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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조선후기의 학계는 주로 심성 리기문제를 논의하면서, 특히 사단

칠정의 문제에 천착하 는데, 이 주제로 말미암아 허령지각과 지의 문제로 

깊이 들어가 토론하게 된다. 이후 다시 허령지각으로부터 오성 가운데 하

나인 지의 문제로 화되어, 인물성 동이 문제와 허령불매의 미발공부를 

탐구한다. 이것은 모두 조선학계의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

선학계는 나흠순이 지은 곤지기의 학문  의의를 탐구하 는데, 명  학

술이 진헌장과 왕양명 이래 주자학을 벗어나 심학화하는 것을 부정하고, 
더욱 순수하고 완 한 주자학을 건립하고자 했다. 이것은 조선과 명, 두 

나라 학술의 분화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사단칠정 논변 가운데, 이황은 리기호발설을 주장하고, 이이는 심성

정의 일로설을 제시하 는데, 이 두 가지 종지는 모두 이후의 논변에 향

을 끼쳤다. 율곡학  를 들면 송시열, 윤증, 박세채, 이희조, 김간, 민언

휘, 한원진 등등의 학자는 모두 이이의 이러한 종지에 서있고. 체로 마

음의 작용인 허령지각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율곡학 에서 독립 인 김창

 일 는 오성과 사단의 시비의 지는 본성에 속하고, 시비는 지의 작용이

라고 말하여, 마음의 작용인 허령지각과 다르다고 지 한다. 김창 의 이러

한 견해는 이황의 리발설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일반

으로 김창 은 이황과 이이 둘을 충하 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도 그

의 이 같은 지의 작용이라는 견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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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선 학계는 사단칠정의 문제에 깊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의거해서 주자학  통을 수호하고 이단학술이 일어남을 억 르려 

하 다. 그들은 주희 자신의 작에서 주희의 기와 후기 견해의 차

이 혹은 모순의 문제 을 찾아 변별하고 정리하 을 뿐만 아니라, 후

의 주소에서 타당하지 않은 문제 을 선별하고 부정하 으니, 그 목

은 모두 순수한 주자학 건립에 있었다. 이 가운데 허령지각이 심에 

속하느냐 지에 속하느냐의 논변이 있게 되었다. 기 승, 송시열, 김창

, 민언휘(閔彦輝), 한원진 등등의 지각과 지에 련된 견해와 논변은 

비록 나흠순과 직 인 련은 없더라도, 나흠순과 왕양명 두 사람이 

양지가 천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해 벌인 논변을 조선학계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일정 정도 계가 있고, 따라서 그 에서 

송시열, 김창 , 한원진 3인의 토론을 연구하고자 한다.1)

기존의 연구로는 문석윤,2) 이천승,3) 이경구,4) 조성산,5) 등의 성과가 

있지만, 주로 논변의 내 인 이론  논리구조에만 한정되었다. 이 논

쟁이 양명학과 련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논쟁이 송시열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을 놓치고 있다. 
필자는 이 논쟁의 반 인 과정을 소개하고 그것이 함축하는 조선과 

명  유학의 철학 인 분화과정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필자는 이미 박사학  논문(｢나흠순의 철학과 조선학자들의 논변｣)에서 

이 주제를 다룬 이 있다. 그 때는 철학 인 논 만을 제시하는데 그쳤

다. 이 은 그 논변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그 의미를 좀 더 보강하

다. 

2) 문석윤, 호락논쟁－형성과 개, 동과 서, 2006

3) 이천승, 농암 김창 의 철학사상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4) 이경구, 조선후기 안동김문연구, 일지사, 2007

5) 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개, 지식산업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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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허령지각의 두 견해와 논변의 시작

조선학자는 리기론의 에서 허령지각을 분석했는데, 그 견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허령은 청명한 기이고, 따라서 마음은 비로

소 허령할 수 있고, 허령하기 때문에 지각할 수 있고, 그리하여 허령

과 지각은 각기 체용이 된다. 이것이 이른바 마음은 기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기와 리가 합하여 마음이 된다. 그래서 허령과 지각은 모든 

