르다.’고 했습니다. 어찌 다시 치우침을 말하겠습니

까? 그 마음이 진정 이미 밝은데, 어찌 다시 혼매함을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과 기는 두 가지 것입니까? … 이미 치우치고 혼매한데

도 미발이라면 천하에 어찌 대본이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77)

여기서 황간은 ‘未發의 마음은 湛然하여 物慾이 생기지 않으니, 氣가

비록 치우치고 혼매하더라도 理는 본래 바르고 밝다.’고 말한다. 이간은

이 구절을 ‘미발의 마음이 담연하여 물욕이 생기지 않으니, 그 마음이 진

정 바르고 밝다.’고 재인용한다.

두 문장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이간은, 황간

이 ‘기가 비록 치우치고 혼매하더라도 리는 본래 바르고 밝다.’고 말한

부분을 ‘그 마음이 진정 바르고 밝다.’로 고쳤다.

이 말에 비추어보면, 이간은 미발의 마음과 리를 바르고 밝은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미발의 마음을 치우치고 혼매한

기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본지성과 동일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황간은 ‘未發에는 이 마음이 담연하여 물욕이 생기지 않으니’라

고 말했다. 이는 마음이 아직 외물과 아무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

를 뜻하는 것이다. 즉, 외물의 자극이 없다면 마음은 어떤 반응을 산출할

수 없다. 이때 미발의 마음은 고요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또한 황간은 ‘氣가 비록 치우쳤더라도 理는 본래 바르다. 氣가 비록 昏

昧하더라도 理는 본래 밝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외부의 조건이나 자신

의 기질과 관계없이 리는 선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미발의 마음은 理, 즉 善과 구별되는 잠재된 욕망으로 치우친 것

이다.

77) 巍巖遺稿, 卷5, 上遂庵先生 , 下敎 勉齋曰。方其未發也。此心湛然。物欲不生。則氣雖

偏而理自正。氣雖昏而理自明。所謂湛然者。是此心全體至虛至明。無一毫昏昧。無一毫偏倚

之謂也。今勉齋旣曰此心湛然。則其心固已明矣。何以又謂昏歟。物欲不生。則其心固已正

矣。何以又謂偏歟。然則心與氣。是兩物歟。 … 旣昏且偏而爲未發。則天下寧有無大本者

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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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보건대, 황간의 원의는 이간과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사실이 곧바로 한원진이 황간과 유사한

이론 체계를 갖고 있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한원진이 미발의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있다.

한원진은 ‘마음의 담연한 것을 미발기상이다.’고 정의한다. 또한 한원진

은 ‘마음의 기품본색을 치우치고 혼미한 것이다.’고 규정한다.

(한원진)이 마음이 담연한 것은 마음의 미발기상이고, 치우치고 혼미

하고 기울고 결핍된 것은 마음의 기품본색입니다. 기는 비록 드러나지

않았지만 본래 품수한 것은 자재하고 담연히 허명하여 기가 일을 꾸

미지 않았으므로 리가 가린 바가 없고 중체가 확립된 것입니다. 비록

일을 꾸미지 않더라도 기는 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므로 기를 겸해서

말하면 성 또한 일정하지 않습니다. 면재의 말은 바로 미발의 허명한

마음에 나아가 기품본색의 치우침이 있는 것을 살피고, 기품이 일정하

지 않은 것 가운데 나아가 천명의 지선한 본체를 살피니, 또한 치밀하

다고 하겠습니다.78)

여기서 미발의 기상이 곧장 理의 바르고 밝은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79) 왜냐하면 마음의 담연허명에도 여전히 기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담연함이 미발의 기상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마다 각기 품수한 기품이

78) 南塘集, 卷28 雜著, 李公擧上師門書辨 , 此心湛然 心之未發氣像也。偏昏羸乏。心之氣

稟本色也。氣雖未發。本稟自在。湛然虛明。氣不用事。故理無所蔽而中體立焉。雖不用事。

氣不離理。故兼氣言之而性亦不齊。勉齋之言。卽乎未發虛明之中。而察其氣稟本色之有偏。

卽乎氣稟不齊之中。而見其天命至善之本體。則亦可謂密矣。

79) 연구자들 가운데 비록 한원진이 미발의 기품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미발은 아직 대상으

로부터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품이 미발의 순선을 해칠 수 없다고 주장

하는 경우가 있다. 김태년,「南塘 韓元震의 ‘正學’ 形成에 대한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2006, pp.99-100 ; 이상익,「호락논쟁의 핵심 쟁점: 심과 기질의 관계 문제」,『한

국철학논집』Vol.35, 한국철학사연구회, 2012, pp.12-19 ; 이승환,「남당(南塘) 미발론과 공

부론의 현실적 함의」,『철학연구』제40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pp.92-95 ; 이천

승,「湖洛論辯에 있어서 未發의 의미-南塘 韓元震을 중심으로-」,『한국철학논집』제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996, pp.185-189 ; 홍정근,「남당 한원진의 심성론-미발에서의 심과 성

의 삼층구조 분석을 중심으로-」,『儒敎思想硏究』第26輯, 한국유교학회, 2006, pp.59-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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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그리고 기품은 본질적으로 치우치고 기욺이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미발의 기상은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理나 善과 같

은 본체를 뜻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한원진은 비록 마음의 기품본색이 존재하더라도 미발이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역설한다. 이는 미발의 마음에도 기품이 존재한다

는 사실을 재차 입증하려는 것이다.

(한원진)면재가 말한 치우치고 혼매함은 기품의 본색이고 편전혼명은

성인과 범인이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이런 것이 있지만 미발

이 되는 데 방해되지 않습니다. 공거가 말한 치우치고 혼매함은 사려

가 이미 발한 것이 치우친 것이고 혼매잡요의 혼입니다. 하나라도 이

런 것이 있으면 미발이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가리키는 바가 본

래 다른데 이것을 저것에 빗대어서 미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척한

다면 면재가 어찌 설복하겠습니까?80)

여기서 한원진은 성인과 범인의 차이를 타고난 기품본색에 두고 있다.

그리고 미발일 때에도 기품본색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써 보자면, 未發은 善이나 理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관

련된 것이다. 가령 마음이 텅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기품의 차이는 여전

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 지점이 바로 미발일 때 존재하는 偏昏의 기품본

색이다.

그런데 이간은 이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논한 편혼

은 가령 편법과 같은 것으로, 마음이 이미 혼란되어 있는 시점이다. 편법

은 외부의 조건으로 사적 이익을 크게 부풀릴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범인의 마음은 편법을 놓아버리지 못한다. 즉, 마음은 한순간도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놓아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 이간이 말한 편혼은 已發의 문제이지 未發과 짝을 이룰 수 있

80) 南塘集, 卷28 雜著, 李公擧上師門書辨 , 勉齋所謂偏昏 氣稟本色。偏全昏明。聖凡不同

者也。雖有此。不害爲未發矣。公擧所謂偏昏。思慮已發之偏。昏昧雜擾之昏也。一有此則不

得爲未發矣。二者所指自別。而以此擬彼。斥其不得爲未發。勉齋豈服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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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원진은 혼매를 작용으로, 그리고 기품본색을

혼매한 지각작용이 일어나는 바탕으로 구별함으로써 미발일 때 편혼의

기품본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한원진은 ‘마음과 氣稟은 모두 氣로서 하나이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하나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이다. 이는 이간이 마음과 기를 본질적

으로 다른 두 가지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원진의 입

장을 표명한 것이다.

(한원진)공거가 또한 마음과 기는 두 가지 것인가라고 한 것은 또한

기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재는 본래 마음과 기를 두 가지 것이라

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마음과 기를 나눈 적이 있었으니,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됨으로써 본연지성을 갖추고 기품이 하나의 마음이 됨

으로써 기품지성을 갖춘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미 자연히 마음을 둘로

하며 성을 둘로 하는 논의가 됩니다. 지금 도리어 마음과 기를 두 가

지로 만드는 것을 가지고 면재를 비판하니, 저것이 정견입니까? 이것

이 정론입니까? 여기서 정해지면 공허하고 망령된 마음으로 진성을

본 것이 기쁜 것이지만 저기서 정해지면 교목에서 내려와 유곡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애석합니다. 아니면 임시로 논변을 하여 사람을 막은

것이지 본래 정본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이를 알 수 없습니

다.81)

이간의 논의에 의거해보면, 사람은 未發의 本然之性과 已發의 氣稟之

性을 가진 존재이다. 이는 그가 미발의 마음[心], 리, 그리고 본연지성을

동일하다고 규정한 것과 일치한다. 미발의 마음이 선의 근거일 뿐 아니

라 혼매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면 ‘마음이 리이다.’[心卽理]라고 하든지

아니면 순선한 기[本然之氣]가 존재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81) 南塘集, 卷28 雜著, 李公擧上師門書辨 , 公擧又云心與氣兩物歟者 亦有可異。勉齋本非

以心與氣爲兩物。渠嘗以心與氣爲有辨。以心爲一心而具本然之性。以氣稟爲一心而具氣稟之

性。旣自爲二心二性之論矣。今却以心與氣兩物。譏勉齋。彼爲定見耶。此爲定論耶。定於此

則可喜其空妄心而見眞性。定於彼則惜乎其下喬木而入幽谷也。抑其臨時取辦以禦人。而本非

有定本者歟。此未可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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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간이 율곡학파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마음이 기이다.’[心

是氣]라는 명제를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간이 자신의 이론

을 수립한다면 미발의 마음이 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을

함축할 수밖에 없다. 기는 선악의 가능성[우연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선

의 근거로서 필연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발의 마음이 기

필 선이라면 이 마음은 기와 다른 무엇이 되어버린다.

한원진이 볼 때, 이런 논리는 말 그대로 교목에서 내려와 유곡으로 들

어가는 공허하고 망령된 것이다. 氣는 氣고 理는 理이다. 기가 리가 될

수 없고, 리가 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한원진은 이간이 오히려 마음과

기를 두 가지로 만들어 버린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보면, 미발일 때 마음속에 기품이 존재한다. 이

기품은 청탁수박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본체가 밝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품의 차이로 그 밝힘이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미

발일 때라고 하더라도 성인과 범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일 수 없

다.

(3) 未發과 氣稟 차이

이간은, 朱熹와 李珥(1536-1584)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미발의 때에는

聖人과 凡人이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이간)주자는 ‘미발의 때에는 요순으로부터 행인에 이르기까지 똑같

다.’고 했고, 율곡 선생은 ‘범인이 행여 일순간에 미발일 때가 있게 된

다면 곧 이 전체가 담연하여 성인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82)

주희는 ‘未發의 때에는 聖人과 凡人이 동일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반

해서 이이는 ‘凡人이 未發일 때에는 이 全體가 湛然하여 聖人과 다르지

82) 巍巖遺稿, 卷4, 上遂菴先生別紙 , 朱子曰 未發之時。自堯舜至於塗人一也。栗谷先生

曰。衆人幸於一瞬之間。有未發之時。則卽此全體湛然。與聖人不異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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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주장했다. 주희는 명시적으로 미발의 때에 성인과 범인이 동일

하다고 말한 것이지만, 이이는 ‘미발일 때에는 전체가 담연하여 성인과

다르지 않다.’는 말로써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다.

두 사람의 말만 놓고 생각해보면, 주희는 성인과 범인의 미발이 동일

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이이는 대략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미

발의 마음은 전체가 담연하고, 이 같은 상태는 성인의 마음과 유사하다.’

라고 주장한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이는 범인의 마음이 가장 순수

한 때라면 성인의 마음과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원진은 일관되게 미발을 마음이 아직 외부대상과 접하지 않은 상태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가 ‘미발일 때 성인과 범인이 같다.’고 말한 것

은 ‘心體가 湛然하여 物欲이 싹트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하는 데서 엿볼

수 있다.

(한원진)미발일 때 ‘성인과 범인이 모두 같다.’고 말한 것은 심체가 담

연하여 물욕이 싹트지 않은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83)

여기서 미발은 심체가 담연하여 물욕이 싹트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의

거해보면, 미발일 때에 마음속에 기질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질은 외부대

상의 자극으로부터 반응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반응은 지각작용

으로 욕구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지각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의 고요한 상태는 성인이든 범인이든 모두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동일성은 그다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설령

사람과 동류가 아닌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외물의 자극이 없다면 지각작

용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물의 지각작용 또한 미발의 상

태에서는 담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의 담연함은 ‘성인과 범인

이 동일하다.’의 논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간은, 聖人과 凡人의 차이가 氣稟의 淸濁粹駁에 있다면 범인은 기품

83) 南塘集, 卷10, 答李公擧 , 未發時謂聖凡皆同者 指其心體湛然。物欲不萌者而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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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연의 상태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간)이 두 분의 말씀을 가지고서 미발의 뜻을 구한다면 성인과 범인

을 막론하고 반드시 이 마음의 전체가 적연부동하여 방촌[마음] 사이

에 물의 고요함과 거울의 비춤과 같을 것이니, 무릇 청탁수박이 만 가

지로 같지 않은 것이 이에 이르러 순전히 맑고 지극히 순수한 데 가

지런하게 된다.(自註 : 이것이 기의 본연이다.)84)

여기서 이간은 氣의 本然을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연은 맑고 순수

한 것이다. 또한 氣稟의 淸濁粹駁이 존재하더라도, 마음[心]이 湛然하여

物欲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기품은 일제히 티 없이 맑고 순수해진

다. 따라서 미발은 기의 맑고 순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간의 주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담연하고 물욕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와 같은 의문이 발생한다.

사람이 살아있다면 감각기관은 끊임없이 외부대상과 조우한다. 외물의

자극이 있는 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이 반응은,

좋은 것이면 가지려고 하고 싫은 것이면 버리려고 하는 욕구이다. 좋은

것과 싫은 것은 善惡보다 利害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마음은 애

초에 담연하여 물욕이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욕구가 순수한 상태에 이르려고 한다면 애초에 대상과 접촉

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대상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물욕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상태가 곧장 선이라든지 순수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 욕구는 생명이 있는 한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욕구는 天理

보다 利害를 위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간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기품이 본연의 상태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외물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은 바로 기품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

다. 기품이 맑고 순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면 미발의 순수함은 자연스럽

84) 巍巖遺稿, 卷4, 上遂菴先生別紙 , 以是二說而求於未發之旨 則無論聖凡。必此心全體寂

然不動。方寸之間。如水之止。如鏡之明。則夫所謂淸濁粹駁之有萬不齊者。至是一齊於純淸

至粹 此氣之本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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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성립된다.

自註를 통해서 밝혔듯이, 이간은 기의 본연의 상태를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사람의 기품이 만 가지로 다르더라도, 미발에 이르면

사람의 마음은 모두 맑고 순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입각해보

면, 이간은 기질변화의 핵심이 욕구를 일으키는 외물을 차단하는 것보다

기품을 변화시킴으로써 본연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 것

이다.

이에 반해서, 한원진은 기품의 본연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한원진이 논한 심체의 담연함에서 추론해볼 수 있다.

(한원진)경명수지(鏡明水止)의 비유도 역시 이것을 지칭한 것입니다.

거울은 비록 비추는 것으로 동일하나 바닥[철]의 정조는 동일하지 않

으며, 물은 비록 잔잔한 것[止]으로 동일하나 못의 크기는 같지 않으

니, 이는 마음이 비록 미발일지라도 그 기품본색이 같지 않은 것을 또

한 어찌 모두 같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85)

여기서 心體의 담연함은 단지 외물의 자극을 수용함으로써 반응을 산

출하는 바탕이다. 심체는 자극에 대한 반응능력을 갖고 있는 마음의 본

모습이다. 이는 마치 거울의 비춤이나 물의 잔잔함과 같다. 거울이나 물

은 대상과 마주하지 않으면 아무런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외부대상이

거울이나 물에 다가오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줄 뿐이다. 이는 마

음의 지각작용과 동일한 구조이다.

그런데 거울의 바닥이 부드럽고 깨끗하면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 물 또한 잔잔하면 대상을 분명

하게 비춰내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상의 모습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한다.

게다가 물의 크기에 따라서 담아낼 수 있는 대상의 크기도 정해진다. 산

을 품을 만큼 큰물이면 태산도 비추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얼굴도 품을

수 없다.

85) 南塘集, 卷10, 答李公擧 , 鏡明水止之譬 亦指此爾。鏡雖同明。鐵之精粗不同。水雖同

止。潭之大小不同。則心雖未發。其氣禀本色之不齊者。又安得以皆齊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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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진은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마치 거울이나 물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인의 마음은 정밀하고 커서 천하를 품을 수 있지만,

범인의 마음은 거칠고 작아서 일신을 감당하기도 힘들다. 성인과 범인

모두 외물에 대해서 수용하고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반응의 정조나 대소는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한원진은 ‘설령 미발이라고

하더라도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냐?’고 반문한다. 이

는 한원진 본인은 이간이 말한 미발의 본연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원진은, 범인이 자신의 기질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성인과

같이 순수한 기질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만 놓고 보자면, 한

원진 또한 기질자체의 변화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한원진)티 없이 맑고 순수한 것이 성인의 기질입니다. 범인의 경우라

면 반드시 그 공부가 이미 기질을 완전히 변화시킨 연후에야 비로소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번 미발의 상태를 가져 범인의 기질

이 성인으로 변한다면 철이 금이 되는 격이니 얼마나 쉬운 것이겠습

니까? 이전의 상태가 지나가자마자 성인의 기질이 다시 범인으로 바

뀐다면 향초풀이 띠가 되는 격이니 또한 얼마나 빠른 것입니까?86)

그런데 한원진은 범인의 기질이 성인과 같이 되는 것은 마치 철이 금

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는 이간의 주장과 같이 기품자체가

변할 수 있다면 범인이 성인이 될 수도, 성인이 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간의 주장처럼 미발이 욕구가 없는 순수한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인

다면, 한번이라도 외물의 자극에 흔들림이 없다면 범인은 곧장 성인이

된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수양이고, 성인의 경지도 그다지 흠모할 만

하지 않다. 누구나 쉽고 간단히 성취할 수 있는 경지라면 굳이 그 경지

86) 南塘集, 卷10, 答李公擧 , 純淸至粹 聖人之氣質也。在衆人則必其工夫旣到氣質盡變然

後。方可言此也。若一有未發。而衆人氣質。變作聖人。則鐵之成金。何其易也。纔過依舊。

而聖人氣質。復作衆人。則荃化爲茅。又何其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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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려고 노력하거나, 이미 그 경지에 오른 사람을 존경할 이유가 있

겠는가?

또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외물의 자극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성

인은 일순간 범인이 되어버린다. 한원진은,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성인이

범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마치 향초풀이 띠가 되는 것과 같다고 반박한

다. 향초풀이나 띠나 모두 식물인 것처럼, 성인이나 범인은 모두 기질을

가진 존재이다. 기질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조를 결정하는 재질

이다. 거울이 외물을 비추는 데 정조가 있는 것은 외물로 인한 것이 아

니라 거울의 재질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는 것과 같다. 재질은 외부대상과

관계없이 이미 결정되어있는 것이다.

이 비유로써 한원진의 진의를 추론해보면, 기질자체의 변화는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

다. 따라서 한원진은 이간이 논한 기품의 본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간이 기품의 본연을 주장한다면, 이는 미발일 때에 기품이 자재한다

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이간이 ‘(權尙夏)未發의 때에는 美惡이

자재한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고, 이어서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될 만

한 구절이 있는지에 대해서 권상하에게 묻는 대목에서 추론할 수 있

다.87)

이에 반해, 한원진은 이간의 맹점이 바로 未發의 氣稟美惡自在를 인정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진단한다. 그는 우선 권상하의 전체 문장을

인용함으로써 ‘미발의 미악자재’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에 관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한원진)삼가 생각건대, 선생님의 본문에는 ‘(권상하)사람의 기질은 처

음 태어날 적에 받은 것이다. 비록 미발의 때에는 미악이 자재하지만

오직 외물이 아직 자극하지 않을 때에는 기가 일을 꾸미지 않으므로

본연이 담연해서 선은 있으나 악은 없다. 비록 중인이라고 하더라도

87) 巍巖遺稿, 卷5, 上遂菴先生 , 下敎曰 未發之前。美惡自在。柬謹問。此有前言之可據

耶。伏乞下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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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때가 있으니, 성인과 다를 것이 없다. 외물의 삿되고 바른 것이

몸을 자극해서 마음을 동요시키는 데 이르면 기질의 아름다운 것은

바른 것을 받아들여서 선으로 나아가고 기질의 악한 것은 삿된 것을

받아들여서 악으로 나아간다. 이는, 이치의 형세가 부득불 그러한 것

이다.’라고 말했습니다.88)

권상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氣質을 稟受하고 기질에는 美惡이 자재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어지는 논의에서 ‘未發의 때에는 美惡이 자

재하지만, 외물의 자극이 없다면 氣質이 일을 꾸미지 않으므로 本然이

湛然해서 善은 있으나 惡은 없다.’고 역설한다.