리를 갖추어 모든 일에 응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이른바 마음은 리

와 기가 합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김창  학 는 모두 주자학의 주소를 검토하고, 시비의 지를 추출

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심학 색채의 허령지각을 부정하고 시비의 

지를 시하 다. 그들의 이러한 은 확실히 합리주의  특색을 

포함하고 있고, 실학을 여는 공헌을 하 다. 
지각과 지에 련된 논변은 체로 아래와 같다. 조선학계는 사단칠

정 논변으로 말미암아 깊이 마음 본성 감정 생각(心性情意)의 구조와 

기능을 깊이 탐구하 다. 이 가운데 허령지각과 지의 문제를 탐구하

고, 뒤에 본성과 련된 인물성 동이와 미발공부의 논변으로 확 되기

에 이르러, 조선이 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일 된 논변은 

체 으로 ‘마음 본성 감정 생각은 하나의 길이다’에 심을 기울인 

율곡학  내부에서 발생하 다. 더욱 상세하게 말하자면, 소론의 학자

들이 비록 노론의 우두머리인 김창 을 공격했을지라도, 논변의 주장

은 노론의 낙학 김창 과 호학 한원진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비교  큰 논변은 체로 두 번 발생하 다. 제 1차는 송시열 70세

(1676)이후 문인 김간(金幹) 김재(金栽) 사이의 문답이다. 제 2차는 

송시열의 문인인 김창 이 47세(1697)에 ‘분별의 리’(別之理)인 지

(智)를 제출한 이후, 민언휘가 먼  김창 을 비 하는 서신을 보내

고, 송시열의 문인인 이희조와 김간 두 사람이 편지를 보내 김창 을 

공격하 다. 두 논변 뒤에 송시열의 문인인 권상하가 그의 문인인 한

원진으로 하여  김창 의 견해를 검토하고 비 하게 하여, 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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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지속된 논변이 더욱 치열하게 되었다. 김창 과 민언휘 두 사람

이 노론과 소론 사이의 변론을, 한원진이 김창 을 비 하는 것은 노

론내의 호론이 낙론을 공격한 것을 표한다. 
먼  기 승은 지능과 양지(良知) 양능(良能) 둘의 차이를 나  학

자이다. 그는 1565년 겨울에 노수신을 방문하여 인심도심에 하여 

토론하 다. 노수신은 이때 처음으로 나흠순의 곤지기를 호평하

다. 기 승은 도리어 나흠순의 도심인심 체용론의 잘못된 에 하

여 비 하 다. 3년 뒤에 두 사람은 나흠순의 평가에 하여 이야기

하 고, 기 승은 나흠순의 리기일물론이 주희를 거스른 잘못에 하

여 지 하고, 나흠순이 선불교 인 색채가 있다고 비 하 다. 기 승

은 1569년 ｢논곤지기｣(論困知記)라는 을 썼다.6)

그는 먼  나흠순이 불교로 들어가 유학으로 나온 학문과 깨달음

의 과정을 지 하고  나흠순이 불교가 심을 알았지만 본성을 알지 

못했다고 공격할 때, 허령지각이 단지 마음의 신묘한 작용일 뿐이고, 
본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에 한 비 하 다. 나흠순은 불교

가 경지상 마음을 깨달았지만, 궁극 으로는 성을 깨닫는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하 다고 배척하고, 유가는 마음의 신묘한 작용에 머물러

서는 안되고, 마땅히 성의 본체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 나흠순은 먼

 선불교의 공(空), 각(覺), 신(神)을 허(虛), 지각(知覺) (靈)에 

비시킨 연후에 세 가지는 모두 마음의 신묘한 작용일 뿐이고, 다시 

로 성의 본체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7) 기 승은 이것은 나흠순이 

제시한 심성론의 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것에 의

거해서 나흠순이 이해한 허령지각은 불교 이고 유가 이 아니라고 

6) 高峯集 ｢高峯先生年譜｣ 四十四年乙丑. 先生三十九歲. 十二月. 盧 齋量移

過鎭國院, 往見之論人心道心. 齋以整菴所見爲的, 其後作困知記論以辨之. 

7) 困知記1a-5. 釋氏之明心見性, 吾儒之 “盡心知性”, 相似而實不同. 蓋虛

靈知覺, 心之妙也. 精微純一, 性之眞也. 釋氏之學, 大抵有見於心, 無見於性. 

故其爲教, 始則欲人盡離諸相, 而求其所 空, 空即虛也. 旣則欲其即相、即

空, 而契其所 覺, 即知覺也. 覺性旣得, 則空相洞徹, 神用無方, 神即靈也. 

凡釋氏之 性, 窮其本末, 要不出此三 . 然此三 皆心之妙, 而豈性之 哉! 

使其據所見之及, 復能向上 之, 帝降之衷亦庻乎其可識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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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한다. 실제로 그는 허령지각이 기라는 견해에 의거해서 불교와 

양명학 모두 심을 성으로, 기를 리로 간주하는 이단이라고 엄격하게 

비 한다. 이로 인해 기 승은 나흠순이 해석한 허령지각은 단지 “정
신을 가지고 놀고, 천리를 끊어버리는” 선불교일 뿐이라고 비 한다. 
나흠순이 주장한 세 가지 요  즉 도심인심체용론, 리기일물론, 그리

고 양지는 천리가 아니라고 한 것에 하여, 기 승은 모두 나흠순이 

마음의 작용이 본성이라고 불교의 이론을 잘못 인식한데서 나온 것이

라고 한다.8)

이로 인해 기 승은 허령지각의 근원을 추구해서 유가 자신의 양

지 양능의 의미에까지 이르른 것을 가지고 유학과 불교를 구별한다. 

“나흠순은  ‘양지는 천리가 아니다’라고 논하면서, “마음의 지각

(知)과 능력(能)은 인심의 신묘한 작용이고,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함은 바로 인심의 천리이다.”9)고 하 다. 그 다면 천리는 마음의 

신묘한 작용밖에 있으니, 마음의 신묘한 작용은 천리와 상 이 없다는 

말인가? … 지각(知)과 능력(能)은 비록 다 마음의 신묘한 작용이나, 
참과 거짓, 틀림과 올바름의 분별이 있으니, 진실로 다 천리라고 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다 하나의 ‘양’(良)자를 붙이면, 바

로 본연의 선이니, 어  천리의 발동함이 아니겠는가? 지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천리라고 하면서 양지는 천리가 아니라

고 하 으니,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함과 양지가 과연 이처럼 

차이가 있단 말인가?  지각과 능력을 마음의 신묘한 작용이라고 하

고, 참과 거짓. 틀림과 올바름의 실제를 살피지 않았으니, 이것은 더욱 

안된다. 불교의 신통묘용(神通妙用)과 물을 나르고 나무를 운반한다10)

는 주장은 바로 그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 신묘한 작용이라

고 한 실수를 범한 것이다.”11)

8) 高峯集권2 論困知記 以此一章觀之, 其學之出於禪學 , 益無所遁矣. 夫心

之虛靈知覺, 乃理氣妙合, 自然之妙, 而其或有不能然 , 特以氣稟物欲之蔽, 

而失其正耳. 人苟能操而存之, 不為氣稟物欲之所累, 則其虛靈知覺之妙, 固

自若也. ……然則聖賢之論心, 亦 釋子無異致耶? 離諸相, 契虛覺, 而洞徹

無方 , 乃釋子之作 精神, 滅絕天理 也. ……佛氏作用是性之說, 固認氣

為理, 而以心論性也. 整菴實見之差, 實由於此, 故理氣一物之說﹑道心人心﹑性
情之云, 亦皆因此而誤焉. 