두 가지 주장에 근거해보면, 권상하는 기질과 본연을 구별함으로써 기

질을 선악이 자재하는 것으로, 본연을 선으로 규정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어지는 논의를 보면, 권상하는 ‘외물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

는 것은 기질이다.’고 말한다. 그리고 ‘품수한 기질의 미악에 따라서 반응

도 선악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논의에 의거해보면, 권상하가 ‘미발의 때에는 미악이 자재한

다.’고 말한 것은 기질의 미악이 자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발의

기질미악자재’는 ‘미발의 氣質善惡自在’로 이어질 수 있다. 권상하는 기질

의 아름다운 것은 바른 것을 받아들여서 선으로 나아가지만, 기질의 악

한 것은 삿된 것을 받아들여서 악으로 나아간다고 말한다. 이 같은 논리

는 기질의 미악이 성의 선악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규정하는 것이

다. 즉 권상하는 ‘氣質의 美惡이 곧 性의 善惡이 실현되는 바탕이다.’라는

도식을 제시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원진은 권상하가 논한 미악자재는 기질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을 가

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원진은 또한 淸濁美惡의 기질은

타고난 것으로 인위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88) 南塘集, 卷28 雜著, 李公擧上師門書辨 , 謹按先生本文曰 人之氣質。得於有生之初。雖

未發之前。美惡自在。惟其外物未接。氣不用事。故本性湛然。有善無惡。雖衆人亦有此時。

則與聖人無異。及其外物之邪正觸其形而動其中也。氣質之美者。感其正而趍於善。氣質之惡

者。感其邪而趍於惡。此理勢之不得不然者也云云。



- 66 -

(한원진)선생님께서 미악이 자재한다고 한 것은 본래 기질을 가지고

말한 것이지 성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청탁미악의 기

질을 품수한 것은 본래 모두 처음 태어날 때 받은 것이므로 변화에

미치지 않은 것에 해당됩니다. 비록 미발의 때라고 하더라도 원래 청

탁미악의 다른 것을 품수한 것이 진정 자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기가]일을 꾸밀 수 없으니, 또한 성이 본래 선한 것을 해칠 수 없습

니다. 그러므로 맹자집주, ‘품수한 기질이 비록 불선한 것이 있더라

도 성이 본래 선한 데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

의 종지가 주로 삼는 바입니다.89)

여기서 한원진은 未發의 美惡自在를 氣質에 국한시키고 性으로까지 확

장하지 않는다. 그는 性을 氣에 있는 理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기질을 벗

어난 리, 즉 성은 존재할 수 없다. 기질과 함께 드러나는 리가 바로 사람

의 성이다. 성이 기질과 상관관계에 있다면 성은 선으로도 악으로도 규

정될 수 있다.

그런데 한원진의 관점에서 성이 선한 까닭은 기질이 선해서 성이 선한

것이 아니라 기질 속에 있는 리가 선이기 때문이다. 한원진은, 성이 비록

기에 있는 리라고 하더라도 리가 선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원진은 미발일 때 기질미악은 애초에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는 이 점이 바로 스승 권상하의 종지라고 주장한다.

한원진의 논의에서 미발은 선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외부대상과 접하기 전

의 고요한 상태를 나타내고, 미발일 때에 기질은 미악이 자재하는 것으

로 선보다는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한원진은 미발일

때에도 기질이 자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성인이나 범인은 미발일 때에도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다.

89) 南塘集, 卷28 雜著, 李公擧上師門書辨 , 先生所謂美惡自在者 本以氣質而言。非以性言

也。盖人之氣質淸濁美惡之稟。本皆得於有生之初。故當其未及變化也。雖在未發之時。其合

下稟得淸濁美惡之殊者。固自在矣。但於此時不能用事。則亦無以害其性之本善矣。故孟子輯

註曰。氣質所稟。雖有不善。不害性之本善。此師旨之所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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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발일 때 성인과 범인의 기질이 다르다고 한다면, 기질을 바탕

으로 한 지각작용 또한 성범이 애초에 동일할 수 없다고 추정할 수 있

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볼 때, 한원진의 미발론은 이이 철학의 기질지성

을 계승한 것이다. 이이는 ‘기가 리를 국한한다.’와 ‘리는 무위하고 기는

유위하다.’는 측면에서 기질지성을 논한다. 즉, 기질지성은 기질이 리를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질은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적절한 반응을 산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도 있다. 이는 미발일 때에 기질[지성]이 존재한다

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기질[지성]은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드러낼 수 있는 지각작용의 바탕이다. 따라서 한원진의 미발론은

기질[지성], 즉 지각작용의 바탕이 외부대상의 자극을 받기 전에 어떤 형

태로 존재하는지를 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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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知覺論

한원진의 知覺論에서는 知覺을 四端七情뿐 아니라 意識까지도 포함하

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의식은 동물과 구별되는 虛靈知覺으로 明

德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다. 다만 허령지각은 기의 영역에 속하기 때

문에, 이는 동물과 사람이 다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령지각은 리를 갖추어야만 외물의 자극에 대

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明德]이 된다.

이 장에서 필자는 지각과 명덕을 중심으로 한원진의 지각론을 살펴보

고자 한다.

1. 智와 知覺의 體用

(1) 智와 四端七情

한원진은 智와 知覺을 체용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마음의 知覺

은 七情 밖에 있지 않고, 칠정은 智의 작용 밖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주

장하는 데서 엿볼 수 있다.

(한원진)지각을 논하는 데 이르러서는 지에 부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삼가 훈고해보면 이렇지 않은 듯합니다. 예기 예운 ‘무엇

을 인정이라고 하는가? 희․노․애․구․애․오․욕이다. 칠정은 배우

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칠정 가운데 어떤 경우는 인에서

드러나고 어떤 경우는 의에서 드러나고 어떤 경우는 예에서 드러납니

다. 지각이 희․노․애․구․애․오․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의 드

러남입니다. 마음의 지각은 칠정 밖에 있지 않고, 칠정은 지의 작용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즉 지각이 지에 배속되어야 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자는 ‘지가 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자

는 또한 매번 ‘지각은 지의 작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과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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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겠습니까? 만약 지의 작용이 칠정을 포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또한 옳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인정을 말한 것은 예기보다 상세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 유독 지의 작용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90)

여기서 한원진은 智와 知覺의 체용 관계를 입증하는 근거로 禮記
禮運 , 程子와 朱子의 말을 제시한다. 예기 예운 에서는 ‘칠정은 배우

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정자는 ‘智가 知이다.’91)라고 한다.

그리고 주자는 ‘知覺은 智의 작용이다.’92)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원진은 정자와 주자의 문구를 논거로 제시하면서도, 이 구절

이 자신의 입론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간파한 것 같

다. 한원진이 인용한 정자나 주자의 전체 문장을 살펴보면 이 구절들이

지와 지각의 체용 관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

이다. 그리고 程朱의 문구는 예기 예운 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

는 것이다.

정자는 유서 2상-12 “仁․義․禮․智․信, 다섯 가지는 性이다.

인은 전체이고 네 가지[의․례․지․신]는 사지이다.”라고 주장한다. 그

리고 주자는 주희집 권42-15 답오회숙 “仁은 五常의 우두머리이다.

그러므로 禮․義․智․信을 겸한다. 이는 인이 반드시 知覺을 갖고 있지

만 지각을 인이라고 할 수 없는 까닭이다.”라고 말한다.

정자나 주자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면, 설령 그들이 지와 지각의

90) 南塘集, 栗谷別集付籤 , 至於論知覺 則以爲不當屬之於智。揆以古訓。似不如是。記

曰。何謂人情。喜怒哀惧愛惡欲。七者不學而能。七者之情。或發於仁。或發於義。或發於

禮。而若其知所以喜怒哀惧愛惡欲者。乃智之發也。心之知覺。不外乎七者之情。七者之情。

又不外乎智之用。則知覺之當屬於智。豈不較然乎。故程子曰。智者知也。朱子又每言知覺智

之用。此果皆非耶。若曰智之用。不能包七情。則又不然。經傳之言人情者。莫詳於禮記。豈

獨不言智之用乎。

91) 遺書, 2上-12 , 仁義禮智信五者。性也。仁者。全體。四者。四支。仁。體也。義。宜

也。禮。別也。智。知也。信。實也。

92) 朱熹集, 卷42-16, 答吳晦叔 , 蓋仁者。性之德而愛之理也。愛者。情之發而仁之用也。公

者。仁之所以爲仁之道也。元者。天之所以爲仁之德也。仁者。人之所固有。而私或蔽之。以

陷於不仁。故爲仁者必先克己。克己則公。公則仁。仁則愛矣。不先克己。則公豈可得而徒

存。未至於仁。則愛胡可以先體哉。至於元。則仁之在天者而已。非一人之心旣有是元而後有

以成夫仁也。若夫知覺。則智之用而仁者之所兼也。元者四德之長。故兼亨利貞。仁者五常之

長。故兼禮義智信。此仁者所以必有知覺而不可便以知覺名仁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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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구절의 핵심은 인이 본성의 으

뜸으로서 예․의․지․신과 함께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

는 데 있다. 따라서 한원진이 정주의 문헌을 인용한 까닭은 오로지 지와

지각의 관계를 논증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을 차용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

이다.

이에 반해, 예기 예운 의 논의는 대상과 접촉하면서 드러나는 감정

이 어떻게 덕목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예기 예운 에

서는 인간의 감정을 일곱 가지로 분류한다. 이 감정[七情]은 열 가지의

인륜 관계 속에서 仁義로 실현되는 것이다.

무엇을 인정이라고 합니까? 희․노․애․구․애․오․욕, 일곱 가지는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의라고 합니까? 부모가 자식

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이 동생에게 어질고, 동생

이 형에게 공손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의롭고,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

하고, 어른이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어른을 따르고, 군주가 신하에게

인하고,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 열 가지를 인의라고 합니다. 신

의를 강론하고, 화목을 갖추는 것을 인리라고 합니다. 쟁탈하고 서로

죽이는 것을 인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사람의 칠정을 다스

리고, 십의를 갖추고, 신의를 강론하고, 화목을 갖추고, 사양을 높이고,

쟁탈을 없애는 방법은 예를 버리고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93)

여기서 한원진은 칠정을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

다. 이는 기뻐한다든지 화낸다든지 슬퍼하는 등의 감정은 감각기관이나

지각작용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칠정은 언제나 나와 외부대상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다.

나와 외부대상의 관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부자․형

제․부부․장유․군신의 오륜이다. 오륜은 언제나 짝을 이루고 있다. 가

93) 禮記, 禮運 , 何謂人情 喜怒哀懼愛惡欲。七者弗學而能。何謂人義。父慈。子孝。兄

良。弟弟。夫義。婦聽。長惠。幼順。君仁。臣忠。十者謂之人義。講信修睦。謂之人利。爭

奪相殺。謂之人患。故聖人之所以治人七情。修十義。講信。修睦。尙辭讓。去爭奪。舍禮何

以治之。



- 71 -

령 부자라고 하면 아버지와 자녀, 형제라고 하면 형과 동생의 관계를 함

축하고 있다.

또한 둘 사이에는 일방적인 행위규범이 없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땅

히 지켜야만 하는 규범이 존재할 뿐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규범도 병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륜은 열 가지의 人義

를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나와 외부대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은 정해진 방향이 없

다. 다시 말해서 감정은 반드시 선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 가령 신하

가 군주로부터 모욕을 당했고, 신하가 모반을 꾀할 만한 권력을 갖고 있

다면 신하는 군주를 향해 분노를 폭발시킴으로써 忠의 人義를 깨트려버

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人患이다.

인환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군신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인간의 감정은 올바른 길을 따라서 드러나야만 한다. 또한 감정

이 올바르게 드러나야만 비로소 상호간의 신뢰나 조화를 이룩할 수 있

다. 올바른 길은 신의나 화목과 같은 덕목을 배우고 갖추는 것을 의미한

다. 이것이 바로 人利이다. 따라서 예운 의 핵심은 ‘禮를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칠정을 다스리고 쟁탈을 없애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예운 에서 예를 칠정을 다스리고 쟁탈을 없애는 방법으로 주목한 까

닭은 바로 인간의 본질을 욕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

망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바로 飮食男女이다. 이에 반해, 인간의 욕망

이 가장 꺼리는 대상은 바로 死亡貧苦이다.

음식남녀는 사람의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사망빈고는 사람의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은 마음의 큰 단서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추면 추측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모두 마음에 두고 낯빛으로 드러내지 않습니

다. 하나하나 궁리하고자 한다면 예를 버리고 무엇을 쓰겠습니까?94)

94) 禮記, 禮運 , 飮食男女 人之大欲存焉。死亡貧苦。人之大惡存焉。故欲惡者。心之大端

也。人藏其心。不可測度也。美惡皆在其心。不見其色也。欲一以窮之。舍禮何以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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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운 에서 ‘욕망이나 혐오의 대상을 마음속에 감추면 추측할 수 없

다.’고 주장한다. 이는 음식남녀나 사망빈고와 같은 대상 자체를 추측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 사람들에게 욕망이나 혐오의 대상

을 생각해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머릿속에 음식남녀내지는 사

망빈고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두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의 대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군주가 충신을 격전지로 보내면서 동시에 그의 아내를

취하려는 마음을 감추는 상황을 설정해보자. 이런 경우, 충신은 왕의 욕

망이나 혐오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취사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알 길이 없다. 또한 왕의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더더

욱 따질 방법이 없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검열이나 자기의식의 점검이 이루

어질 수 없다면 인환과 같은 비윤리적 사건 혹은 혼란의 상황이 초래하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운 에서는 욕망의 대상, 그리고 그 취사의 방

법이 타당한지를 따져보고자 한다면 禮를 제외하고 다른 것이 없다고 재

차 강조하는 것이다.

이로써 보자면, 한원진은 예기 예운 의 구절을 ‘智의 작용은 七情을

포괄하고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자신의 관점을 논증하는 근거로 삼

은 것이다. 예운 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욕망으로 규정한다. 욕망은 외물

에 대한 좋고 싫음[好惡]의 지각반응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호오는 인간

의 모든 감정을 통합하는 최소단위이다.95) 따라서 욕망은 지각반응[七情]

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욕망이 어떻게 智로 실현될 수 있는가?’이다.

욕망은 好惡와 같은 경향성이지만, 智는 是非를 따지는 것이다. 즉, 욕망

은 智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한원진의 입론이 설득력을 얻

95) 經義記聞錄, 篇題 , 此章之指與孟子四端章禮經樂記之說同 而其意尤密。親愛哀矜惻隱

之心。仁之端也。賤惡敖惰羞惡之心。義之端也。畏敬恭敬之心。禮之端也。好而知其惡惡而

知其美是非之心。智之端也。親愛哀矜畏敬知其美。屬好。賤惡敖惰知其惡。屬惡。好惡統四

端。而好者仁之發。惡者義之發。則仁義所以分統人性也。好惡又統於知。則智之所以又專一

心之德也。聖賢傳受灼可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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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면 욕망이 智로 실현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원진은 ‘性이 있다면 반드시 情이 있는 것이다. 七情 가운데 하나를

智에 배속시킨다면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칠정 외에 따로 하나의 정을

세워서 그것을 智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고 주장한다.

(한원진)성이 있다면 반드시 정이 있는 것입니다. 칠정 가운데 하나를

나누어서 지에 배속시킨다면 진정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칠정 외에 따

로 하나의 정을 세워서 그것을 지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됩니

다. 그런즉 지의 작용은 칠정을 포괄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명

확하지 않겠습니까? 지의 작용은 전언하면 일심의 묘용을 전일하게

하는 것이고, 편언하면 시비의 일단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전언은 
예기의 칠정을 열거함으로써 지각이 모든 작용을 포괄한다는 것입니

다. 편언은 맹자가 사단을 나누고 시비가 본래 하나의 단서라고 하는

것입니다.96)

여기서 한원진은 맹자와 같이 성을 사단의 발원처로서만 설정하지

않는다. 성은 사단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의 발원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한원진이 성을 이와 같이 정의하는 까닭은 그가 성을 기질지성으로 규정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원진의 기질지성은 기의 작용이 리를 국한하는 것이다. 기는 작위를

일으키는 것이고, 리는 아무런 운동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구도를 감정에 적용해보면, 선한 감정은 기의 작용이 리를 가리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반해, 불선한 감정은 기가 리를 가림으로써 리의 모습이 제

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성은 리와 기의 합이라고 하더라도,

성은 기질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기질은 지각작용의 바탕으로 욕망과

같은 것이다.

욕망은 선으로든 악으로든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96) 南塘集, 栗谷別集付籤 , 有性必有是情 若於七者之中。分一以屬智。固不可也。又於七

者之外。別立一情。以爲智之用。亦不可也。然則智之用。包七情而不外者。不亦明乎。盖智

之用。專言之則專一心之妙用。偏言之則主是非之一端也。專言者。禮記之數七情而智覺包盡

其用者也。偏言者。孟子之分四端而是非自爲一端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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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매순

간 들이닥치는 외부대상의 자극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순식간에 드

러나는 욕망을 제어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올바른 선택

을 하고자 한다면,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

지 않은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점검하기 어렵다. 성인을 제외

한 범인이 품수한 기질은 청수하지 않기 때문에97), 범인의 지각작용이

매순간 적절하다거나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점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도덕지각[智]을 실현하려면, 그는 무엇에 의

지해서 매순간 자신의 의식을 점검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의식의 점검은 규범[理]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의식의 자기점검은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지각작용[知]이 일어

나면 그 반응이 규범[理]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만약 지각반

응이 규범에 부합한다면 이는 도덕지각[智]을 온전히 실현한 것이다. 그

렇지 않다면 지각반응은 규범을 통해서 적절하게 교정되어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한원진은 이런 측면에서 지와 지각을 체용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98)

이에 입각해보면, 한원진이 모든 감정을 지각작용으로 수렴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제로 그는 ‘외물의 자극으로부터 知覺이 작

용하면 七情이 드러나는데, 七情을 요약하면 四端이 되고, 四端을 통합하

면 하나의 情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원진)이발일 때는 지각이 작용하여 칠정이 드러나는데, 칠정을 요

97) 南塘集, 栗谷別集付籤 , 人之禀氣而生 査滓爲形質。精爽爲心。以査滓精爽對言。則査

滓固濁而精爽固淸也。然若只以査滓精爽分淸濁。則聖人亦固査滓爲質。精爽爲心。而與衆人

無別矣。惟其査滓中。也有淸濁。精爽中。也有淸濁。此聖凡賢愚之所以分也。

98) 한원진은 智를 지각작용의 바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바탕은 논리상 리와 함께

하고 있으므로 도덕지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

상 지각은 기의 작용이므로 성인을 제외하면 도덕지각이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거

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세계에서 리를 구현한 규범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지각작용을 도덕지각으로 실현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한원진의 본성론이나

미발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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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면 사단이 되고, 사단을 통합하면 하나의 정이 됩니다.99)

여기서 한원진은 ‘知覺이 작용하여 七情이 드러나는데’라고 운을 뗀다.

이 말은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칭하면 七情이다.’라는 전제

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七情은 말 그대로 일곱 가지 감정이지만, 인간의 감정일반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감정은 대개 好惡와 같이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앞서 예기
악론 에서도 칠정을 요약해서 욕구, 즉 호오로 수렴했다. 따라서 칠정은

호오라는 두 가지 감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한원진은 칠정을 요약하면 사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칠정

이 선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칠정이

꼭 맹자에서 말하는 사단과 같은 선한 감정만은 아니다. 칠정은 오히

려 가치중립적인 것에 가깝다. 따라서 한원진이 사단을 어떻게 규정하는

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가령 한원진이 사단을 맹자의 원의와 같이 선한 감정으로 논의하는

지, 아니면 사단을 호오와 같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규정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일곱 가지를 간추리면 네 가지가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

지만, 가치중립적인 것을 간추리면 맹자의 원의와 같이 선한 것이 된

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이기 때문이다.

칠정과 사단의 관계를 논한 후, 한원진은 ‘四端을 통합하면 하나의 情

이다.’고 주장한다. 일곱 가지로부터 네 가지를 거쳐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여기서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말한 것의 의미를 따져보려고 한다면,

한원진이 지각을 하나의 情으로 소급하는 근거지로 설정한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원진은 七情이든 四端이든 知覺의 작용으

로서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한원진이 맹자의 사단을 논하고 있더라도, 여기서 사

단은 기실 예기의 칠정과 같이 선악의 가치중립적인 것일 가능성이

99) 南塘集, 卷29, 示同志說 , 其已發也 知覺運用而七情行焉。七情約之爲四端。四端統之

爲一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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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그리고 한원진의 주장이 논리적 일관성을 견지하려면, 그는 四端을

七情과 같이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규정해야만 한다.