9) 곤지기 속권상 45

10) 일상 인 생활에도 불성 즉 진여가 드러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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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말미암아 보면, 나흠순은 본래 왕양명이 제시한 양지는 마음

의 신묘한 작요일 뿐이고 천리를 갖추지 않는다고 비 한다. 다만 기

승은 오히려 나흠순의 양지에 한 두 가지 잘못을 범하 다고 지

한다. 하나는 나흠순이 신묘한 작용과 천리를 분시켜, 이것은 체용

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을 분리시킨 잘못을 범하 다. 둘째는 나

흠순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과 형을 공경하는 것을 모두 천리라고 

하 는데 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유가의 지각과 능력은 참과 거짓, 
틀림과 올바름의 구분이 있어서, 불교의 마음의 신묘한 작용과 다르

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가와 불교의 구별이다. 기 승은 지각과 능력, 
양지와 양능은 같지 않고, 지각과 능력은 다만 마음의 신묘한 작용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양이란 자 하나를 더한 양지 양능은 본연

의 선이고, 천리의 발 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기 승은 나흠순이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고 인정한 지각과 능력이 결코 유가의 천리를 

구비한 양지 양능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기 승이 지각과 능력은 마음의 신묘한 작용이

고, 양지와 양능은 본성으로부터 발 한 것이어서, 둘의 근원은 다르

다고 변별한 것이다. 그가 이와 같이 이미 둘의 근원이 이미 다르다

고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명백하게 양지 양능은 본성으로 발

한 지의 작용이라고 지 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후의 학자들은 마

음의 허령지각과 본성의 지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와 같이 보면 기

승의 이러한 변별은 조선학계의 지각과 지를 변별하는 논의의 시작

이다. 

11) 高峯集권2 論困知記 整菴又論良知非天理, 而云: “知能是人心之妙用, 愛

敬乃人心之天理.”然則天理在妙用之外, 而妙用 無 於天理乎?……知能, 雖

皆心之用, 而有真妄邪正之分, 固不可皆指以為天理矣. 若加一良字, 則乃本

然之善, 豈非天理之發乎? 今以愛敬為天理, 而以良知為非天理, 愛敬 良知, 

果若是其不同耶? 且以知能為心之妙用, 而不察乎真妄邪正之實, 則尤不可. 佛

氏之神通妙用﹑運水搬柴之說, 正坐不分其真妄, 而皆以為妙用之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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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송시열 김창협 한원진의 허령지각과 지에 

관련된 논변과정

지각과 지의 논변을 시작한 핵심인물은 송시열이다. 송시열과 그 

문인은 순수한 주자학을 건립하기 하여, 주희 자신의 문헌과 주자

학에 련된 주소 가운데서 모순된 문제 을 변별하여, 주자 차

의와 논맹혹문정의통고를 편찬하 다. 그의 이와 같은 변별의 

은 그의 학 와 련이 있는 것이다. 그는 일 이 24세 때 김장생

을 뵈었다. 김장생은 이이의 문인이다. 송시열은 김장생의 문하에서 

1년 동안 가르침은 받았는데, 어떤 깊은 밤에 마치 불교에서 의발을 

수하는 것과 같이 스승이 불러서 그를 오게 하고, 친히 하나의 구

을 가르쳤는데, 곧 심성정의(心性情意)의 뜻이었다.12) 이 심성정의

의 뜻은 곧 이른바 이이의 심성정의 일로설(一路說)이다.13) 그 후 송

시열은 곧바로 이것을 주의 깊게 탐구하 으니, 율곡학 가 심을 

기울인 심성정의의 구조와 기능이다. 
송시열이 70세(1676)에 송시열의 문인 김간과 김재 형제 두 사람

은 편지를 써서 송시열에게 가르침을 청하 다. 이 가운데 요한 문

제는  학명명덕의 명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허령지각과 정이

가 말하는 지각의 차이, 성정과 심의의 체용, 정의의 선불선,  심성

정의의 논의이다. 

12) 宋子大全附  권2 5ab, 年譜, 崇禎三年庚午, 先生二十四歲條. 宋子大全
권212, 語 , 沙溪先生語 . 文元公受學於栗谷李文成公. 爲東方理學之世適. 