한원진은 ‘외물의 자극에 따라서 내면의 반응을 달리하는데’라고 주장

한다. 이어서 그는 ‘性 가운데 仁이 드러나면 惻隱이 되고, … 智가 드러

나면 是非가 되니’라고 말한다.

(한원진)외물의 자극에 따라서 내면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을 달리하는

데, 성 가운데 인이 드러나면 측은이 되고, 성 가운데 의가 드러나면

수오가 되고, 성 가운데 예가 드러나면 공경이 되고, 성 가운데 지가

드러나면 시비가 되니, 이 사단은 각각 주된 것이 있으므로 옮길 수

있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칠정의 경우, 애(哀)와 애(愛)는 인에서

드러나고, 노(怒)와 오(惡)는 의에서 드러나는데, 이 또한 각각 주된

것이 있어서 옮길 수 있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희(喜)․구(懼)․욕

(欲)은 때로는 인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의에서 드러나기도 하

고, 때로는 예에서 드러나기도 하여 딱히 정해진 대상이 없으며, 희․

노․애․구․애․오․욕할 것을 지각하는 것은 지(智)가 드러난 것입

니다.100)

여기서 ‘외물의 자극에 따라서 내면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을 달리하는

데’와 같은 논의는, 내면으로부터 드러난 반응이 철저히 외부대상에 의존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한원진이 ‘性 가운데 仁이 드러나면 惻隱이 된다.’고 말한 것을

보면, ‘한원진이 과연 내면의 인의예지를 부정하는가?’, 그리고 ‘한원진이

과연 인의예지가 드러난 선한 감정, 즉 사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와 같은 의문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만약 한원진이 모순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두 구절이 논

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실마리는, 그가 ‘四端은 각

100) 南塘集, 卷29, 示同志說 , 隨其外感 異其內發。性之仁發則爲惻隱。性之義發則爲羞惡。性

之禮發則爲恭敬。性之智發則爲是非。是四端者。各有所主。不可移易也。七情則哀愛發於仁。怒

惡發於義。而亦各有所主。不可移易也。喜懼欲。或發於仁。或發於義。或發於禮而無所定主

矣。知其所喜怒哀懼愛惡欲者則智之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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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된 것이 있으므로 옮길 수 있거나 바꿀 수 없다.’고 말한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주된 것’은 知覺의 대상을 지칭한다. 그리고 ‘옮길 수 있거나

바꿀 수 없다.’는 대상에 따라서 산출되는 반응이 이미 결정되어있다는

것이다.

한원진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 것이다. 분명 四端은 性으로부터 드

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사단]

은 감각기관, 그리고 知覺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각반응이 감각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그 반응이 기필 올바르다

거나 적절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性으로부터 드러난 四端은

氣가 드러난 것으로 선악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단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네 가지의 마음은 단지 감각지각이지 도덕지

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한원진은 사단을 善이 아니라 외물의 자극에

의존해서 드러나는 지각반응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다.

한원진은 七情이 四端에 부속될 뿐 아니라 智로 통합된다고 논의함으

로써 七情과 四端이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논증한다.

여기서 한원진은 칠정 가운데 哀와 愛는 仁에서, 怒와 惡는 義에서 드

러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네 가지 감정은 주된 것이 있어서 옮길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첨언한다. 반면, 이어지는 논의에서

喜․懼․欲은 때때로 仁에서도 義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하면서 딱히 정해

진 대상이 없다고 덧붙인다.

七情이 이런 구도를 갖고 있다면, 이는 인의예지가 칠정의 근원이기보

다 칠정이 인의예지를 실현하는 데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에서 드러난다.’, ‘의에서 드러난다.’고 하거나 ‘바꿀 수 없다.’고

한 것은 내면의 본성과 사단의 필연적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인이나 의를 실현해야만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서 생겨난 기쁜 감정[喜]이 적절하게 실현

되면 仁이라는 덕목으로 완성되는 것이지만, 후배가 선배를 만나서 기쁜

감정[喜]이 적절하게 실현되면 義라는 덕목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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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함은 외부로부터 습득한 규범으로 획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원

진은 희․구․욕에 대해서 정해진 대상이 없고, 칠정을 지각하는 것은

지로부터 드러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한원진은 칠정이 사단보다 외연이 크지만, 결국 사단으로 귀결된

다고 주장한다. 이 말의 함의는 감정 자체는 다양하지만, 이로써 실현해

야 할 덕목은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 덕목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다.

(한원진)그러나 인에서 드러난 것은 모두 측은에 속하고, 의에서 드러

난 것은 모두 수오에 속하고, 예에서 드러난 것은 모두 공경에 속하

고, 지에서 드러난 것은 모두 시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정을

요약하면 사단이 되고, 사단을 부연하면 칠정이 됩니다. 사단 밖에 칠

정이 따로 없고, 칠정 밖에 사단이 따로 없으니, 사단과 칠정이 두 가

지 정이 아닙니다.101)

여기서 한원진은 ‘仁에서 드러난 것은 모두 惻隱에 속한다.’고 말한다.

앞선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이 문장의 생략된 표현은 ‘七情 가운데’일 것

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칠정 가운데 인에서 드러난 것은 모두 측은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四端이 仁에서 드러났다고 말하면 그다지 이상하지 않지만, 七情이 仁

에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칠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선하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심지어 인이 선이 아니라 가치중립적

인 덕목이라고 규정할 사람은 없다.

이로써 보자면, ‘仁에서’는 ‘仁으로부터’ 혹은 ‘仁에 근거해서’라고 해석

할 수 없다. 오히려 ‘仁에서’는 ‘仁을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부모님을 만나면 기쁜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이 기

쁜 마음이 적절함을 얻어야 비로소 인이 된다. 기쁜 마음이 인이 되었다

101) 南塘集, 卷29, 示同志說 , 然發於仁者 皆惻隱之屬。發於義者。皆羞惡之屬。發於禮者。

皆恭敬之屬。發於智者。皆是非之屬也。故七情約之爲四端。四端衍之爲七情。四外無七。七

外無四。則四七非二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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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마음은 측은과 짝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인(의․예․지)에서’는

‘각각의 덕목을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로 풀이해야 한다.

또한 한원진은 ‘칠정을 요약하면 사단이 되고, 사단을 부연하면 칠정이

된다.’라고 주장한다. 가령 집안 어른을 오랜만에 만나면 기쁜 마음이 생

긴다. 기쁨이라는 감정 자체만 놓고 보면, 부모님을 만나면서 생기는 마

음과 같다. 그렇지만 집안 어른을 만나서 기쁜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

면, 仁이 아니라 義가 된다. 기쁜 마음이 의가 되었다면, 이 마음은 사단

의 恭敬之心과 짝을 이루게 된다.

결국 칠정이 사단보다 외연이 넓다고 하더라도 결국 감정일반은 인륜

관계를 전제한 사단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단은 인륜 관계 속에

서 생겨난 무수한 감정의 다발들을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다. 따

라서 한원진은 사단 밖에 칠정이 없고 칠정 밖에 사단이 없을 뿐 아니라

사단과 칠정이 두 가지 감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어서 한원진은 ‘사단은 사단이고, 칠정은 칠정이다.’고 주장하는 사람

들에 대해 옳지 않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사단이 칠정과 별개의 것이라

면, ‘性이 발하여 情이 되었다면 그 情 또한 마땅히 선해야 하는데, 그렇

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한원진)어떤 사람은 ‘사단은 사단이고, 칠정은 칠정이다.’라고 여기는

데, 이 역시 틀린 생각입니다. 성이 발하여 정이 되었으면, 마땅히 그

정도 모두 선해야 할 텐데, 어떤 경우는 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악하기도 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 정 가운데 악한 것은 기가 그

렇게 만든 것이지 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리가 이미 기에

있게 되면, 기를 따라 스스로 별개의 리가 되니, 기가 선하면 리도 선

하고, 기가 악하면 리도 악합니다. 따라서 ‘기만 악하다.’거나 ‘리만 선

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리의 본연은 아니기 때문에 기를

섞지 않고 리만을 가지고 말하면, 리의 온전한 본체가 혼연하여 지극

히 선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단․칠정이 똑같은 하나의 정이니,

이는 모두 기가 발함에 리가 탄 것으로 선악을 모두 겸하는 것입니

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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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원진은 情 가운데 악한 것은 氣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理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구도라면 한원진은 리와 기를 각각 善

과 惡의 근거로 구별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원진은 리가 기와 함께한다면 개별 사물의 리가 된다고 말하

면서, 동시에 기가 선하면 리도 선하고 기가 악하면 리도 악하다고 주장

한다.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리는 선의 근거라기보다 기에 종속된 하나

의 속성내지는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 리가 기의 속성에 불과하다면 영

원불변의 규범을 상정하기 힘들다.

여기서 리는 오히려 힘의 논리와 짝을 이루게 된다. 리는 외부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령 패권을 가진 사람이나 특정 집단이 전체 사회

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설령 폭력적이더라도 윤리적으로 문

제되지 않고, 심지어 폭력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

은 이치이다.

그런데 한원진은 ‘기와 결합한 리는 개별 사물의 리가 되는 것이지 리

의 본연이 아니다.’고 말한다. 여기서 개별 사물의 리는 성이다. 율곡학파

는 성을 리가 기와 결합한 것으로 규정한다. 한원진 또한 이 정의를 충

실하게 따르고 있다. 한원진은 성을 리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 성은 선악의 가능성이고, 리의 본연이 바로 선이다.

그렇다면 리가 선임에도 불구하고, 한원진은 ‘기가 선하면 리는 선하고

기가 악하면 리가 악하다.’고 주장한 까닭은 무엇인가? 리는 기에 직접

간여하지 않는다. 리는 無情意․無造作․無計度한 것으로 일종의 無情者

이다. 무정자는 말 그대로 어떤 반응도 스스로 산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리는 당연지칙으로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理는

규범으로 논의할 수 있고, 氣는 모든 감정의 발원처로 해석할 수 있다.

性이 본연지성이 아니라 리가 기속에 있는 기질지성이라면, 四端은 본

102) 南塘集, 卷29, 示同志說 , 或以爲四端自四端 七情自七情。其亦謬矣。性發爲情。則宜其

情之無不善。而或善或惡何也。 … 情之惡。氣使之然。非理之罪也。然是理旣在是氣。則隨

其氣而自爲一理。氣善則理善。氣惡則理惡。不可謂氣獨惡而理獨不惡也。但非理之本然也。

故不雜乎氣。單指其理。則理之全體。未嘗不渾然至善也。四七一情。則皆是氣發理乘而皆兼

善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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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성으로부터 드러난 선한 감정이 아니라 기로부터 나온 감정일반이

다. 다시 말해서 四端이든 七情이든 기로부터 나온 이상 동일한 영역에

있는 것이지 발원처를 理와 氣로 나눌 수 없다. 그리고 四端이든 七情이

든 리에 맞게 드러나야만 인의예지와 같은 덕목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게다가 理가 당연지칙으로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연지칙이 본

연지성과 같이 스스로 선한 마음[四端]을 산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원

진은 사단과 칠정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知覺]이라고 규정하고, 이 지

각작용이 잠재적으로 지로 실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와 지각을 체용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2) 情統志意의 의미

한원진은 이황과 같이 四端과 七情의 所從來를 각각 理와 氣로 설정하

는 입장을 비판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이가 四端을 純善하다고 말한 것

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원진)어떤 사람은 ‘사단은 리에서 드러나고, 칠정은 기에서 드러난

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리와 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입

니다. 어류에서 말한 것은 아마도 주자의 초년설이 아니라면, 필시

기록자의 잘못일 것입니다. 다만 율곡의 이른바 ‘사단은 순선이어서

악이 없다.’는 말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 듯합니다.103)

여기서 ‘四端은 理에서 드러나고, 七情은 氣에서 드러난다.’고 말한 ‘어

떤 사람’은 바로 秋巒 鄭之雲(1509-1561)이다. 이 구절은 정지운이 權近

(1352-1409)의 天命圖說 을 보고서 개작하여 사단과 칠정을 설명한 것

이다. 이후에 정지운은 자신이 개작한 것에 대해 이황에게 의견을 구하

였고, 이황은 ‘四端은 理가 드러내고, 七情은 氣가 드러내는 것이다.’[四

103) 南塘集, 卷29, 示同志說 , 或以爲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是非達理氣之言也。語類所

云。若非朱子初年之說。則必是記者之誤也。但栗谷所謂四端純善無惡者。亦恐爲不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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端理之發, 七情氣之發]로 고칠 것을 권했다.

이황이 이 같이 고치기를 권했지만, 처음부터 주희의 문헌 중에 이 구

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四端理之

發, 七情氣之發’은 어류에 딱 한번 등장한다.104) 이 때문에 한원진은

설령 이황이 어류, 53-83 을 논거105)로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절

은 주자의 초년설이거나 기록자의 잘못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四端은 純善이어서 惡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람은 이황

이다. 이이는 栗谷全書, 卷9, 答成浩原壬申-附問書 에서 이황이 말한

이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四端과 七情의 所從來를 理와 氣로 나누는 것에

대해 비판할 뿐이다.106) 이이가 이황과 같은 구도로 ‘四端은 純善無惡하

다.’고 말하는 부분은 현행 율곡전서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가장 유사한 구절은 栗谷全書, 卷9, 答成浩原壬申 에서 이이가

‘四端은 七情 가운데 善 일변만을 선택한 것이다.’고 말한 부분이다.107)

이 편지는 1572년 이이가 成渾(1535-1598)과 四端七情人心道心論爭을 하

면서 보낸 첫 번째 답장이다. 이 답장은 이이의 人心道心終始說을 검토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인심도심종시의 의미는 인심이 도심으로, 도심이 인심으로 변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인심으로부터 도심으로의 전환은 납득할 만한 것이지만, 도

심이 인욕이 아니라 인심으로 변한다는 것은 성립하기 힘들다. 이 이론

104) 허남진, 거경과 궁리: 퇴계와 율곡이 철학적 차이에 관하여 , 인간․환경․미래제7호,
pp.68-72

105) 語類, 53-83 ,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問看得來如喜怒愛惡欲。卻似近仁義。曰

固有相似處。廣(65이후)

106) 栗谷全書, 卷9, 答成浩原-附問書 , 霖陰不止。想惟道況淸和否。傾仰不自已。前稟別

紙。乞答示何如。今看十圖心性情圖。退翁立論。則中閒一段曰。四端之情。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必理發未遂而揜於氣。然後流爲不善。七者之情。氣發而理乘之。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而滅其理。則放而爲惡云。究此議論。以理氣之發。當初皆無不善。而氣之不中。

乃流於惡云矣。人心道心之說。旣如彼其分理氣之發。而從古聖賢皆宗之。則退翁之論。自不

爲過耶。更望於此痛加血戰。極意消詳。以解鈍澁之惑。千萬至祝。

107) 栗谷全書, 卷9, 答成浩原 , 蓋人心道心。兼情意而言也。不但指情也。七情則統言人心

之動。有此七者四端。則就七情中擇其善一邊而言也。固不如人心道心之相對說下矣。且情是

發出恁地。不及計較。則又不如人心道心之相爲終始矣。烏可强就而相準耶。今欲兩邊說下。

則當遵人心道心之說。欲說善一邊。則當遵四端之說。欲兼善惡說。則當遵七情之說。不必將

枘就鑿。紛紛立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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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시 이미 송익필이나 김장생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후로 이이

또한 인심과 도심을 종시의 관계로 설정하지 않는다.108)

그런데 이이가 四端을 純善으로 규정하는 구절이 있다면, 이는 율곡학

파에서 기를 순선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요한 논거로 사용될 수 있

다. 가령 이간과 같은 학자들이 未發의 本然之氣가 순선하다고 주장하거

나, 심지어 四端을 理라고 규정하려고 한다면, 이 구절이 자신들의 입론

을 세우는 데 중요한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원진은 이이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원진은 사단이 선 일변이 아니라 사단이든 칠정이든 道義를 위해서

드러난 것이 선 일변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인심은 사단이든 칠

정이든 口體를 위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인다.

(한원진)도심은 사단과 칠정이 도의를 위해서 드러난 마음이니, 선 일

변입니다. 인심은 사단과 칠정이 구체를 위해서 드러난 마음이니, 선

악을 겸합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칠정은 인심과 도심을 포함하지만,

인심과 도심은 사단과 칠정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109)

四端이든 七情이든 모두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은 무엇을 위해

서 드러났느냐에 따라서 善 일변 혹은 善惡을 겸하는 것으로 나뉜다. 즉,

마음 자체만으로 선한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다. 사단은 그 자체로 선일

수 없다. 사단이든 칠정이든 내 마음이 외물과 접촉하면서 드러나는 하

나의 단서일 뿐이다. 이 단서가 道義를 위해서 드러났다면 道心이 되는

것이고, 口體를 위해서 드러났다면 人心이 되는 것이다.

四端이든 七情이든 모든 대상과 접하면서 생겨나는 감정이다. 즉, 사단

과 칠정은 인심도 도심도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그 외연이 인심과 도

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인심과 도심은 외물의 자극에 대한

108) 李基鏞, 栗谷 李珥의 人心道心論 硏究, 연세대 철학과 박사 논문, 1995, pp.119-125 참
조.

109) 南塘集, 卷29, 示同志說 , 道心 四七之爲道義而發者。善一邊也。人心。四七之爲口體

而發者。兼善惡也。故四七包人心道心。而人心道心。不能包四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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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무엇을 위해서 드러났느냐에 따라서 선이든 선악이든 모습이 완

결된 결과이다. 따라서 한원진은 사단과 칠정은 인심과 도심을 포함하지

만, 인심과 도심은 사단과 칠정을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원진이 이 같은 논의를 하는 까닭은 이황이든 이이든 사단이 순선하

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있

다. 사단이 순선하다면 道義가 차지할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마음이

그 자체로 선한 반응을 낼 수 있다면 마음속에 굳이 도의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도식이 성립한다면, 마음은 외부대상의 자극을 차단하거나 스스

로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함으로써 선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로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원진은 사단이든 칠정이든 ‘~을 위해서 드러

나느냐’에 따라서 도심이든 인심이든 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 자

체의 순선함을 부정한다.

한원진은 주희의 말을 재해석함으로써 道心이든 人心이든 하나의 마음

으로부터 생겨난 두 가지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한원진)주자의 이른바 ‘도심은 성명의 바름에 근원한다.’는 것은 이

성명의 바름이 있기 때문에 도심이 드러난다는 것일 뿐이지, 도심은

리에서만 드러나고 기는 간섭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

니며, 이른바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난다.’는 것은 이 형기

의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에 인심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인심은 기

에서만 드러나고 리는 간섭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

니다. … 도심과 인심을 드러내는 것은 기이고, 드러나는 근거는 리입

니다. 그 드러나는 곳이 공히 기가 드러남에 리가 타는 하나의 길뿐이

지만, 위하여서 드러나는 바에는 도의와 구체의 차이가 있으므로 두

개의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110)

110) 南塘集, 卷29, 示同志說 , 朱子所謂道心原於性命之正者 謂有此性命之正。故道心發云

爾。非謂道心只發於理而氣無所干也。所謂人心生於形氣之私者。謂有此形氣之私。故人心發

云爾。非謂人心只發於氣而理無所干也。… 發道心人心者氣也。其所以發之者理也。其發處

同此氣發理乘一道。而其所爲而發者。有道義口體之異。故有二名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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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원진은 주희가 ‘道心은 性命의 바름에 근원한다. 人心은 形氣

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난다.’고 말한 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다시 풀어낸

다. 그는 우선 ‘(주희)도심은 성명의 바름에 근원한다.’고 말한 것을 ‘도심

은 리에서만 드러나고 기는 간섭하는 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한원진은 오히려 ‘성명의 바름이 있기 때문에 도심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는 性命의 바름이 없다면 道

心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원진이든 그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든 주희가 ‘성명의 바름’

이라고 한 것을 도심과 짝을 이루어서 논의할 뿐 아니라 성명의 바름을

理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쟁점은 성명의 바름, 즉 리를 도심의 발생근원

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심의 성립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있다. 리가 도

심의 발생근원이고, 기가 간여하지 않는다면 본성으로부터 선한 마음이

나온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리가 도심의 성립기준이라

면 마음은 외물의 자극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면 덕목을 실현할 수 없

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또한 한원진은 주희가 ‘人心은 形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난다.’고 말한

것에 관해서도 재해석을 시도한다. 한원진은 ‘인심은 형기로부터 발생하

는 것이지만, 理가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는

人心과 道心의 발원처를 形氣의 사사로움과 性命의 바름으로 구별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한원진은 인심

과 도심을 각각 마음의 작용이 리와 부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명칭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심도심과 관련해서, 한원진은 이이가 1572년 성혼과 四端七情人心道

心論爭을 하면서 보낸 첫 번째 답장의 내용에 대해 줄곧 문제 제기를 한

다. 다만 人心道心終始說이 이이의 초기이론일 뿐 아니라, 이후에 이이가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같은 한원진의 문제 제기는 이이

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기보다 이이의 초기 이론에 천착하는 당시 학자들

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또한 한원진은 이이가 ‘道心은 氣가 작용하지 않고 人心만이 氣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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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111)고 말한 것 또한 실수라고 주장한다. 이 구절 또한 율곡학파

의 氣不用事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단초이다.