先生自幼已出入其門下. 文元公甚奬 之. 及是. 睡翁公喪制旣畢. 意致事. 自

九龍去溪上百餘里. 挾書理屐. 徒步以從. 先受近思 , 心經, 家禮 等書. 文元

公期許益重. 每同其寢食. 夜間. 數字呼而問其寢否. 詢扣格致心性情意等說. 爲

之諄諄論說. 先生益自奮發. 自任以聖賢之學焉

13) 栗谷集권14-33b, 雜記 性是心之理也, 情是心之動也, 情動後緣情計 爲

意. 若心性分二, 則道器可相離也. 情意分二, 則人心有二本矣, 豈不大差乎? 

知性ㆍ心ㆍ情ㆍ意只是一路, 而各有境界, 然後可 不差矣. 何 一路? 心

之未發爲性, 已發爲情, 發後商量爲意, 此一路也. 何 各有境界? 心之‘寂然不

動’時, 是性境界, ‘感而遂通’時, 是情境界, 因所感而紬繹商量, 爲意境界, 只是

一心, 各有境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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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간, 송시열 두 사람의 서신 가운데 지각과 지에 련된 요한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와 련된 두 가지 다른 해석에 

해서, 형제 두 사람은 하나의 지는 사람 마음의 허령지각의 운용이고, 
다른 지는 사물을 아는 본래의 지각이어서, 두 지의 해석은 마땅히 

다르다는 것이다. 송시열의 답신은 그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매우 오

랜 동안 회의를 하 고, 일 이 도반들에게 가르침을 청하 다고 한

다. 그는 김간 형제가 제기한 문제를 정하 다. 다음으로  학의 

명덕 주에 련된 두 가지 다른 해석이다. 첫째는 명덕은 허령불매한 

마음이다. 둘째는 명덕은 단지 허령불매한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 리

를 갖추고 모든 일에 응하는 것이다. 형제 두 사람은 먼  허령불

매의 환희 밝은 것이 명이고, 미발에 순선하지만 이미 발동한데 도

에 맞는 것이 덕이라고 지 한다. 그들은 후자를 지지한다.14) 송시열

은 명덕은 마음 본성 감정의 체 인 이름이라고 하면서, 김간 형제

의 견해를 지지한다.15) 셋째는  학의 소주와 련하여 원  호병

문의 주석에 본성이 발동하여 감정이 되고, 마음이 발동하여 생각이 

된다고 한다. 뒤에 어떤 사람이 호병문의 해석에 반 하여 먼  감정

이 있고 난 뒤에 생각이 있다는 주희의 다른 견해를 제시하 다.16) 
김간 형제의 첫 번째, 두 번째 의문은 모두 허령지각과 지에 련된 

것이다. 다만 송시열, 김간, 김재 세 사람은 모두 둘의 차이에 해서

만 밝혔을 뿐, 한 걸음 나아가 이 문제에 해서 토론한 이 없다. 

14) 宋子大全권104 7b-8a, 答金直卿﹑仲固 或人有單提心字而訓明德 . 余曰苟

如子說 , 朱子於章句, 何以曰: “明德 ,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

眾理而應萬事 也”云耶? 或 曰夫所 虛靈不昧, 具眾理應萬事, 不是明德也. 

只虛靈不昧是明德, 而具眾理應萬事是明德中事也. 曰此不然. 蓋天之所以賦於

人 之命, 人之所以受於天 之性, 感於物而動則其隨所感而發見 之

情. 盛貯此性, 運用此情, 而主於一身 之心. 而心是氣之極精爽處, 故本體

自然虛靈. 其虛靈不昧, 炯然洞然 , 之明. 心該動靜統性情, 故心之未發而

性之純善, 既發而情之中節 , 之德指虛靈不昧 純善中節 , 之明德. 

15) 宋子大全권104 10a, 答金直卿﹑仲固 蓋或 之意, 以所 虛靈不昧 , 爲釋

明德之意, 故有此說, 而不知所 明德 , 是心性情之總名也. 