(한원진)율곡이 ‘도심은 기가 작용하지 않고 인심만이 기가 작용한다.’

고 생각한 것도 역시 실수가 아닌가 합니다. 무릇 리는 스스로 드러나

지 못하고 기를 기다려 드러나는 것이니 어느 곳이라고 해서 기가 작

용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기가 작용하는 것을 좋지 못한 것이라고 간

주한다면, 인심은 홀로 선이 없고 그 선한 것은 곧 도심이 아니겠습니

까? 인심의 선을 도심과 다르다고 한다면, 이는 도심 밖에 또한 선한

정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더욱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112)

이이의 말처럼, 道心은 氣가 작용하지 않고 人心만이 氣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한 마음은 리보다 기와 관련된 문제로 생각하기 쉽

다. 가령 선한 마음은 도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내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

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내 마음을 어지

럽힐 수 있는 것들과 격리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마음, 즉 기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선의 방법은 굉장히 소

극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거나 사회로부터 최대한 분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없

다. 枯木死灰와 같이 지각이 없는 존재가 되지 않는 이상,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외물과 접촉하고 모종의 반응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가 작용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기 힘들다.

또한 기가 작용하는 것이 道心이 아니라 人心이라고 한다면, 이는 은

연중에 도심은 선이고 인심은 악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물론

111) 栗谷全書, 卷9, 答成浩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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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者氣也。所以發者理也。其發直出於正

理而氣不用事則道心也。七情之善一邊也。發之之際。氣已用事則人心也。七情之合善惡也。

知其氣之用事。精察而趨乎正理。則人心聽命於道心也。不能精察而惟其所向。則情勝慾熾。

而人心愈危。道心愈微矣。精察與否。皆是意之所爲。故自修莫先於誠意。

112) 南塘集, 卷29, 示同志說 , 其以爲道心非氣用事。而人心獨氣用事。則恐亦爲失也。夫理

不自發。待氣而發。則何處而氣不用事乎。若以氣用事爲不好底。則人心獨不有善。而其善者

卽非道心乎。以人心之善。爲與道心異。則是道心之外。又有善情也。此則尤不可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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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은 선이다. 다만 인심이든 도심이든 마음은 기이다. 기는 그 자체로

선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욕구[人欲]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기는 선보다 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도심은 마음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도의와 결합된 마음의 반응이고, 인심 또한 도의와 부합한

다면 그 순간 도심이 된다.

이에 입각해보면, 마음은 도의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선한 반응을 산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은 주재자라기보다 지각작용의 바탕으로

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원진은 ‘몸을 주관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논한다. 몸

을 주관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는 마음을 지각작용의 바탕이

아니라 주재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주재자라면, 이 구절은 앞선

논의들과 모순된다. 따라서 한원진이 과연 마음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한원진은 ‘몸을 주관하는 것을 마음이다. 마음이 갖추고 있는 것이 성

이다.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정이다.’고 말한다.

(한원진)몸을 주관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갖추고 있는

것이 성입니다. 마음이 드러난 것이 정입니다. 마음이 가는 것이 지입

니다. 마음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의입니다. 염, 려, 사는 모두 의

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은 마음이 처음 드러난 곳이고, 지와 의는 정

이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방향을 정하거나 계산하는 것입니다. 혹 의

가 앞서고 지가 뒤따르기도 하며, 혹 지가 앞서고 의가 뒤따르기도 하

며, 혹 의만 있고 지가 없기도 하며, 혹 지만 있고 의가 없기도 합니

다. 모두 정과 함께 서로 드러나고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자는 ‘마음은 성과 정을 거느린다.’라고 말합니다. 나 또한 정이 지

와 의를 거느린다고 말합니다.113)

113) 南塘集, 卷29, 示同志說 , 盖以其主於身謂之心 心之所具性也。心之所發情也。心之所

之志也。心之商量計較者意也。念慮思。皆意之別名也。情者心之初動處。志意因情之發而定

趍向。有較量者也。或意先而志後。或志先而意後。或獨意而無志。或獨志而無意。皆非與情

而互相發用者也。故張子曰。心統性情。而吾又曰情統志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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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성은 곧 리가 아니라 리와 기의 합이다. 그리고 情은 마음, 즉

기가 드러난 감정이다. 또한 감정은 기본적으로 好惡로 압축된다. 호오로

부터 志와 意로까지 마음의 작용이 세분된다.

이는 외부대상이 나한테 이로운 것이면 마음속에서 이미 그것을 가지

려고 한다. 이는 일종의 욕구이다. 마음이 대상을 취하려고 움직이는 것

이다. 이런 마음의 작용이 지이다. 그리고 이 대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지 혹은 이 대상을 가지는 것이 정말 나한테 유리한지에 관해서

따져보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는 일종의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 같

은 마음의 작용이 의이다. 여기서 의는 念, 慮, 思와 같은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욕구는 일차적으로 好惡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이 반응을 취사선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마음의 작용이 바로 志와 意이

다.

어떤 사태와 마주쳤을 때, 호오와 같은 감각적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

타난다. 좋아하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는 것

이 지각작용이다. 이 때문에 마음은 따지고 계산함으로써 대상을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意가 앞서고 志가 뒤따르

거나 意만 있고 志가 없는 사례이다.

또한 욕구에 압도되어서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거기에 맞춰질 수도 있

고 이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 가령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 눈앞에 나타

나면 설령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의식이 작용하는 경

우가 있고, 이런 의식을 발휘할 수 없어서 물건에 대한 욕망만 들끓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志가 앞서고 意가 뒤따르거나 志만 있는

사례이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해보면, 한원진은 인간의 마음이 외물과 접하는 순

간 호오와 함께 그 대상을 취사선택하려는 마음이 끓어오른다고 규정한

다. 마음은 결국 외물의 자극에 대한 일차적 반응인 호오, 그리고 대상을

욕구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손익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따지고 계산하

는 志와 意로 통합된다. 따라서 한원진은 ‘情統志意’로써 마음을 程朱와

같이 주재자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오로부터 손익을 따지고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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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각작용의 바탕으로서 규정하는 것이다. 즉, 程朱가 내면의 도덕본성

으로부터 마음의 주재를 상정하고 있다면, 이에 반해 한원진은 외부로부

터 규범을 받아들임으로써 몸의 작용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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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知覺과 明德

(1) 동물과 사람의 虛靈知覺

한원진은 마음의 여러 가지 용례를 소개함으로써 동물과 사람의 마음

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다.

(한원진)어류, 98-43 , ‘모든 동물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심장의

안은 모두 텅 비어있다. 가령 닭의 심장이나 돼지의 심장과 같은 것을

절개해보면 알 수 있다. 사람의 심장 또한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이

는 마음의 텅 비고 허령함이 사람과 동물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

다.114)

여기서 한원진은 신체기관으로서 마음을 논한다. 마음은 곧 심장이다.

가령 닭이나 돼지의 심장을 절개해보면 공히 그 속이 텅 비어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이다. 텅 비어있는 심장은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동물이나 사람의 심장은 마치 펌프처럼 온몸의 피를 순환시킨다. 텅 비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신통하게 활동을 한다. 마음의 허령함이

동물과 사람의 동일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의 허령함은 지각작용의 바탕으로서 사람과 동물이 동일하

게 품수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지각은 동물에 비해 빼어난 기를 품

수한 것이다. 한원진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해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논한다.

(한원진)혹자는 ‘인의예지가 지각운동과 판연히 다른 두 가지라고 하

면 사람에게 있는 지각은 인의예지의 작용이 될 수 없고, 동물에게 있

는 지각은 또한 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리를 갖고 있다고 하

114) 朱子言論同異考, 卷1, 心 , 張子書門謨錄 曰。凡物有心而其中皆虛。如鷄心猪心之屬

切開可見。人心亦然。此言心之虛靈。人物皆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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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인의예지가 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은

진정 핵심입니다. 혹자가 자신의 견해에 집착해서 끝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의심하는 바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논파해보자

면, 무릇 지각운동은 사람과 동물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어찌 사람

이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동물 또한 동일하다는 말이겠습

니까? 대개 지각이 사람에게 있고 동물에게 있는 것이 비록 정밀하고

거친 것이 동일하지 않음은 있지만 이 지각이 있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인의예지에 이르러서는 애초에 정밀하고 거칢의 뒤섞임이

없이 동물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각운동

은 사람과 동물이 동일하지만 인의예지는 사람과 동물이 동일하지 않

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의예지가 어떤 경우는 있고 어떤 경우는 없고

어떤 경우는 온전하고 어떤 경우는 치우친 것을 논한다면 또한 다른

데 달려있지 않고 그 지각의 기가 동일하지 않는 데 달려있을 뿐입니

다.115)

혹자는 ‘仁義禮智가 知覺運動과 판연히 다른 것이라면 사람에게 있는

知覺은 인의예지로부터 드러난 작용이 아니고, 동물에게 있는 지각은 리

[인의예지]와 무관한 것이 되는가?’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질문의 형식으

로 드러낸다.116)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의거해보면, 혹자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지각은

인의예지[리]의 작용으로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단서이다.’라고 추정

하는 것이다.

115) 南塘集, 卷29, 論性同異辨 , 或曰 仁義禮智。旣與知覺運動。判而爲二。則其知覺之在

人者。將不得爲仁義禮智之用。其在物者。又不得有理。而雖有理。亦不得爲仁義禮智耶。曰

此問誠爲喫緊。或者之戀着己見而終不能放下者。其所疑正在於此爾。試略道破。夫以爲知覺

運動人與物同者。豈謂人之無不知無不覺者。物亦同之耶。盖以知覺之在人在物者。雖有精粗

之不同。其有是知覺則同。至於仁義禮智。則初無精粗之混。而非物之所得以全者。故謂知覺

運動則人與物同。而仁義禮智則人與物異也。若論其仁義禮智之或存或亡或全或偏者。則又不

在他。在乎其知覺之氣有不同耳。

116) 여기서 혹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힘들다. 한원진이 인용한 구절과 일치하는

문장이 한국문집총간에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인용문에서 본성이나 지각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논한 것을 보면, 이간과 같은 낙학파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간은 미발의 본연지성과 본연지심은 모두 순선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기서 혹

자는 낙학파의 일반적 견해를 통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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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원진은,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바로 인의예지와 지각에 관한

혹자의 잘못된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어서 그는 혹자의

입론을 하나하나 논파하면서 인의예지와 지각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

해를 제시한다.

우선 한원진은 ‘사람과 동물의 지각운동이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사람은 동물의 지각운동과 달리 모든 대상

의 자극에 대해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어서 그는 ‘사람

은 인의예지를 모두 실현할 수 있지만, 동물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원진은 사람과 동물이 인의예지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원인을 지각의 기가 동일하지 않다는 데서 찾

는다.

이로써 보건대, 인의예지와 같은 덕목은 우선 모든 인륜 관계 속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지각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지각과 인

의예지에 관해서, 혹자가 ‘지각작용은 인의예지에 근거한다.’고 주장한 것

과 정반대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혹자가 인의예지로부터 드러난 지각

작용을 말했다면, 한원진은 지각작용으로부터 인의예지를 실현해나가는

도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서 한원진은 지각이 어떻게 인의예지로 실현되는지를 논증해나간

다.

(한원진)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동물의 지각은 그 기가 오

행의 거칠고 탁한 것을 얻었으므로 그 리는 단지 거칠고 탁한 리가

됩니다. 비록 그 리가 없던 적은 없었지만 또한 인의예지일 수 없습니

다. 이리와 호랑이의 인과 벌과 개미의 의와 같은 경우, 이것은 오행

중에서 하나의 빼어난 기를 얻은 것이므로 그 리는 인의가 될 수 있

지만 끝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각은 그 기가 오행의 빼어난

것을 얻었으므로 그 리는 인의예지가 되고 지각이 드러난 것은 인의

예지의 작용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 동물의 지각은 비록 거칠고 탁

하지만 일의 측면에 나아가 사람과 비슷한 것으로 말하면 그 리 또한

오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한, 혹자는 한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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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이 경우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지각은 지각하

지 않는 바가 없고 지각이 실행하는 바는 사단의 정이 아닌 경우가

없으니, 진정 리가 없이도 그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리

를 인의예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인의예

지를 지각운동과 대비하면 지각운동의 꿈틀거리는 것은 동물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인의예지의 순선한 것은 동물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각운동을 하는 것에 나아가 그 근거인 리를 찾는다면,

동물의 리는 꿈틀거리는 것이고 사람의 리는 순선한 것이나, 리가 없

는 지각은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117)

여기서 한원진은 ‘동물의 지각은 오행의 거칠고 탁한 것을 얻었으므로

그 리는 거칠고 탁한 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 말에 근거해보면, 동물의 리는 마치 기에 종속된 하나의 속성과 같

다. 그런데 이어지는 논의에서 한원진은 호랑이나 개미는 인이나 의와

같은 덕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까닭을 호랑이나 개미가 얻

은 하나의 빼어난 기에서 찾고 있다.

이 같은 논의에 의거해보면, 호랑이나 개미는 부자 관계나 군신 관계

속에서만 빼어난 지각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볼 문

제가 있다. 가령 개미가 본성으로서의 의를 받고 태어남으로써 빼어난

지각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인지, 아니면 군신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빼

어난 지각반응을 그들 나름의 규범에 근거해서 의로 실현했다는 것인지

를 따져보아야 한다.

개미 집단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분명 한 마리 혹은 개미의 종류에 따

117) 南塘集, 卷29, 論性同異辨 , 何以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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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狼之仁。蜂蟻之義之類。是於五行中亦得

其一段秀氣。故其理爲仁爲義而終不能全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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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彼物之知覺。雖甚粗濁。若就其事之與人彷彿

者而言之。則其理亦可謂之五常。愚前所謂或者之說一曲可通者此也。况人之知覺。無所不知

覺。而知覺之所行者。莫非四端之情。則固不可謂無理而然也。而其理不謂之仁義禮智。將謂

之何哉。盖以仁義禮智。對知覺運動。則知覺運動之蠢然者物有之。而仁義禮智之粹然者。物

不能有之。若就知覺運動上。求其所以爲是之理。則物之理蠢然。人之理粹然。而未有無理之

知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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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복수의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분업화된 계급사회를 이루고 살아간

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한 여왕개미는 근

원적으로는 대다수 개미의 어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군신 관계보

다 오히려 부자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개미라는 개체 안에 인

의예지라는 본성이 존재한다면 개미 집단의 근본 덕목은 부자 관계를 중

심으로 한 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미의 근본 덕목은 인이 아니라 의이다. 이는 개미 집단이 갖

고 있는 지각이 군신 관계에서만 반응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

반응은 그들의 집단 내에 존재하는 규범에 근거해서 적절함을 획득해야

만 비로소 의로 실현되는 것이다. 호랑이나 벌의 인이나 의 또한 부자나

군신 관계 속에서 드러난 빼어난 지각반응을 그들 나름의 규범으로 가족

이나 집단의 질서를 형성한 것이다.

동물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어떤 개체 안에 인의예지가 온전하게 갖

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그 개체가 소속된 집단 혹은 사회 안에 존재하는

규범이 선을 확보해줄 수 있다. 그리고 동물의 지각은 이미 한정된 관계

속에서만 반응하도록 타고난 것이다. 이 지점이 바로 사람과 동물의 지

각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람의 지각은 동물과 달

리 모든 관계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한원진은 ‘마음의 텅 비고 신령함은 성인이든 범인이든 모두 동일하

다.’고 주장한다.

(한원진)이는 마음의 텅 비고 신령함은 성인이나 보통사람이 모두 동

일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대학혹문 ‘이 덕의 밝힘이 날로 더욱

혼매해지면, 이 마음의 신령함이 지각하는 바는 정욕과 이해의 사사로

움에 불과할 뿐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허령함은 성인과 보통사람이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이 여러 가지 논의들은, 말은

비록 동일하지 않지만 뜻은 실상 서로 통하므로 하나에 집착해서 두

가지를 폐기시켜서는 안 됩니다.118)

118) 朱子言論同異考, 卷1, 心 , 此言虛靈聖凡皆同也 大學或問曰。此德之明日益昏昧。而

此心之靈。其所知不過情欲利害之私而已。此言虛靈聖凡不同也。凡此數說。言雖不同意實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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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측면에서 성인이든 범인이든 동일하다는 논의를 하려고 한다

면, 신령함은 모든 인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기반이라고 해야 한

다. 또한 마음이 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작용을 한다면, 이 작

용은 인륜 관계를 형성하려는 힘이라고 해야 한다.

대학혹문에서 ‘이 덕의 밝힘이 날로 더욱 혼매해지면 이 마음의 허

령함이 지각하는 바는 정욕과 이해의 사사로움이다.’고 말한다. 여기서

언급한 ‘이 덕의 밝힘’은 ‘이 마음의 허령함’과 짝을 이룬다.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규정하기 힘들다. 덕

의 밝힘이 허령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또한 덕의 밝힘이 혼미해지면

허령함이 지각하는 바가 정욕이나 이해의 사사로운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은 결코 선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허령함은 중

립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힘’이 ‘허령함’과 짝을 이룬다면 허령함 또한 거

울이 대상을 비추듯이, 내 마음이 외부대상과 조우해서 모종의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다. 외물의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허

령함은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각이 덕목으로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덕의 밝힘과 짝을 이

루게 되는 것이다. 허령함, 즉 외물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인이든 범인이든 동일하다. 다만 성인의 허령함이 덕을 실현하고

자 하는 것이라면, 이에 반해 범인의 허령함은 반드시 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원진은 이 지점에서 성인의

허령함은 범인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원진은 허령함이 본성이나 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의 문제라고

규정한다.

(한원진)대개 허령함은 비록 동일하지만 이 허령한 기가 되는 까닭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조수의 마음은 치우친 기가 모여서 허령하므로 그

通 不可執一而廢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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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령함은 단지 한 가지의 길로만 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른 기가

모여서 허령하므로 그 허령함은 통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사

람과 동물이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119)

여기서 기는 같음보다 다름과 어울리고, 선보다 욕망과 짝을 이룬다.

한원진은 허령함으로부터 인륜 관계를 형성하는 데로 나아간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선이라기보다 욕망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의 용례에서 보았듯이, 허령함은 일차적으로 혈액순환과 같은 생

명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생명활동은 혈액순환과 같은 체내활동도 있지

만, 감각기관이 마주치는 대상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감각기관은 생명활

동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버리려

고 한다. 보탬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이다.

생명활동과 관련해서 허령함을 논하자면 동물의 지각은 단순하다. 가

령 자신보다 강하면 피하고 약하면 잡아먹는다. 동일한 개체 내에서도

힘이 강한 놈만이 모든 것을 차지함으로써 무리를 유지해나간다. 동물은

인간의 가족제도와 같이 둘 이상이 하나의 독립된 집단을 이루거나, 그

집단들이 모여서 더 큰 조직을 형성하는 사회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 즉,

동물은 인간과 같이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 정글의 법칙은 오직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과 같은 힘

의 원리일 뿐이다. 이런 점이 ‘동물의 허령함이 단지 하나의 길로 통한

다.’고 말한 것의 의미이다.

인간의 허령함 또한 일차적으로 감각기관과 관련된 것이다. 다만 지각

작용이 동물과 같이 단순하지 않다. 가령 맹수와 같이 신체적 능력이 뛰

어난 사람이 기필 사회를 지배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허다

하다. 인간의 지각작용은 욕구와 관련된 것이고, 욕구를 성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일한 대상을 여러 사람들이 욕구할 때,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분쟁은 동물과 같이 힘의 논리로 해결할 수 있지만, 분쟁

에 뛰어드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한다. 위험한

119) 朱子言論同異考, 卷1, 心 , 蓋虛靈雖同 而其所以爲是虛靈之氣則不同。鳥獸之心偏氣

聚而虛靈。故其靈也只通一路。人之心正氣聚而虛靈。故其靈也無所不通。此人物之不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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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다. 지각이 생명활동과 관련된 이상, 사람들은 선뜻 목숨을 담보하

기 힘들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해결책으로 분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대화를 통한 합의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합의는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설득과 수긍이

라는 체제가 이면에 깔려있다. 설득과 수긍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을 마음속에서 비워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제안이 구성원간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제안이 만족

스럽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인다. 한원진이 ‘인간의 허령함은 동

물과 달리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고 말한 까닭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

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동물과 같이 욕구하는 존재이지만, 욕구를 실현하는 데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합리적 계산능력이 작용한다. 이 계산능력은 자신뿐 아니

라 다른 사람의 생명활동 또한 고려하는 것이다. 한원진이 볼 때, 이 점

이 바로 동물과 달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각능력이다. 동물의 지각이 제

한적으로 덕목을 실현하려고도 하지만, 대부분 생존과 관련된 반응능력

이다. 이에 반해, 인간의 지각은 어떻게든 모든 덕목을 온전하게 실현하

려고 하는 반응능력이다. 한원진은 이 점에 주목함으로써 인간의 지각을

明德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2) 明德과 氣稟

한원진은 이간의 관점을 비판함으로써 명덕에 대한 자신의 입론을 세

워나간다. 이간은 ‘사람만이 陰陽五行의 바르고 통하는 氣를 얻어서 寂然

感通의 묘함과 中和의 德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이는 明

德의 本體이고 聖人과 凡人이 동일하게 얻은 것이다.’고 규정한다. 이간

은 이에 대한 근거로 孔子, 孟子, 朱子의 말을 제시한다.

(李柬)무릇 하늘이 만물에 명하였는데, 오직 사람만이 음양오행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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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통하는 기를 얻어서 적연감통의 묘함과 중화의 덕을 갖추어서

만물보다 신령하고 귀합니다. 이는 명덕의 본체이고, 성인과 범인이

동일하게 얻은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잡으면 보존되고 놓아버리면

잃는 마음’이고, 맹자가 말한 ‘인의의 마음’이고, 주자가 말한 ‘원래 선

하지 않음이 없는 본심’이라고 한 것이 모두 다만 이 마음일 뿐이니

성인과 범인을 막론하고 이 마음 밖에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바

름과 통함의 큰 구분에서 또한 청탁수박의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혈기가 온몸에 가득 찬 것이니, 이른바 기품이 이것입니다.120)

이간이 제시한 근거에 의거해보면, 명덕의 본체는 선한 마음이다. 또한

이간은 마음의 동일성을 陰陽五行의 바르고 통하는 기의 차원에서 확보

하려고 한다. 여기서 바르고 통하는 氣가 선한 마음과 연결된다면, 이는

마음이 대상의 자극으로부터 선한 반응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은 기이다.’[心是氣]고 하면, 이는 淸濁粹駁의 차이를 배제

하기 힘들다. 그리고 일상적 차원에서만 생각해보더라도, 凡人의 지각반

응이 언제나 聖人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이간이 ‘다만 바르고 통하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淸濁粹駁

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간 또한 범인의 지각반응

이 기필 성인과 동일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

다.

그런데 이간은 ‘이는 血氣가 온몸에 가득 찬 것이니, 이른바 氣稟이 이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의거해보면, 그는 온몸에 가득 찬 혈기로부터 성

인과 범인의 지각반응이 달라진다고 추정한 것이다. 이는 마음의 지각과

혈기의 지각을 구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간은, 마음의 지각반응은 혈기

로 인해서 온전하게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원진은 이간이 大學或問의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120) 巍巖遺稿, 卷12, 未發辨 , 夫天之命物也 惟人得二五正通之氣。具寂感之妙。中和之德

而靈貴於萬物。此明德本體而卽聖凡之所同得者也。孔子所謂操存舍亡之心。孟子所謂仁義禮

智之心。朱子所謂元無不善之本心者。都只此心。則不論聖凡。此心之外。無他心矣。但於其

正通大分者。又不無淸濁粹駁之異焉。此卽血氣之充於百體者。所謂氣稟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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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입론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그는 이간이 활용한 대학
혹문의 전문을 인용함으로써 그 입론의 잘못된 점을 반박한다.

(한원진)그대는 첫머리에서 대학혹문의 논의를 인용하여서 입론의

종지로 삼았습니다. 이에 나아가 논하면 그 장단점을 변별할 수 있습

니다. 대학혹문 ‘오직 인간이 태어나면서 기의 바르고 통하는 것을

얻어서 본성이 가장 귀하다. 그러므로 마음속이 허령하고 탁 트여서

모든 이치를 구비하고 있다. 금수와 다른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이른바 명덕이다. 그러나 통하는 것은 혹 청탁의 차이가 없을 수 없

고, 바른 것은 혹 미악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여된 바탕

이 청한 자는 지혜롭고 탁한 자는 어리석고 선한 자는 어질고 악한

자는 못났다.’121)고 하였습니다.(自註 : 혹문의 논의는 여기서 그친

다.) 이는 청탁미악을 모두 바르고 통하는 기에 부속시켰고, 청탁미악

외에 다시 바르고 통하는 기가 없는 것입니다. 바르고 통하는 기는 마

음이 되고, 그 기는 또한 청탁미악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롭고 어리석고 어질고 못남의 동일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이는 주자가

말한 ‘사람이 배우는 까닭은 내 마음이 성인의 마음만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122) 나의 마음이 바로 성인의 마음과 다름이 없다면 어찌

배워야 하겠습니까?123)

여기서 한원진은 大學或問에서 ‘통하는 것은 혹 淸濁의 차이가 없을

수 없고, 바른 것은 혹 美惡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을 짚

121) 大學或問, 1-2 , 唯人之生乃得其氣之正且通者 而其性爲最貴。故其方寸之間。虛靈洞

徹。理咸備。蓋其所以異於禽獸者正在於此。而其所以可爲堯舜而能參天地以贊化育者。亦不

外焉。是則所謂明德者也。然其通也或不能無淸濁之異。其正也或不能無美惡之殊。故其所賦

之質。淸者智而濁者愚。美者賢而惡者不肖。又有不能同者。

122) 朱熹集, 42-20 , 熹竊謂人之所以爲學者。以吾之心未若聖人之心故也。

123) 南塘集, 卷11, 擬答李公擧 , 高明首擧大學或問之說。以爲立論之宗旨。就此論之。可辨

其得失矣。大學或問曰。惟人之生。得其氣之正且通者。而其性爲最貴。故其方寸之間。虛靈

洞澈。萬理咸備。其所以異於禽獸者。正在於此。所謂明德也。然其通也。或不能無淸濁之

異。其正也。或不能無美惡之殊。故所賦之質淸者智而濁者愚。美者賢而惡者不肖。或問說止

此。此以淸濁美惡。皆屬之正通之氣。而淸濁美惡之外。更無有正通之氣矣。正通之氣爲心。

而其氣又有淸濁美惡之分。故有智愚賢不肖之不同。此朱子所謂人之所以爲學者。以吾心不若

聖人之心故也。吾之心。卽與聖人之心無異。尙何學之爲哉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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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줌으로써 이간이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론을 펼친다.

한원진은, 이간이 청탁미악의 차이를 혈기에서 찾는 것에 대해 반박한

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학혹문에서 ‘바르고 통하는 기에 청탁미

악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 부분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원진은 ‘바르고 통

하는 기는 마음이고, 마음이 기인 이상 청탁미악의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원진은 이에 대한 근거로 ‘사람들 가운데 지혜롭고

어리석고 어질고 못남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난관에 봉착하거나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의 기품에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원진은 이러한 현실적 차이를 무시

한 채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동일하다고만 한다면 범인이 배워야 하는

까닭이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한원진은 이간의 잘못된 입론의 근본 원인이 ‘虛靈한 것을 明德

이라고 하면, [明德을]氣稟이라고 여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진단한다.

(한원진)그대가 의심하는 바는 허령한 것을 이미 명덕이라고 하였다면

또한 기품이라고 여기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마

도 하나의 기품 중에 허령과 청탁이 가리키는 바가 다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허령불매로부터 명덕을 동일하게 얻었다고 하고, 청탁미악

으로부터 기품이 같지 않다고 말하는 두 가지 설이 어찌 서로 방해가

되겠습니까? 가령 거울의 밝게 비춤에 비유하자면 비록 철의 정밀하

고 거친 것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밝게 비춤과 정밀하고 거친 것이 가

리키는 바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밝게 비춤을 가리켜 밝게 비춤이라고

하고 철의 정밀하고 거친 것을 가리켜 철의 정밀하고 거친 것이 있다

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밝게 비춘다는 이유로 다시금 철의 정밀하고

거칠다는 것을 말할 수 없겠습니까? 또한 밝게 비춤․정밀하고 거친

것을 나누어서 두 가지로 만들어 두 가지의 거울과 두 가지의 철이라

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꺼리는 바가 진정 탁악을 마음에 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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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라면 청수는 또한 마음밖에 있는 것입니까? 청수가 바로

이 마음이라면 청탁을 아울러 말하는 것이 또한 어찌 이 마음밖에 있

겠습니까?124)

여기서 한원진은 ‘虛靈이든 淸濁이든 모두 氣稟에 속하지만, 각각 가리

키는 바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虛靈不昧로부터 明德을 동

일하게 얻었다고 하고, 淸濁美惡으로부터 氣稟이 같지 않다고 말하는 두

가지 설이 서로 모순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허령불매로부터 명덕의 동일성이 확보된다.’고 말한 것에 의거해보면,

이는 성인이든 범인이든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지각작용의

원리나 구조가 동일하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탁미악으로부터

기품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에 의거해보면, 이는 마음의 지각작용이

기질에 따라서 적절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원진은 거울의 광명에 빗대어서 명덕의 동일성과 기품의 차이

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입론을 논증한다. 그는 ‘거울의 광명이 결

코 철의 정조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이 말에 의거해보면, 거울의 광명은 대상이 다가오면 비추어내는 기능

을 뜻한다. 이는 마음이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지각작용과

같은 것이다. 철의 정조는 거울의 광명이 대상을 선명하게 비추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마음의 淸濁粹駁이 외

부대상의 자극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또한 한원진은 ‘거울의 비치는 기능과 철의 정밀하고 거친 것을 나누

어서 말할 수 있지만, 철의 정밀하고 거친 것을 벗어난 거울의 비치는

기능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124) 南塘集, 卷11, 擬答李公擧 , 高明所疑 盖在於虛靈者旣謂之明德。則又難以爲氣禀。然

殊不知一氣禀中虛靈淸濁所指不同。自其虛靈不昧而謂之明德同得。自其淸濁美惡而謂之氣禀

不齊兩說。豈相妨乎。譬如鏡之光明。雖不外於鐵之精粗。而光明精粗所指不同。故指其光明

而謂之光明。指其鐵之精粗而謂之鐵有精粗也。豈可以光明之故。而不可復言鐵之精粗。又豈

可以光明精粗。分爲二物。而謂二鏡二鐵乎。高明之所諱惡者。固在於濁惡之屬心。則淸粹者

亦將以爲在心外乎。淸粹者旣是此心。則幷言之濁駁。又豈在此心之外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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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밝게 비치는 지각작용, 즉 명덕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청탁수박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원진은 밝게 비춤 자

체를 강조하게 되면, 光明과 精粗를 나누어서 마음을 두 가지 층위로 구

별하게 된다고 주의를 기울인다. 이는 인간은 기질과 섞인 탁악의 마음

너머에 본래의 마음, 즉 청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논리를 함축하게 된

다. 한원진은 이 같은 구조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원진은 ‘淸粹한 마음 또한 濁惡한 마음과 같이 氣의 영역에 있고, 기

인 이상 현상을 넘어선 본래의 영역을 설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이에 의거해보면, 명덕은 바르고 통하는 氣[마음]의 작용과 관련된 것

이다. 그리고 이 마음의 작용은 氣稟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성인과

범인의 지각반응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원진은 ‘氣의 차원에서 虛靈知覺을 논함으로써 聖

人과 凡人의 明德이 동일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한원진)성인의 마음은 맑은 기가 모여서 허령하므로 허령함이 지각하

는 바는 모두 리이지만, 평범하고 우둔한 사람의 마음은 탁한 기가 모

여서 허령하므로 허령함이 지각하는 바는 모두 욕구입니다. 이는 성인

과 범인이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수의 마음은 비록 약간 허령하

지만 사람과 동류가 아니므로,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다만 허령함을 가리켜 말하자면 모두 동일하

지만, 품수한 기를 함께 가리켜 말하자면 동일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관해서 말하자면 동일하지 않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밝은 덕에

관해서 말하자면 동일하지 않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밝은 덕

이란 명칭은 마음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허령함만을 말하지

기품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어류, 5-39 , 인걸의 기록, ‘허령함

은 본래 마음의 본체이니, 본체라고 말하면 동일하지 않음이 없다.’라

고 했습니다.)125)

125) 朱子言論同異考, 卷1, 心 , 聖人之心淸氣聚而虛靈 故靈之所覺者皆是理。凡愚之心濁

氣聚而虛靈。故靈之所覺者皆是欲。此聖凡之不同也。鳥獸之心。雖有些虛靈。旣與人異類。

則其同不同不須言也。其在人者。只指其虛靈而言則皆同。而幷指其所稟之氣而言則不同。就

心而言則可言其有不同。而就明德而言則不可言其有不同。蓋以明德之稱。與心不同。只言其



- 103 -

여기서 한원진은 ‘성인의 마음은 맑은 氣로, 그 마음의 허령함이 지각

하는 바는 모두 理이지만, 범인의 마음은 탁한 기로, 그 마음의 허령함이

지각하는 바는 모두 欲求이다.’고 말한다.

이 주장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가령 시비분쟁 속에서 성인의 반응은

옳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범인의 반응은 옳음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설령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다만 외물의 자극에 대한 반응, 즉 지각작용이 성

인과 범인이 다르다고 한다면 ‘성인과 범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인

가?’와 같은 의문이 생긴다. 또한 한원진은 비록 ‘마음은 기이다.’라는 명

제를 받아들이지만, 사실 ‘성인의 마음은 리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닐까?’

와 같은 의혹을 일으킨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한원진은 明德을 논함으로써 해답을 제시한다.

그는 일관되게 마음의 氣稟美惡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기품미악의 측면에서 보면, 마음의 지각작용은 성인과 범인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성인은 범인에 비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면 이 힘은 사태 속에서 이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옳음 자체[理]는 옳음 자체를 보는 능력[虛

靈知覺], 즉 氣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성인의 마음 또한 기로서 옳음[理] 자체는 아니다. 다만 성인은 범인에

비해서 좀 더 민감하게 선을 추구하는 지각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마

음의 허령지각이 자신의 안위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에 존재하

는 옳음을 발견하는 데 주목하는 것이다.

또한 성인이 범인의 허령지각과 다르다면, 그는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

해 마땅히 선한 반응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마음이 기인 이상, 성인 또

한 마음만으로 적절함을 획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성인

의 마음은 옳음을 발견하고, 이에 입각해서 반응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虛靈 而不及其氣稟故耳。(語類心性情門人傑錄曰。虛靈自是心之本體。謂之本體則無不同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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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든 옳음은 현상에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形勢와 일치

시킬 수도 없다. 즉, 성인의 허령지각은 현실을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안

위를 지키거나 현실의 판세를 읽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김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성인의 허령지각은 비록 기이

지만 손익계산이 아닌 당연지칙[理]을 적용함으로써 덕목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明德]이다.

이어서 한원진은 ‘명덕은 마음의 허령불매함이 衆理를 갖춤으로써 萬

事에 응하는 것이다.’는 자신의 견해를 논증해나간다.

(3) 虛靈不昧와 具衆理應萬事

한원진은 진순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天地의 理를 얻고, 또한 天地의

氣를 얻어, 理와 氣가 합한 까닭에 虛靈한 것이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

한다. 비판의 요지는 진순이 마치 리와 기가 허령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

처럼 주장하는 데 있다.

(한원진)북계 진씨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천지의 리를 얻었고, … 허령

한 것이다.’126)고 말했습니다. 주자가 ‘사람과 동물이 태어남에 반드시

이 리를 얻은 연후에야 건순과 인의예지의 성이 될 수 있고, 반드시

이 기를 얻은 연후에야 혼백과 오장백해가 될 수 있다. [이는]주돈이

가 ‘무극지진과 이오지정이 묘하게 합하여 응취되었다.’고 말한 것이

다.’127)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개 성은 리에서 품수한 것이고 형은 기

에서 품수한 것이니 두 가지는 혼합하여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일

뿐이지 [리기의]선후이합의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계 진씨의

말은 비록 이에 근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자의 뜻을 알지는 못했습

니다. 진순이 ‘이미 리를 얻었고, 또한 기를 얻어서 합하여 허령을 이

126) 北溪字義, 3-1 , 大抵人得天地之理爲性 得天地之氣爲體。理與氣合。方成箇心有箇虛

靈。

127) 大學或問, 經文 , 故人物之生必得是理。然後有以爲健順仁義禮智之性。必得是氣。然後

有以爲魂魄五臟百骸之身。周子所謂無極之眞。二五之精。妙合而凝者。正謂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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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고 말한 것이 어찌 허령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는 리와 기가

합해지지 않다가 이 허령이 이루어지는 데 이르러야 리와 기가 비로

소 합해진다는 것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실제 견해가 이와 같

은 데 이르지 않았더라도 끝내 말의 병통입니다.128)

여기서 한원진은 진순의 주장에 대해 주자와 周敦頤(1017-1073)의 말

에 근거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진순이 근거로 삼은 이 구절의 의

미를 풀어줌으로써 리와 기는 先後離合의 뜻이 없다는 것을 밝혀준다.

주자가 ‘리를 얻은 연후에야 건순과 인의예지의 성이 될 수 있고, 반드

시 이 기를 얻은 연후에야 魂魄과 五臟百骸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주자가 리와 기를 선후이합의 구도로 설명하는 것 같다.

그런데 주자 자신의 말이 주돈이가 ‘無極之眞과 二五之精이 묘하게 합

하여 응취되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뜻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주자는

현상세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리와 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세계

는 리와 기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한원진은, 진순의 주장이 주자의 말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본지

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또한 이 비판은 진순이 허령을 정의한 것에 대해 그대로 적용된다. 한

원진은 진순의 허령에 대한 정의가 ‘리와 기는 허령과 별개로 존재하다

가, 허령이 이루어지는 데 이르러서야 비로소 리와 기가 합해진다.’는 식

의 논리를 갖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한원진이 진순에 대해 비판한 것을 보면, 한원진은 ‘虛靈은 理와 氣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고 주장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어지는 논의

에서 그는 오히려 진순이 ‘허령은 리와 기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고

정의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128) 經義記聞錄, 卷1, 大學 , 北溪陳氏曰 人生得天地之理。(止)。所以虛靈。朱子曰。人物

之生必得是理。然後有以爲健順仁義禮智之性。必得是氣。然後有以爲魂魄五臟百骸之身。周

子所謂無極之眞二五之精。妙合而凝者也。此蓋謂性稟於理。形稟於氣。而二者混合。不可分

開云爾。非有先後離合之意也。北溪之說。雖本於此。而實不識朱子之意。其曰。旣得理。又

得氣。而合而成虛靈云者。豈不似乎虛靈未成之前。理氣不得合。而到此虛靈之成。理氣方始

合耶。雖使實見不至如此。終是爲語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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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진)또한 허령을 리와 기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긴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허령은 기입니다. 허령이 갖춘 바가 리입니

다. 만약 리와 기가 합해서 허령이 된다면 허령이란 것은 본래 리와

기를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구에서 어찌 허령이 중리를 갖춘다고
말하겠습니까?129)

여기서 한원진은 ‘허령은 기이고, 허령이 갖춘 바가 리이다.’고 주장한

다. 이어서 그는 ‘허령이 본래 리와 기를 겸하고 있다.’고 한다면, 大學
章句에서 ‘허령이 중리를 갖춘다.’고 말하는 것과 모순이 된다고 반문한

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입각해보면, 마음이 허령불매하더라도 중리를 갖

추지[具衆理] 않으면 올바른 반응[應萬事]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그리

고 한원진의 이 같은 논리는 주자가 ‘허령불매하여서 중리를 갖추고 있

고 만사에 응한다.’130)고 주장한 것과도 반드시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 없

다. 이에 대한 한원진의 입장과 의도는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원진은 황간이 명덕을 ‘虛靈不昧는 明이고, 具衆理應萬事는 德이다.’

고 정의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한원진)황씨가 ‘허령불매는 명이고, 구중리응만사는 덕이다.’131)고 말

했습니다. 이 말의 분석은 너무 심해서 오히려 병통이 되었습니다. 주

자는 ‘단지 허령불매 네 글자만으로 명덕의 뜻을 설명하는 것은 이미

충분하다. 다시 구중리응만사를 말한 것은 그 가운데 체용을 포괄하고

있다.’132)고 말했습니다. 황씨의 말처럼 하면 허령불매 네 글자는 단지

129) 經義記聞錄, 卷1, 大學 , 且以虛靈爲理氣之合成者 尤不可曉。虛靈卽氣也。虛靈所具

者乃理也。若理氣之合爲虛靈。則虛靈之物已自兼理氣矣。章句何以云虛靈具衆理耶。

130) 大學章句, 經文-1章 , 集註: 明德者。人之所得乎天而虛靈不昧。以具衆理而應萬事者

也。

131) 四書大全, 大學-經文 , 小註: 黃氏曰。虛靈不昧。明也。具衆理應萬事。德也。具衆理

者。德之全體未發者也。應萬事者。德之大用已發者也。所以應萬事者。卽其具衆理者之所爲

也。未發則炯然不昧。已發則品節不差。所謂明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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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란 글자의 의미만을 설명한 것이니, 어찌 명덕의 뜻을 설명한 것

이 이미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133)

여기서 한원진은 주자가 ‘허령불매 네 글자만으로 명덕의 뜻을 설명하

는 것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한 것에 입각해보면, 황간은 허령불매를 단

지 명에 대한 풀이로만 이해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어서 한원

진은 주자가 ‘다시 구중리응만사를 말한 것은 그 가운데 체용을 포괄하

고 있다.’고 말한 것의 의미를 풀어낸다.

한원진은 ‘허령불매는 명덕을 설명한 부분이고, 구중리응만사는 허령에

나아가 본체와 작용을 나누어 말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자의 말

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

(한원진)대개 허령불매는 명덕을 설명한 부분이고, 구중리응만사는 허

령에 나아가 본체와 작용을 나누어 말한 것입니다. 말은 비록 상세함

을 더했지만 의미는 실제 더한 바가 없습니다. 허령불매는 마음이고,

구중리응만사는 성정입니다. 마음이라고 말하면 그 가운데 성과 정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어찌 마음은 덕이 아니고 성과 정은 명이 아니라

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자가 허령불매를 가지고 명덕을 설명

한 뜻이 충분하다고 말한 것은 본래 성과 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만약 성과 정의 덕을 버리고 허령한 기의 부분만을 가리켜

서 명덕이라고 말하면 또한 주자의 뜻이 아닙니다. 근세 명덕을 설명

하는 자들이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략 변론하면서 이를

언급했습니다.134)

132) 四書大全, 大學-經文 , 小註: 只虛靈不昧四字 說明德意已足矣。更說具衆理應萬事。

包體用在其中。又却實而不爲虛。其言的確渾圓。無可破綻處。

133) 經義記聞錄, 卷1, 大學 , 黃氏曰。虛靈不昧。明也。具衆理應萬事。德也。此說分析太

甚反成病。朱子曰。只虛靈不昧四字。說明德意已足。更說具衆理應萬事。包體用在其中。若

如黃說。則虛靈不昧四字。只說得明字意。安得言說明德意已足乎。

134) 經義記聞錄, 卷1, 大學 , 蓋虛靈不昧。便說明德體段。具衆理應萬事。是就虛靈上分說

體用。語雖加詳。意實無所加矣。虛靈不昧是心。具衆理應萬事。是性情。纔說心。便包性情

在其中矣。豈可曰心非德而性情非明乎。且朱子以虛靈不昧爲說明德意足者。本以包性情爲言

也。若捨性情之德。偏指虛靈底氣圈子而謂明德。則亦非朱子之指矣。近世說明德者。多如

此。故略辨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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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원진은 ‘허령불매는 마음[심]이고, 구중리응만사는 성정이다.’

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라고 말하면 그 가운데 성정을 포괄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원진의 주장에 입각해보면, 기로서 마음이 성정을 포괄하고 있다면

성정 또한 기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한원진은 ‘성과 정의 덕을 버리고 허령한 기의 부분만을 가리

켜서 명덕이라고 말하면 또한 주자의 뜻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 말에 근거해보면, 한원진은 선한 반응의 가능성을 마음속의 성정에

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정이 선한 반응의 가능성이라면, 성정은

허령한 마음과 별개로 존재하는 도덕지각의 반응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허령한 마음은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해 기필 선한 반응을

산출할 수 없지만, 성은 이와 달리 선한 반응을 산출할 수 있는 본원으

로서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한원진 또한 이 같은 맹점을 인식한 탓인지, 自註를 통해서 자신의 입

장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는 주자가 ‘성과 정을 포괄한다고 말하지 않고

본체와 작용을 포괄한다.’고 말한 까닭을 설명한다.

(韓元震, 自註)주자는 ‘성과 정을 포괄한다고 말하지 않고 본체와 작용

을 포괄한다.’고 말한 것은 만약 성과 정을 포괄한다고 말한다면 명덕

을 하나의 것으로, 성과 정을 하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고, 이것

을 가지고 저것을 포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체와 작용을

포괄한다고 말하면 본체는 명덕의 본체이고 작용은 명덕의 작용입니

다. 명덕과 성정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만 두 가지 것이 서로 포괄한

다는 혐의가 없어질 것입니다. 대개 마음은 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정

과 대비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덕은 심통성정입니다. 그러

므로 다시 성정과 대비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다만 허령불매

를 명덕이라고 여기고 구중리응만사를 명덕이 포괄하는 바로 여기니,

(이는)명덕을 허령한 기라고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아마도

석씨의 견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건대, 훈고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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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축자역에 준해보면 황씨의 설명 또한 폐기할 수 없습니다.135)

여기서 한원진은 ‘明德이 性과 情을 포괄한다.’고 말하면 명덕 외에 성

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명덕 외에 성정이 따로 존재한다면, 인간의 반응체계는 두 가지로 나

뉜다. 가령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성에 근거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고, 명덕이 성에 근거해서 드러난 반응에 대해서 간여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구도는 한원진의 주장처럼 ‘명덕을 하나의 것으로 성정을 하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고,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포괄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원진은 ‘본체는 명덕의 본체이고, 작

용은 명덕의 작용이다.’고 규정함으로써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체계를 명

덕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수렴한다.

비록 한원진은 명덕이라는 단일한 반응체계를 설정했지만, 마음이 곧

장 도덕적 지각반응까지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이 기

라고 한다면 감각적 지각반응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만, 도덕적 지각반

응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때 마음은 성정과 대비된다. 선한 반응은 리를

구비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리를 구비한 마음은 명덕으로 인간의 모든

반응을 통섭하게 되는 것이다.

한원진은 분명 기로서의 마음과 리를 구비한 마음을 구별한다. 이 같

은 구도는 명덕을 허령불매와 구중리응만사로 규정하는 데서 잘 드러난

다. 한원진은, 혹자가 ‘허령불매는 명덕이고, 구중리응만사는 명덕이 포괄

하는 것이다.’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한원진이 볼 때, 허령불매는 마음의 지각반응으로서 도덕적 반응을 기

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적절함을 얻

135) 經義記聞錄, 卷1, 大學 , 自註: 朱子不曰包性情 而曰包體用者。若謂之包性情。則似以

明德爲一物。性情爲一物。以此包彼也。故曰包體用。則體是明德之體。用是明德之用。明德

性情方見其爲一物。而無二物相包之嫌矣。蓋心則氣也。故可與性情對言。而明德則心統性情

之名也。故不可復與性情對言矣。或者只以虛靈不昧爲明德。而以具衆理應萬事爲明德所包。

則其認明德不過是靈覺之氣而已。其說殆無辨於釋氏之見矣。更按。以訓詁之體逐字釋義者例

之。則黃氏之說。亦不可廢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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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기준[衆理]을 갖추어야만 한다.

마음이 허령불매하다고 해서 곧장 도덕적 지각반응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한원진은 허령불매만으로 도덕적 지각반응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명덕은 기의 차원에 머물게 된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한원진은 명덕을 기의 차원으로 추락시킨 사람들에 비하면 황

간이 좀 더 명덕을 잘 정의했다고 두둔해준다. 황간은 비록 명덕을 명과

덕으로 구별해서 정의하지만, 명을 감각적 지각반응의 차원으로 설명함

으로써 도덕적 지각반응의 근거를 덕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원진은 허령불매와 구중리응만사라는 두 구절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명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원진

은 허령불매와 구중리응만사를 별개의 것으로 구별함으로써 주희와 입장

을 달리한다.

주희는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바로 허령불매하여 중리를 갖추

고 있고 만사에 응한다.’136)고 말한다.

이 말에 의거해보면, 주희는 사람이 본래부터 갖추고 태어난 도덕지각

을 明德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도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다.

이 능력은 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힘

으로써 명덕을 기의 차원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원진은 허령불매와 구중리응만사를 감각적 지각반응으로

부터 도덕적 지각반응으로까지 실현해나가는 구도로 해석한다. 허령불매

는 도덕적 지각반응이 아니다. 그렇다면 허령불매는 감각적 차원이거나,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도 손익계산 정도의 차원에 머물게 된다.

애초에 한원진은 인간을 도덕적 지각반응을 산출할 만한 능력을 갖고 태

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원진이 논한 명덕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규범에 의해서 실현되는 도덕

적 지각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136) 大學章句, 經文-1章 , 集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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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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修養論

한원진의 수양론에서는 미발이든 이발이든 禮樂으로써 경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이는 수양법에서 未發涵養과 已發省察의 구도를 전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발이든 이발이든 마음은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敬]

를 유지함으로써 人欲이 天理를 압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원진의 수양론은 未發과 已發의 구분보다 天理와

人欲의 대결[克己復禮]을 중심으로 窮理-存養-力行의 이론 체계를 확립

해나간다.

1. 克己復禮의 수양 체계

(1) 未發의 戒懼와 已發의 愼獨

한원진은 戒懼․愼獨의 수양법을 靜․動의 차원으로 설명한다. 이는

주희의 구도를 차용한 것이지만, 실제 내용은 주희의 수양법과 궤를 달

리한다.

(주희)‘계신’ 부분은 마땅히 나누어 두 가지 일로 삼아야 합니다. 中
庸 首章 ‘보지 않는 바에도 계신하고, 듣지 않는 바에도 공구한다.’

라고 한 것은 禮記 曲禮上 ‘소리가 없는 데서 듣고, 드러나지 않

는 데서 본다.’고 말한 것과 같다. (계신공구는)아직 그러하지 않은 것

에 대해서 방지함으로써 본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신독은 장차

그러할 것에 대해서 살핌으로써 그 기미를 살피는 것이다.137)

여기서 주희는 계신공구와 신독을 두 가지 공부로 분류한다.138) 그는

137) 語類, 62:92 , 戒愼 一節 當分爲兩事。 戒愼不睹。恐懼不聞 。如言 聽於無聲。視於

無形 。是防之於未然。以全其體。 愼獨 。是察之於將然。以審其幾。端蒙(50이후)

138) 中庸, 首章 , 道也者。不可須臾離也。可離。非道也。是故君子戒愼乎其所不賭。恐懼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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禮記 曲禮 를 인용함으로써 계신공구의 의미를 설명한다. 인용문에서

는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덕목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가령 ‘소리가 없는 데서 듣다.’고 말한 것은 자식이라면 부모가 돌아가

셔서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없더라도 부모의 가르침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데서 본다.’고 말한 것은 부모가 돌아가셔

서 직접 뵙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가르침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139)

주희는 이를 인간의 도덕수양에 적용해서 다시 설명한다. 禮記 曲

禮上 에서 논의한 것처럼 부모가 돌아가셨더라도, 부모의 가르침이 삶의

지침으로서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듯이, 주희는 계신공구에 대해 본체를

온전하게 하는 수양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단서는 외부대상과 접하기 이전의 내 마음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본체는 수양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즉, 본체가 외부대상과 접하

지 않았을 때 이미 선한 본성으로 주어져 있어야만 이를 방비할 수 있

다.

그런데 본체가 선도 악도 아니라면, 굳이 외부대상과 접하기 전에 이

를 방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본체가 선악의 가능성이라면, 주희는 오히

려 대상과 접한 이후에 드러난 반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주희는 대상과 접한 이후의 수양법으로 신독을 제시한다. 그는 신독에

대해 기미를 살피는 수양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단서는 외부대상과 접한 이후에 드러나는 내 마음의 반응이

다. 그렇다면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은 기필 선한 것이

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음의 반응이 기필 선한 것이라면 굳이 그 반응

을 살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반응이 선하다면 주희는 굳

이 그 반응이 선인지 악인지에 대해서 살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잘 보

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其所不聞 莫見乎隱。莫顯乎微。故君子愼其獨。

139) 禮記集解, 曲禮上 , 聽於無聲。視於無形。 孔註 , 孔氏曰。謂雖不聞父母之聲。不見父母

之形。然想像視聽。似見形聞聲。而將有敎使已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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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거해보면, 주희는 본성을 실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하나는 본체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본체, 즉 본성에 근거한 수양법은 외부대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

다. 이에 반해, 마음의 반응에 근거한 수양법은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살피는 것으로, 이 반응의 선악여부를 판정할 만한 기준

을 필요로 한다. 이 기준 자체는 본성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고 말할 수

도 있지만, 이는 마음의 주관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객관성을 도외시할

수 있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주희가 미발과 이발의 수양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살펴보겠다. 주희는 ‘存養이 靜 공부이고, 省察이

動 공부이다.’고 정의한다. 이는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데 삼간다[戒愼恐

懼]’고 말한 것, 그리고 ‘기미가 드러난 데 살핀다[愼獨]’고 말한 것과 일

맥상통한다.

(주희)존양은 정 공부이다. 정시가 중이니, [이는]과불급이 없고 치우

치고 기욺이 없기 때문이다. 성찰은 동 공부이다. 동시가 화이니, [이

는]생각해서 하려함이 있자마자 동한 것으로 드러나서 절도에 맞아

어그러짐이 없으므로 바로 화이다. 정시에 사려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지각이 어둡지 않은 것은 바로 복괘의 이른바 ‘천지지심을 본다.’고 말

한 것으로 정 가운데 동이다. 동시에 드러나서 모두 절도에 맞고 그

법도에 머무는 것은 바로 간괘의 ‘그 몸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

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동 가운데 정이다. 궁리독서가 모두 동 가

운데 공부이다.140)

여기서 주희는 ‘靜한 때는 中이므로 過不及이나 偏倚가 없다.’고 주장

한다. 이어서 그는 ‘動한 때는 和이므로 드러나서 절도에 맞아 어그러짐

이 없다.’고 주장한다.

140) 語類, 62:148 , 存養是靜工夫. 靜時是中, 以其無過不及, 無所偏倚也. 省察是動工夫. 動
時是和. 才有思爲, 便是動. 發而中節無所乖戾, 乃和也. 其靜時, 思慮未萌, 知覺不昧, 乃復所

謂“見天地之心”, 靜中之動也. 其動時, 發皆中節, 止於其則, 乃艮之“不獲其身, 不見其人”, 動

中之靜也. 窮理讀書, 皆是動中工夫. 祖道(6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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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 공부가 희노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때에 하는 것으로 본

성을 존양하는 것을 나타내고, 동 공부가 희노애락이 드러난 때에 하는

것으로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절도에 맞게 성찰하는 것을 뜻한

다.

이어서 주희는 정한 때와 동한 때를 각각 復卦와 艮卦로 재차 설명한

다. 정한 때는 복괘로, 사려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각이 어둡지 않

은 것을 나타낸다. 동한 때는 간괘로, 사려가 드러났지만 모두 절도에 맞

는 것을 나타낸다.

정한 때의 공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도덕지각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동한 때의 공부는 도덕지각이 절도에 맞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살피는 것

이다. 즉, 주희는 미발과 이발의 공부를 존양과 성찰로 구별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원진은 ‘미발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논

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서 한원진은 미발에 관한 두 가지 정의를 비판한

다.

(한원진)대개 미발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어둑히 지각이 없는 것을

미발이라고 한다면 어둑히 지각이 없는 것은 혼기가 일을 꾸미는 것

으로 미발이라고 이를 수 없다. 지각하는 바가 있는 것을 미발이라고

한다면 지각하는 바가 있는 것은 이미 사려에 들어간 것으로 또한 미

발이라고 이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극히 허하고 지극히 정한 가운데

지각할 수만 있고 지각하는 바의 일이 없는 것이 바로 미발이다. 지극

히 허하고 지극히 정한 것은 순수한 곤괘의 상이고,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곧 순수한 곤괘는 양이 없을 수 없는 상이다. 만약 복괘

의 일양이 이미 동하여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의 단예를 볼 수 있

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바로 일념이 싹트는 상이 되니, 비록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미 마음에서 동한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미발의 상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141)

141) 經義記聞錄, 中庸 , 盖未發當作如何求 以冥然無覺爲未發。則冥然無覺是昏氣用事。不

可謂未發也。以有所知覺爲未發。則有所知覺已涉思慮。亦不可謂未發也。然則至虛至靜之

中。但有能知能覺者在。而無所知所覺之事。此一番時節政爲未發也。至虛至靜。乃純坤之

象。而能知能覺者在。卽純坤不爲無陽之象也。若復之一陽已動。而天地生物之心。端倪可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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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원진은 ‘未發은 어둑히 知覺이 없는 것이다.’고 정의하는 것을 비

판한다. 이어서 그는 ‘어둑히 지각이 없다면, 이는 昏氣가 작용하게 되는 것

으로 미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또한 한원진은 ‘미발은 지

각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고 정의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지각의 대상이 있다면, 이는 사려가 이미 작용한 것으로 미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 논의에 입각해보면, 미발에는 지각이 존재할 뿐 아니라 혼기가 아직 외

부대상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다. 즉, 미발은 외부대상

의 자극으로부터 반응할 수 있는 지각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외부대상

으로부터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원진은 미발의 상태를 周易의 卦로 풀어보자면, 未發은 復卦보다 오히
려 坤卦와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볼 때, 곤괘는 純陰으로 구

성되어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원진은 一陽을 이미 갖고 있는 복괘로 미발을 설명하는 것은 이치

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복괘는 미발이 아니라 이발을 나타내는 것

이다.

분명히 한원진은 미발에 관해서 주희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가령 주희

가 말한 복괘의 天地之心은 仁을 상징한다. 그리고 인은 복괘 가운데 존재하

는 일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발의 존양은 본성에 근거한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원진은 미발에는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각능력은 외부대상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야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

고 지각능력이 곧장 본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

서 미발의 지각은 본성보다 기질의 청탁수박과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한원진이 미발의 존양을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부가 주희와 동일한 의

미를 갖는다고 보기 힘들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한원진이 미발과 이발의 공부를 어떻게 정의하고

者 在人心卽爲一念初萌之象。雖未著於外。盖已動於中矣。安得以是爲未發之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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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다. 그는 주희와 같이 靜․動을 未發․已發로 나눔으

로써 각각의 시점에서 해야 하는 공부를 存養과 省察로 구별한다.

(한원진)‘계구’ 일절은 마땅히 동정을 통틀어서 보아야 하고, 또한 오

로지 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구, ‘군자의 마음은 항상 경외

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고 한 것은 동정을 통틀어서 말한 것이다.

비록 장구, ‘보지 않고 듣지 않지만, 또한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다.’고 한 것은 오로지 정으로 말한 것이다. 동정을 통틀어서 보자면

신독은 전체 계구 가운데 나아가 핵심적인 공부를 말한 것이다. 오로

지 정으로 보자면 계구와 신독은 서로 상대로 동과 정의 공부가 된다.

그러므로 장구, ‘군자는 항상 계구할 뿐 아니라 이에 더욱 삼감을

더하는 것이다.’고 말한 것은 계구가 신독을 포함하는 것으로 말한 것

이다. 장구, ‘계구로부터 요약하고 신독으로부터 정밀하게 해서 존

양․성찰하는 것이다.’고 말한 것은 계구와 신독이 상대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다.142)

여기서 한원진은 ‘계신공구에 관한 논의는 동정을 통틀어서 보아야 하

고, 또한 오로지 정으로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원진은 중용장구 수장 집주 ‘군자의 마음은 항상 경외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143), 그리고 ‘보지 않고 듣지 않지만, 또한 감히 소홀히 하

지 않는 것이다.’144)고 말한 것을 제시한다. 한원진이 근거로 제시한 구

절은 모두 주희의 말이다.

그렇다면 ‘한원진은 사실 주희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

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한원진이 주희의 말을 차용하

142) 經義記聞錄, 中庸 , 戒懼一節 當通動靜看。又當專以靜看。故章句君子之心。常存敬

畏。通動靜言。雖不見聞。亦不敢忽。專以靜言。通動靜看。則愼獨就統體戒懼中。言其切要

工夫。專以靜看。則戒懼愼獨相對爲動靜工夫。故章句君子旣常戒懼。而於此尤加謹者。以戒

懼包愼獨而言。自戒懼而約之。自愼獨而精之。存養省察云者。以戒懼愼獨相對而言也。

143) 中庸, 首章 , 集註, 是以君子之心。常存敬畏。雖不見聞。亦不敢忽。所以存天理之本

然。而不使離於須臾之頃也。

144) 中庸, 首章 , 集註, 幽暗之中。細微之事。跡雖未形。而幾則已動。人雖不知。而己獨知

之。則是天下之事。無有著見明顯而過於此者。是以君子旣常戒懼。而於此尤加謹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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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도 함께 발생한다.

만약 한원진이 주희의 입장을 따른다면, 그는 계신공구와 신독을 주희

와 같이 본성에 입각한 존양과 궁리독서에 근거한 성찰로 구별할 것이

다. 그런데 한원진의 논의 가운데 어떤 구절에서도 본성의 존양이나 궁

리독서의 성찰과 같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원진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주희의 말을 차용했을 가능

성이 크다. 우선 한원진이 인용한 ‘군자의 마음은 항상 경외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의 전체적 의미를 따져보면, 주희는 동정을 아우

르는 방법으로 경외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주희는 오히려

‘보고 듣지 않더라도 감히 소홀히 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천리의 본연을

보존하여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희가 ‘보고 듣지 않더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未發, 즉 정한 때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주희가 ‘이 때문에 천

리의 본연을 보존하고 잠시라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미발의 공

부 방법으로 존양을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의거해보면, 한원진

은 주희의 말을 빌려 자신의 수양법을 정립한 것이다.

한원진은 ‘동정을 통틀어 보자면 신독은 전체 계구 가운데 나아가 핵

심적인 공부를 말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는 신독이 계신공구와 본질적으로 다른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대상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마음이 모종의 반

응을 낼 수밖에 없고, 이 반응이 도덕적인 것이 되려고 한다면 이에 대

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 같은 조치가 바로 동한 때의 공부로 성찰

이다. 이에 반해 마음이 지각능력을 갖고 있으나, 아직 대상으로부터 아

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이 마음이 선한 것이 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가 바로 정한 때의 공부로 존양이다.

한원진은 이발의 성찰[신독]이든 미발의 존양[계구]이든 그 공부의 본

질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주희가 ‘군자는 항상

계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해 더욱 삼감을 더하는 것이다.’고 말한 구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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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다.

주희는 미발의 본성을 계구해야 할[존양] 뿐만 아니라 이발의 반응 또

한 신독[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한원진은 미발이든

이발이든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해 지각이 도덕적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존양과 성찰을 풀이하고 있다. 미발의 존양은 마음속의

지각능력이 도덕적 지각능력이 될 수 있도록 방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발의 성찰은 외부대상의 자극으로부터 드러난 지각반응이 도덕적 반응

이 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다.

이로써 보자면, 미발의 지각능력이든 이발의 지각작용이든 그 자체만

으로 선을 확보하기 힘들다. 즉,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지각능력이 곧

도덕적 반응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발의 존양이든 이발의 성찰이든,

두 가지 수양법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미발의 지각능력이 도덕적 지각능

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발의 지각작용

이 적절함을 획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결국 한원진의 이론 체계

에서는 존양․성찰에 앞서 기준을 마련하는 수양법이 마련되어야만 한

다.

(2) 窮理․存養․力行

한원진은 수양의 순서를 窮理, 存養, 力行으로 정리한다. 이어서 그는

궁리, 존양, 역행의 의미를 설명한다.

(한원진)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궁리․존양․역행이라는 세 가지 것

에 불과하다. 이른바 궁리는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

는 것이니, 가령 물에 있는 이치는 각각 그 지극한 데까지 이르지 않

은 것이 없고, 나에게 있는 지각은 또한 그 이르는 바에 따라서 다하

지 않음이 없다면 천리와 인욕의 분별이 환해져서 지향하고 버려야

할 바를 알지 않음이 없게 된다. 이른바 존양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니, 이 마음으로 하여금 항상

환히 밝게 하여서 조금도 혼매함이 없게 하고 적연하게 치우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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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지는 것이 없게 하면 마음의 바탕이 확립되고 근본이 더욱 두

터워진다. 이른바 역행은 부자 관계에서는 마땅히 친함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군신 관계에서는 마땅히 의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부부 관

계에서는 반드시 분별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붕우 관계에서는 반드시

신의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한 마디 말을 하거나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이르러서는 천리에 따라서 인욕을 끊어버리지 않음이 없다면 마음

은 바름을 다하고 몸은 닦음을 다하게 되어서 성인과 교화를 함께할

수 있고 천지와 덕을 합할 수 있다.145)

여기서 한원진은 窮理를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는

것이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事와 物은, 가령 내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내가 누군가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事, 즉

구체적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태 속에서 마땅히 실현해야만

하는 信義는 理, 즉 추상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146) 이 같은 도식에

입각해보면, ‘그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는 것’은 친구 사이의 신의를 실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한원진은 ‘物에 있는 이치는 각각 그 지극한 데까

지 이르지 않는 것이 없고, 나에게 있는 知覺은 또한 그 이르는 바에 따

라서 다하지 않음이 없다면’이라고 단서를 붙인다. 이 논의에 의거해보

면, 친구 사이의 信義라는 덕목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요소는 知覺이다.

그리고 신의, 즉 추상적 덕목은 내가 갖고 있는 知覺이 도덕적 지각반응

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그런데 한원진이 知覺 자체를 도덕적 지각반응이라고 여겼다면, 이 지

145) 南塘集, 示同志說 , 其所以治之者 不過曰 理存養力行三者而已矣。所謂竆理者。卽事

卽物。竆至其理。使其理之在物者。無不各詣其極。而知之在我者。亦無不隨其所詣而極焉。

則其於天理人慾之分。無不瞭然而知所趍舍矣。所謂存養者。戒愼恐懼乎不睹不聞。常令此心

烱然而無少昏昧。寂然而無所偏倚。則中體立而根本深厚矣。所謂力行者。在父子則當盡其

親。在君臣則當盡其義。處夫婦則必極其別。處朋友則必極其信。至於一言之發一事之爲。無

不循天理而絶人慾。則其心極其正。其身極其修。而可以與聖人同其化。與天地合其德矣。

146) 示同志說 에서 한원진은 窮理를 ‘事에 나아가고 物에 나아가 그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

는 것이다’라고 풀이한다. 그리고 궁리의 목적은 역행을 하는 데 있다. 또한 역행은 인륜

관계 속에서 드러난 지각작용을 덕목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 120 -

각에 대해서 ‘그 이르는 바에 따라서 다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식의 표

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르는 바에 따라서’는 지각이 외부대

상으로부터 자극을 받는 상황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하지 않음이 없다’

는 외부대상의 자극으로부터 드러낸 지각반응을 이치에 부합하도록 만든

다는 것을 뜻한다.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知覺은 통상 好惡의 반응으로 압축된다.147)

호오는 好善惡惡과 같은 도덕적 지각반응이 아니라 선악의 가능성으로서

마음의 지각작용이다. 이 때문에 마음의 지각작용은 규범과 같은 기준으

로써 적절함을 획득해야만 도덕적 반응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窮理는 결국 知覺이 도덕적 지각반응으

로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이 확립되면,

한원진이 말한 대로 天理와 人欲의 분별이 환해져서 지향하고 버려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원진은 수양법의 순서로 궁리 이후에

存養을 언급한다.

한원진은 存養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조심하고 두려워하

는 것이다.’고 정의한다. 이는 未發의 工夫로 戒愼恐懼이다. 한원진은 계

신공구에 대한 정의와 함께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즉, 그는 ‘마음으로

하여금 항상 환희 밝게 하여서 조금도 혼매함이 없게 하고 적연하게 치

우치거나 기울어지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다.’고 부연한다. 여기서 ‘마음

으로 하여금 항상 환희 밝게 하다.’고 말한 것은 지각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음은 이미 窮理를 통해서 규범을 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범이

지각반응의 준칙으로서 역할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지각이 외부대상의 자

극으로부터 반응을 산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나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제

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知覺은 아무런 반응을 산출하지 못하게 된다.

147) 經義記文錄, 篇題, 第八章 , 此章之指與孟子四端章禮經樂記之說同, 而其意尤密. 親愛
哀矜惻隱之心, 仁之端也; 賤惡敖惰羞惡之心, 義之端也; 畏敬恭敬之心, 禮之端也; 好而知其

惡惡而知其美是非之心, 智之端也. 親愛哀矜畏敬知其美, 屬好; 賤惡敖惰知其惡, 屬惡. 好惡統

四端, 而好者仁之發, 惡者義之發, 則仁義所以分統人性也. 好惡又統於知, 則智之所以又專一

心之德也, 聖賢傳受灼可見矣.



- 121 -

또한 나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다면 그 사람과 信義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설령 내

마음속에 도덕규범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다. 이 때문에 한원진은 存養 공부의 출발점을 지각이 환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태로부터 인간은 도덕적 실천

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원진은 窮理, 存養 이후에 力行을 언급한다. 한원진은 力行에 대해서

‘父子 관계에서는 친함을 다해야만 하고, 君臣 관계에서는 의리를 다해야

만 하고, 夫婦 관계에서는 분별을 다해야만 하고, 朋友 관계에서는 신의

를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에 의거해보자면, 力行은 인륜 관계 속에서 도덕적 실천을 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유학자라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아

무런 특색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논의를 곱씹어보면,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力行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대해 엿볼 수 있다. 한원진은 ‘한 마디 말을

하거나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이르러서는 天理에 따라서 人欲을 끊어버

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군주와 신하는 수직적 신분 관계이다. 군주는 신하에게 높은 벼

슬을 내리거나,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유배를 보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이 권력은 왕족이라는 혈통적 조건 속에서 물려받은

심판권이다. 군주는 심판권을 가짐으로써 모든 권력뿐만 아니라 도덕 위

에도 군림할 수 있는 절대자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는 군주의 好

惡가 바로 是非가 될 수 있는 모순적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好惡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나타낸다. 욕망은 감각지각과 관련

된 것으로 좋아하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도식을 군주의 욕망에 적용해보면, 그것은 자

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제거해버리려는 폭력성으로 나타날 것

이다. 군주는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도덕과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군주는 자신의 욕망을 天理, 즉 규범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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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단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力行이

다.

이에 입각해보면,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도덕적 실천은 인간의 욕망

을 천리로써 끊어내는 데 달려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미발의 본성

을 함양함으로써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과 상반된 구조를 갖고 있

다. 가령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天理, 즉 도덕규범이 갖추어져 있지 않

다면, 설령 未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도덕적 실천을 위한 동인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원진은 미발 공부에 앞서 궁리를 논하고 있다. 또한

이 궁리는 내 마음을 인욕으로부터 보존하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으로 도

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 결국 한원진의 수양론은 자신의

사욕을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는 ‘克己復禮’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원진은 왕에게 경연을 하면서, 도덕적 실천을 天理와 人欲의 구도로

설명하고 있다.

(한원진)신은, 제왕이 정치를 하는 것은 반드시 도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도는 이상하고 별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천명과 인심의 본연지리이며, 일용과 사물의 당연지칙입니다. 그 원천

은 하늘로부터 나왔고, 그 본체는 마음에 갖추어져 있으며, 그 작용은

일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기르고 감정을 단

속한다면 도는 곧 자신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두 이 마음

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도가 본래 자기에게 있는데도, 이 도를 간직한

사람이 적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단지 인욕이 그 사이에 끼었기 때문

입니다. 천리와 인욕은 번갈아가면서 승부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한

푼의 인욕이 자라면 한 푼의 천리가 소멸되고, 열 푼의 인욕이 자라면

열 푼의 천리가 소멸됩니다. 그 형세는 양립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

에 성황과 명왕이 정치를 하는 것, 성현과 군자가 학문을 하는 것은

반드시 모두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여 천리를 회복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았습니다.148)

148) 南塘集, 卷5, 經筵說-上 , 臣聞帝王爲治 必本於道。所謂道者。非是異常別件物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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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원진은 ‘제왕이 정치를 하는 것은 반드시 道에 근본을 두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道는 천명과 인심의 本然之理이고,

일용과 사물의 當然之則이다.’고 역설한다. 또한 그는 ‘道는 하늘로부터

나와서 마음에 갖추어져 있으며, 그 작용은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한원진의 논의에 의거해보면, 군주가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도에 근본

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는 하늘로부터 군주에게 주어진 本然

之理이다. 또한 이 本然之理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當然之

則이다. 따라서 군주가 도덕적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道, 즉 當然之則에

입각해서 통치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道가 當然之則이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의 법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다. 다만 법칙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법칙은 아무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설령 道가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道가 과연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와 같은 의

문이 발생한다.

가령 누구나 ‘거짓말 하지 말라’와 같은 當然之則을 알고 있다. 그렇지

만 누구나 이 법칙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道가 일상과

관련된 사태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나 지신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

에 집중함으로써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道의 실현은 외부대상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외부대상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

가 마땅히 실현해야만 하는 규범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道의 실현

이 가능하다. 한원진은 이 같은 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道가 본래 자기에게 있는데도, 이 도를 간직한 사람이 적은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한원진 자신

只是天命人心本然之理 日用事物當然之則。其源出於天。而其體具於心。其用著於事。存其

心以養其性約其情。則道可得於己矣。人皆有是心是性。道本在我。而能有是道者寡焉何哉。

只以人欲間之故也。天理人欲。迭爲勝負。一分人欲長。則一分天理消。十分人欲長。則十分

天理消。其勢不容兩立。是以聖帝明王之爲治。聖賢君子之爲學。必皆以克去己私。復其天理

爲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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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범 자체가 인간의 본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

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마음속에 도덕규범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人欲

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마음속에 존재하는 규범이 사라진다고 말한

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한원진은 天理와 人欲의 싸움으로 표현한다.

가령 그가 ‘한 푼의 人欲이 자라면 한 푼의 天理가 소멸된다.’고 말한 것

이 天理와 人欲의 전쟁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도덕적 선택의 갈등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덕적 선택의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이 최소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물

론 어떤 사람은 도덕적 갈등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자신

의 욕망에만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주친 상

황 속에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도덕적 선택의 갈등 상황이든 욕망에만 충실한 경우이든 모

두 私欲을 극복함으로써 天理[當然之則]을 회복해야만 한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보면, 한원진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窮理와 致知를 하지 못한다면 天理와 人

欲의 분간을 변별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원진은 ‘뜻을 독

실하게 하지 못하고 힘써 행하지 못하면 人欲을 제거하여 天理를 회복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이 같은 주장을 통해서 볼 때, 한원진은 결국 ‘窮

理와 力行이 克己復禮의 大法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다.

(한원진)그렇지만 궁리와 치지를 하지 못한다면 천리와 인욕의 분간을

변별하지 못하게 되어 도적을 자식으로 착각하고 철을 금으로 착각하

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뜻을 독실하게 하지 못하고 힘써 행하지 못

한다면 또한 진정으로 인욕을 제거하여 천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궁리와 역행이 극기복례의 대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경

을 간직하지 못하면 사려가 전도되고 지기가 어둡고 나태하여져서, 또

한 궁리와 역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경이라는 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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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가지고 성학의 시종의 요체로 삼은 까닭입니다. 요임금과 순임금

과 우임금이 서로 도통을 전하면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

니, 오로지 정밀히 하고 오로지 전일하게 하여 진실로 중을 잡는다고

하셨고, 공자는 안연에게 하루라도 극기복례하여 인을 하면 천하가 인

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대순의 인심과 공자의 기는 곧 인욕이

며, 대순의 도심과 공자의 예는 곧 천리이며, 유정과 예이고 예 아닌

줄을 아는 것은 궁리의 일이며, 유일과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

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는 것은 역행의 일이며, 윤집궐중과 천하귀인

은 곧 사욕이 모두 사라지고 천리가 유행하여, 일마다 이치에 합당하

며 사람마다 함께 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니, 이것이 곧 학문

의 지극한 공효요, 성인의 능사입니다.149)

여기서 한원진은 ‘窮理와 致知를 하지 못한다면 도적을 자식으로 착각

하고 철을 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비유

에 의거해서 궁리와 치지의 의미를 따져보면, 한원진이 논한 궁리는 판

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치지는 이 기준에 의거해서 외부

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자신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도적과 자식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누군가는 코

웃음을 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자식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을 가정해보

면, 부모가 도적과 자식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적인 감정이 天理[규범]를 소멸시키지 않

으려면, 사람은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언제나 살펴야 한다.

또한 이 반응이 도덕적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려고 한다면, 사적 감정을

따라 가지 않고 天理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독실하게 해야만 한다. 만

149) 南塘集, 卷5, 經筵說-上 , 然不能窮理致知 則無以辨天理人欲之分。認賊爲子。認鐵爲

金者多矣。不能篤志力行。則又無以眞能克去人欲而復其天理矣。此窮理力行。所以爲克己復

禮之大法也。然不能持敬。則思慮顚倒。志氣昏惰。又無以窮理力行矣。此古人所以以敬之一

字。爲聖學始終之要者也。堯舜禹之相授曰。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孔

子之告顔淵曰。一日克己復禮爲仁。天下歸仁。大舜所謂人心。孔子所謂己。卽人欲也。大舜

所謂道心。孔子所謂禮。卽天理也。所謂惟精與其知禮與非禮者。窮理之事也。所謂惟一與其

非禮而勿視聽言動者。力行之事也。至於所謂允執厥中與天下歸仁。乃是私欲克盡。天理流

行。事事合理。人莫不與之也。此則學問之極功。聖人之能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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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천리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세우지 못하면, 인욕으로 마음이 가득차

서 천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원진은 이 같은 수양법이 바

로 ‘克己復禮’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원진은 窮理로부터 力行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敬을 간

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敬을 간직하지 못하면 思慮가 전도되고

志氣가 어둡고 나태해져서, 窮理와 力行을 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이 주장에 의거해보면, 窮理는 도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敬을 유지해야만 窮理할 수 있다. 여기서 敬은 마음자세와 관련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敬은 규범을 학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한원진은 경전의 구절들을 인용함으로써 궁리와 역행의 수양법이 성학

의 종지임을 재차 밝힌다. 그는 尙書, 大禹謨 , “人心惟危。道心惟

微。惟精惟一。允執厥中。”과 論語, 顔淵 , “克己復禮爲仁。一日克己

復禮。天下歸仁焉。”으로써 자신의 수양법을 설명한다.

첫째, ‘人心’과 ‘己’는 人欲이고, ‘道心’과 ‘禮’는 天理이다. 둘째, ‘惟精’과

‘知禮與非禮’는 窮理이다. 셋째, ‘惟一’과 ‘非禮而勿視聽言動’은 力行이다.

넷째, ‘允執厥中’과 ‘天下歸仁’은 功效이다.

한원진의 수양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欲求와 동일한 것으로

치부한다. 人心이나 氣는 기본적으로 欲求이다. 그리고 이 欲求는 天理와

대결구도를 형성한다. 이 대결에서 天理가 승리하면 人心은 道心으로 人

欲은 禮로 승화되는 것이다. 天理가 人欲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사

람은 天理[禮]를 우선 받아들여야 한다. 天理[禮]의 학습이 바로 窮理이

다. 예법이 마음속에 갖추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내 마음의 반응을 살펴

야 한다. 그리고 예법에 맞추어 실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力行이다. 결

국 한원진의 수양법은 天理에 입각해서 人欲을 극복함으로써 도덕적 존

재가 되는 데 요체를 갖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보면, 한원진의 수양법은 도덕적 본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인

을 제외한 범인이 스스로 도덕적 존재가 되는 데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다. 그렇다고 해서 한원진이 도덕적 회의론에 빠져있는 것은 아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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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은 본성보다 성현들로부터 내려오는 禮樂刑政과 經典을 행위의 준거

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한원진은 자신의 수양법에 대해서 감정과 본

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감정과 규범의 문제에 주목해서 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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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의 덕목인 謙恭

1. 聰明과 謙恭

한원진은 ‘사람의 타고난 바탕은 聰明함을 으뜸으로 여기고, 德行은 謙

恭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心法은 敬을 핵심으로

삼고, 道體는 直을 종주로 삼는다.’고 역설한다.

(한원진)사람의 타고난 바탕은 총명을 으뜸으로 여기고, 덕행은 겸공

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심법은 경을 핵심으로 삼고, 도체는 직을 종주

로 여깁니다. 옛 사람들의 말을 살펴보면 속일 수 없습니다. 상서,
중훼지고 , “하늘이 내신 백성들이 욕심이 있으니, 군주가 없으면 혼

란해진다. 하늘이 내신 총명한 자는 이를 다스린다.” 상서, 태서
(상) , “하늘은 만물의 부모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 진정 총명한

사람이 원후가 된다.” 주역, 계사(상) , “옛날에 총명하고 예지하고

신무하고 죽이지 않는 자이다.” 중용, “총명예지가 임할 수 있다.” 
대학, “총명하고 예지하여 성을 다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이에서 나오면 하늘이 반드시 그에게 명하여 억조의 군주와 스승으

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150)

이에 의거해보면, 한원진은 총명과 경을 짝으로 삼았고, 겸공과 직을

대로 만들었다. 총명은 감각기관의 특성과 관련된 표현이고, 경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겸공은 덕목이고, 직은 도[예악형정]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선 한원진은 尙書, 周易, 中庸, 大學 등의 구절을 인용함으

150) 南塘集, 卷3, 辭乘馹仍陳戒䟽 , 盖人之生質以聦明爲先 德行以謙恭爲本。心法以敬爲

要。道體以直爲宗。考之前言。有不可誣矣。書曰。惟天生民有欲。無主乃亂。惟天生聦明。

時乂。又曰。惟天萬物父母。惟人萬物之靈。亶聦明作元后。易大傳曰。古之聦明睿智。神武

而不殺者。中庸曰。聦明睿智。足以有臨。大學序曰。一有聦明睿智能盡其性者。出於其間。

則天必命之。以爲億兆之君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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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총명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각각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총명은 모두

사람의 지각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그 가운데 빼어난 사람의 지각작용

을 총명이라는 용어로 대신한다.

그런데 지각은 감각기관의 작용으로부터 드러난 호오와 같은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각은 삿된 이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가령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사회적 정의를 선택해야 하는 상

황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보통 사회적 정의보다 자신의 생명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각이 통상 욕구와 관련된 것이고, 이 지각이 도덕보다 이익을 추구

하는 것이라면, ‘빼어난 사람의 지각은 과연 무엇에 근거해서 도덕적 결

단으로 이어지는가?’와 같은 의문이 발생한다.

尙書, 仲虺之誥 에 의거해보면, 빼어난 사람의 지각은 지혜[智]나

용기[勇]와 같은 덕으로, 도덕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151) 덕은 통상 좋

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낸다. 중훼지고 의 탕왕이 덕, 즉

빼어난 지각을 보여주는 모범이다. 탕왕의 덕은 바로 도탄에 빠진 백성

을 구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이다. 지혜와 용기는 일을 계획하고 추진

하는 힘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지혜와 용기는 바로 빼어난 사람의 지각

작용으로 총명과 짝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총명이 비록 감각기관과 관

련된 지각작용이지만, 그 총명이 덕과 관련된 것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聰明으로부터 謙恭

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敬․直이 聰明․謙恭과 어떤 관계에 있는

지를 살펴보겠다.

(한원진)천하의 만사는 지를 우선하지 않는 적이 없었으므로 지각했으

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지각하지 못하면서 행할 수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옛 사람들이 타고난 바탕의 아름다움을 논하면

151) 尙書, 仲虺之誥 , 成湯放桀于南巢 惟有慙德。曰。予恐來世以台爲口實。仲虺乃作誥。

曰。嗚呼。惟天生民有欲。無主乃亂。惟天生聰明時乂。有夏昏德。民墜塗炭。天乃錫王勇

智。表正萬邦。纘禹舊服。玆率厥典。奉若天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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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총명을 우선으로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타고난 바탕의

아름다움을 하늘로부터 얻었다는 것은 인력으로 간여할 수 있는 바도

아니고 인력으로 또한 조화를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에 나

아가 이치를 궁구하고 성을 알고 마음을 다하면 비록 어리석은 자라

고 하더라도 [덕을]밝힐 수 있고 타고난 바탕이 본래 아름다운 자와

그 총명을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총명은 덕 있는 말

을 듣는 데 귀 밝은 것이고 멀리 보는 데 눈 밝은 것이고 자신을 버

리고 여러 가지를 돌아보아서 천하의 의리를 다하는 것이지 사사로운

지혜나 작은 술수로 억측해서 종종 적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종

종 적중하더라도, 오히려 대덕을 해치게 됩니다. 게다가 적중함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152)

한원진은 ‘天下의 萬事는 智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

어서 그는 ‘萬事가 행해지는 것은 우선 知覺해야만 하는 것이다.’고 역설

한다.

이에 의거해보면, ‘智’는 일의 실행과 관련된 것으로, 지각작용으로부터

실현되는 덕목이다.

또한 한원진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바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총명이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도덕실천과 관련된 지각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지각은 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

리고 ‘하늘로부터 타고남’은 후천적 노력이나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각능력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성인

과 범인이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가령 탕왕의 지각능력은 아름다운 것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통으

152) 南塘集, 卷3, 辭乘馹仍陳戒䟽 , 盖天下萬事 莫不以智爲先。故知而不行者。有之矣。

不知而能行者。未之有也。此古人論生質之美者。必以聦明爲先者也。然生質之美。得於天禀

者。固非人力所能與。而人力亦有可以奪造化者。苟能格物窮理。以知性盡心。則雖愚必明。

可與天質之本美者。齊其聦明矣。然所謂聦明者。乃謂聦於聽德。明於視遠。舍己稽衆。以盡

天下之義理者也。非謂私智小慧。億則屢中者也。是雖屢中。猶傷大德。况其不可盡中者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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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걸

왕의 지각능력은 악한 것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한다. 이는 각자 타고난

것으로 노력을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한 누군가의 도움으로 벗어

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한원진이 ‘하늘로부터 얻었다는 것은 인력으로 간여할 수 있는

바도 아니고 인력으로 또한 조화를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애초에 성인의 지각능력을 제외한 범인의 지각능력으로

도덕실천을 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凡人이 도덕실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

는가?’와 같은 의문이 발생한다. 더욱이 걸왕이 폭군이 된 것에 대해 어

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걸왕은 애초에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원진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일에 나

아가 이치를 궁구하고 성을 알고 마음을 다하면 비록 어리석은 자라고

하더라고 덕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일은 좋은 관계를 실현할 만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군주가 백성의 욕구를 지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백성들은 통

상 감각적 욕구에 충실하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이 안정되면 교육을

통해서 도덕실천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성군의 총명은 백성들의 생리를 통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군은 백

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이들이 도덕적 존재

가 될 수 있는 禮樂刑政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백성들의 지각능력이 도덕적 반응에 어둡

다고 하더라도 성군이 만들어놓은 예악형정에 입각해서 도덕실천으로 나

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백성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이는 결

과적으로 타고난 바탕이 아름다운 사람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凡人이 결과적으로 총명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범인의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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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선을 추구하기보다 이익에 골몰할 가능성이 크다. 한원진 또

한 범인의 총명에 대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한원진은 총명에 대해 ‘덕 있는 말을 듣는 데 귀 밝은 것이고, 멀리 보

는 데 눈이 밝은 것이다.’고 재차 정의한다. 그리고 그는 총명에 대해 ‘자

신을 버리고 여러 가지를 돌아보아서 천하의 의리를 다하는 것이다.’고

부연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덕 있는 말’은 도덕적 반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를 듣는 데 귀 밝은 것’은 우선 자신의 마음을 덕 있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을 버리고’는 또한 삿된 말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깨어

있는 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천하의 의리를 다하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속에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속

에서 마음은 항상 깨어있는 상태, 즉 敬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한원진의 이론 체계에서 총명은 마음이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해 현혹되

지 않게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마음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마음은 본질적으

로 텅 비어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의리뿐 아니라 삿된 이

론도 끼어들 수 있다. 또한 삿된 이론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심지

어 이 기준에 입각하더라도, 사람들은 종종 적절한 반응을 할 수도 있다.

가령 임기응변과 같은 것을 실례로 제시할 수 있다. 한원진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사로운 지혜나 술수로 적중할 수 있지만, 이는 의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덕을 해치는 것이다.’고 역설한다.

이에 의거해보면, 한원진은 성인의 총명으로 구현한 義理, 즉 禮樂刑政

으로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야만, 그 반응이 비로소 적중하

게 되고 大德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논하는 것이다.

또한 한원진은 ‘삿된 지혜나 술수로 가끔 적중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한다면, 당 덕종과 같이 나라를 잃게 하는 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는 ‘당 덕종과 같은 자만하고 교만한 태도에 대

해서 경계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이 같은 논의에 입각해보면, 한원진이 총명과 겸공을 함께 논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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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한원진)만약 이를 총명이라 여기고서 자만하고 교만하다면, 이는 당

덕종의 총명하고 과감함이 나라를 잃게 하는 화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서, 요전 , ‘진정
공손하고 겸양하시다.’라고 요를 칭송하였습니다. 상서, 순전 , ‘온
화하고 공손하고 성실하고 독실하시다’라고 순을 칭송하였습니다. 상
서, 무일 , ‘아름답게 부드럽고 아름답게 공손하시다’라고 문왕을 칭

송하였습니다. 논어, 학이 , ‘온순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겸양하여

이것을 얻으셨다’라고 자공이 공자를 칭송하였습니다. 무릇 요․순․

문왕․공자는 위대한 성인입니다. 덕의 성대함을 칭송한 것은 모두 온

순하고 부드럽고 공손하고 겸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153)

尙書, 論語에서 인용한 구절들은 모두 恭遜과 謙讓을 최고의 덕목

으로 꼽고 있다. 여기서 堯․舜․文王․孔子와 같은 성인들이 칭송을 받

는 까닭이 모두 공손과 겸양에 있기 때문이다. 성인은 도덕적으로 완벽

한 존재이다. 더욱이 공자를 제외한 요․순․문왕은 권력의 측면에서 보

면 지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들에게 공손하거나 겸양해야 하는 것이지,

이들이 굳이 다른 이들에게 공손하거나 겸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들은 마음을 텅 비우고서 규범을 그 속에 가득채운 것이다.

그리고 규범 앞에 자신을 낮춘 것이다. 尙書, 論語에서는 왕 혹은

유세가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준칙을 따름으로써 이에 상

응하는 반응이 도출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손이나 겸양은 신분이

나 권력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규범 앞에 자신의 인욕을 낮추

고 없애는 것이다.

한원진은 ‘聖人의 德이 謙恭을 근본으로 삼고 있으니, 凡人은 응당 어

153) 南塘集, 卷3, 辭乘馹仍陳戒䟽 , 若以此爲聦明而自恃驕人 則此唐德宗之聦察剛果。所

以卒召喪邦之禍也。豈非可戒者哉。書稱堯曰允恭克讓。稱舜曰溫恭允塞。稱文王曰徽柔懿

恭。子貢稱孔子曰。溫良恭儉讓而得之。夫堯舜文王孔子大聖也。而其稱德之盛者。皆以溫柔

恭讓爲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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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해야만 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위대한 성인의 덕은 오히려 이를 근본으로 삼으니, 하물며 성인보다

너무도 못한 범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겸공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텅 비워서 받아들임으로써 만선을 다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는 목을 세우고 교만하고 인색함으로써 만선을 다 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강과 바다는 아래를 차지하여 모든 지류를 다

모아들이지만 높은 봉우리의 우뚝함은 초목을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겸공이 덕을 실천하는 근본이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154)

여기서 한원진은 ‘謙恭’에 관한 의미를 풀이함으로써 聖人을 포함한 모

든 인간의 근본덕목이 겸공임을 밝힌다. 한원진은 ‘겸공’을 ‘자신을 낮추

고 순종하고 텅 비워서 받아들이는 것이다.’고 설명한다. ‘자신을 낮추다.’

는 표현은 ‘목을 세우다.’와 대조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을 낮추다’는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나보

다 나은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본으로 삼겠다는 태도를 뜻

한다. 그리고 ‘순종하다.’는 나보다 나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자신의 지

침으로 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자와 같은 聖人이라면, 성인이 만들어놓은 禮樂刑

政은 凡人의 규범이 되는 것이다. 이 규범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우선

내 마음속에 존재하던 잘못된 준칙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이 텅

비어있어야만 그 속에 올바른 준칙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교만하고 인색한 것이다. 교만하고

인색한 사람은 자신의 아집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아집 외에 다른 것이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다.

154) 南塘集, 卷3, 辭乘馹仍陳戒䟽 , 大聖之德 猶且以此爲本。則况於下聖人萬萬者乎。盖

謙恭則卑順虛受而萬善咸歸。反是則高亢驕吝而萬善皆廢。譬如河海居下。衆流咸集。高峯突

兀。草木不生矣。此則謙恭之所以爲德之本。而不可不勉者也。



- 135 -

마음속에 존재하는 준칙에 입각해보면, 내 모든 행위는 聖人과 같이

萬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원진은 강과 바다로 비유

한다.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바다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있듯이, 범인

의 마음은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원진은 ‘謙恭이 덕을 실천하는 근본이고, 노력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보면, 성인이든 범인이든 지각으로부터 도덕적

실천으로 나아간다. 다만 성인의 지각은 총명한 것으로 다른 사람과 좋

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힘, 즉 德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힘은 외

부대상의 자극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일 뿐 아

니라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규범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다. 이 때문에 성인의 지각은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 즉 敬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규범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본래 모습[곧음]을 잃어버

리지 않는 것이다. 가령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면 그 속에 마땅히 따라야

만 하는 규범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聖人이라고 하더라도 규범

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규범에 대한 謙恭이다. 凡人은 올바른 지

각반응을 하기 어렵고, 게다가 규범을 직시해서 실현할 만한 총명을 갖

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범인은 성인이 만들어놓은 규범에 대해 학습하고,

이로써 자신의 의식을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해야만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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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한원진은 낙학의 이간과 토론을 하던 중에 스승 권상하로부터 이이 철

학을 충실하게 계승했다고 승인을 받게 된다. 권상하는 미발에도 기질지

성이 존재한다는 한원진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로써 보건대, 한원진이 이이 철학을 충실하게 계승했다는 주장의 핵

심 근거는 기질지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원진 철학은 기질지성

을 중심으로 일관된 이론 체계를 형성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원진은 성과 관련해서 性卽理之在氣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이는 기

가 리를 국한함[氣局]으로써 개별 사물의 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여

기서 개별 사물의 리는 개별 사물의 성이 된다. 반면에 각 사물의 리가

근원적으로 동일한 것은 리가 통[理通]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원진의

성은 기에 국한된 리로서의 기질지성이다. 이는 이이 철학에서 理通氣局

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한원진은 미발일 때에도 기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발

일 때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청탁수박의 기질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

고 청수한 기질을 타고난 경우를 제외한다면, 미발일 때 마음이 순선하

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질은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질이 좋은 사람은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기질은 외부대상의 자극

에 대한 반응을 드러낼 수 있는 지각작용의 바탕이다. 이이 철학에서 四

端七情論에서 人心道心論으로 옮겨가는 것과 동일한 문제의식이다.

한원진은 미발일 때 기질의 특징을 허령함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허

령함은 텅 비어서 신령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본체이다. 그리고 여기서 허

령함 또한 기질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허령함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허명함의 차이가 한원진의 지각론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살펴보는 단서가 된다. 한원진이 논한 지각은 사단칠정과 같은 감정뿐

아니라 의식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식은 결과로 드러난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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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 것이다. 의식이 감정을 살핀다면 이는

도덕적 판단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한원진은 분명 智와 知覺을

체용 관계로 설정한다. 따라서 지각은 도덕적 판단 능력을 포함한 의식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원진이 지각의 본질을 기질이라고 한 것을 상기해본다면, 지각

이 반드시 도덕적 판단이라고 규정하기 힘들 것 같다. 설령 지각이 도덕

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품수한 기질이 좋은 사람은 도덕적 판단을 잘

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각

이 도덕적 판단과 꼭 부합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원진이 지와 지각을 체용 관계로 설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한원진은 사단이든 칠정이든 정으로서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한

다. 이는 두 가지 감정의 발원처를 리와 기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리고 사단칠정은 리에 맞게 드러나야만 인의예지와 같은 덕목으로 실현

된다. 사단이든 칠정이든 모두 외부대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지각

작용이다. 또한 지각작용은 정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 선악은

의식적으로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다. 결국 지각은 사단칠정뿐 아니라

의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식은 동물과 구별되는 虛靈知覺으로 明德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다. 다만 허령지각은 기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이

다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로 인

해서 허령지각은 리를 갖추어야만 외물의 자극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明德이다. 이에 입각해보면, 지각작용은 잠재

적으로 지를 실현해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지와 체용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원진은 이 같은 구도를 情統志意라는 명제로 압축했으며, 이는

이이 철학의 氣發理乘一途說이나 性心情意一路說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다.

한원진은 극기복례와 겸공을 수양론의 핵심 요소로 삼는다. 극기복례

는 미발이든 이발이든 禮樂으로써 인욕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謙恭

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텅 비워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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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진의 수양법은 未發涵養과 已發省察의 구도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

라 미발이든 이발이든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敬]를 유지함으로써 人欲이

天理를 압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계의 태도는 바로 겸공이라는 덕목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수양은 범인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렇다면 한원진의 수양론은 범인이 성인이 제작한 예악형정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체화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 중에, 범인이

규범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우선 마음속에 존재하던 잘못된 준칙을 버

릴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이 텅 비어있어야만 그 속에 올바른 준칙을 담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준칙에 입각해보면, 내 모든 행위는 聖人과 같이

萬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바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있듯이, 범인의 마음은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원진은 예악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공을 가장 으뜸 덕목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한원진

또한 이이 철학과 같이 窮理-居敬-力行의 수양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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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Won-jin is a Neo-Confucianist[性理學者] who was faithfully

inherited Yi-I’s theory around physical natural tendency[氣質之性]. He

presents the proposition “Nature is the Li in the Qi.[性卽理之在氣]”.

This proposition means that Qi[氣] makes the principle of individual

object by limiting Li[理]. The principle of individual object becomes

the attribute of individual things. This has a thread of connection

with LiTongQiJu[理通氣局] of Yi-I’s philosophy.

In addition, Han, Won-jin insists that the physical tendency exists

even before it to be issued. It means that even though when it’s not

issued, the various physical tendency exists in the bottom of one’s

heart. A well-intentioned person can react appropriately, but the

opposite person can not react properly. Therefore, the physical

tendency becomes the base of perception that causes a reaction to the

stimulation of external object.

Han, Won-jin defines the unrisen mind’s feature as Xuling[虛靈].

Xuling means that one can react properly by emptying one’s mind.

And Xuling is also composed of physical tendency. Therefo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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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t help existing differences of Xuling between people.

The difference of Xuling is a clue showing the unique features of

the theory of the reflective consciousness in the Han, Won-jin’s

philosophy. The reflective consciousness in Han, Won-jin’s philosophy

includes consciousness as well as the four beginnings and seven

feelings. Consciousness looks all around the emotions whether it is

appropriate or not.

If consciousness is reading feelings, it is similar to moral judgment.

And Han, Won-jin sets up the relation of Zhi[智] and Zhijue[知覺] as

the Benti[本體] and Zuoyong[作用]. Therefore, Zhijue can be defined

the consciousness including moral judgment ability.

If the essentials of Zhijue[知覺] is physical tendency, Zhijue is not

necessarily coincide with the moral judgment. Even though Zhijue is

moral judgment, those who have a good character could make a good

moral decision, but it could be difficult to the others.

Then, What does it mean that Han, Won-jin defines Zhi[智] and

Zhijue[知覺] as the relation of Benti[本體] and Zuoyong[作用]? Han,

Won-jin thinks the four beginnings and seven feelings the same as a

emotion. This means that the origin of Li and Qi cannot be devided.

The four beginnings and seven feelings can be realized as virtue

like good nature[仁義禮智] only when it is exposed coinciding in Li.

Regardless it is the four beginnings and seven feelings, they are all

Zhijue as a response to stimulation of external objects. And all Zhijue

is defined through feelings. Therefore, emotion’s right and wrong

should be identified consciously. It is similar to Yi-I’s theory about

emotion which goes over from 'the theory of the four beginnings and

seven feelings(四端七情論)' to 'the theory of human mind-moral

mind(人心道心論)'.

Consciousness is foundation to realize genuine virtue[明德]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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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lingZhijue[虛靈知覺] distinguishing from animals. Since It belongs

to Qi,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person and person as well as

animals and men. Because of this, XulingZhijue should accept Li, and

then, it can response appropriately against external stimulus. It is the

genuine virtue.

According to this, Zhijue should realize Zhi potentially, and in this aspect,

Zhijue is related to Benti and Zuoyong. Han, Won-jin summarized it as

QingTongZhiYi[情統志意]. It is similar to the Yi-I's QiFaLiChengYidaoshuo

[氣發理乘一途說] and the XingXinQingYiYiLuShuo[性心情意一路說].

Ultimately, even if XulingZhijue has moral response ability in Han,

Won-jin’s philosophy, everyone except the Sage[聖人] can react

properly in accordance with Li[理]. That is connected with the theory

of self-discipline which is based on restraint from selfish desire and

restoration of propriety[克己復禮] and modesty[謙恭]. KeJiFuLi alerts

greed by ritual[禮樂] whether it to be issued or not. And modesty is

accepting the ritual by obeying and emptying one's mind. Therefore

Han, Won-jin sorts out the way of self-cultivation in order of

QiongLi[窮理]-CunYang[存養]-LiXing[力行]. This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Yi-I’s self-cultivation[QiongLi-JuJing-LiXing] theory.

Keywords : Physical Natural Tendency(氣質之性), The base of

Consciousness that can react properly by emptying one’s mind(虛靈知

覺), Zhi[智] and Zhijue[知覺] as the relation of Benti[本體] and

Zuoyong[作用](智體知用), Genuine Virtue(明德), Qing have seven

feelings and reflective consciousness(情統志意), Restraint from selfish

desire and restoration of propriety(克己復禮), Accepting the ritual by

obeying and emptying one's mind(謙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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