16) 宋子大全권104 10a, 答金直卿﹑仲固 “古之欲明明德”. 註, 雲峰胡氏曰: 

“因其所發而遂明之 , 性發而為情也. 實其心之所發 , 心發而為意也. 或

以胡說為非, 而有“有情而後有意”之語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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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창 이 지의 작용이란 것을 제기한 이후 학문 인 논변이 되

었다. 세 번째 의문은 율곡학과 련이 된다. 김간 형제는 먼  이이

의 마음 본성 감정 생각은 하나의 길이라는 주장에 의거해서 마음은 

본성과 감정의 주인이고, 본성 감정 생각의 넷은 하나의 길이고, 마음

과 본성의 두 가지 발동과 감정 생각의 선후를 반 하 다. 이것에 의

거해서 김간 형제는 호오 의 해석은 마음과 본성을 둘로 나 고, 감

정과 생각을 두 갈래로 보는 잘못을 범하 다고 지 하고, 어떤 사람

의 견해도 감정과 생각을 분리 독립시키는 착오를 범했다고 비 한

다.17) 송시열은 “뒤섞인 체를 즐기고 분석을 싫어하는 병통”이 있다

고 일깨우고, 김간 형제도 지나치게 ‘불상리’(不相離)라는 하나라는 

을 가져서는 안되고, ‘불상잡’(不相雜)이라는 에 주의해야 한다

고 지 한다. 송시열은  본성은 작 가 없는 것이고, 마음은 운용하

는 것이고, 감정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를 들고 나오는 것이고, 
생각은 따지고 꾀하는 것이라고 하고, 호굉이 감정을 본성에 소속시키

고, 생각을 마음에 소속시키는 해석은 잘못이 없다고 지 한다. 송시

열이 이러한 답신은 김간 형제의 의문을 해소시켰다.18)

이 다음해 김간은 다시 송시열에게 편지를 보내 가르침을 청한다. 
이 속에서 진순(陳淳)의 성리자의의 “리와 기가 합해서 허령하게 

17) 宋子大全권104 10b, 答金直卿﹑仲固 愚觀胡說固不是, 而或 之說亦不是也. 

蓋性是心之理也, 情是心之動也, 意是心之計 也(於一念才動處, 便有計 也), 

心是性情意之主也. 此四 雖有性情心意之分說, 而只是就那混淪全體上各指

其所主而 . 故其命名殊而意味別耳, 不是判然分離, 而性是一箇地頭, 心是

一箇地頭, 情是一箇地頭, 意是一箇地頭也. ……今若以因其所發而遂明 為

性發而不 心, 以實其心之所發 為心發而不 性, 則是心 性判為兩物, 而

情 意分為二岐. 此則胡氏之說, 恐未免有病也. 今若以情為先意而存, 而離

意獨立. 以意為後情而生, 而 情不管, 則是情自為情而先在這一邊, 意自為

意而後在那一邊. 此則或 之說, 所以為錯也. 

18) 宋子大全권104 12b-13a, 答金直卿﹑仲固 大抵性是無作為底物, 心是運用底

物, 情是不知不覺闖然出來, 不由人商量底物, 意是計 為底物. 故胡氏以情

屬性, 以意屬心. 此則不為不是, 而但其下所 性發為情, 其初無有不善云 為

未是. 蓋情雖發於性, 而直出 為善, 旁出 為惡. 何得 情無不善也? 來諭發

明, 大概皆是, 而但以心性情意為不可分彼此先後 , 甚未安. 心性雖可 之一

物, 然心自是氣, 性自是理. 安得 之無彼此?情是發於性, 而意是緣情而計 , 

安得 之無先後哉? 高論略有 渾全而惡分析之病, 此不可不察也. 



특집 / 조선후기 유학의 새로운 발견12
된다.”는 해석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 진순은 리기가 합한 것으로 인

해서 마음은 허령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다만 김간은 진순의 주장을 

부정하고, 마음이 허령하게 되는 원인은 리기가 합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기의 알짜배기이고 그래서 로 허령하게 된다고 주장한

다.19) 실제로 마음이 이와 같이 주로 움직이게 되는 원인에 해서 

말한 것인데, 김간의 질문한 진정한 목 은 마음이 어떻게 본성 감정 

생각을 어떻게 주재하는가의 원인에 있다. 본성 감정 둘 다 작 가 

없는 것이고, 마음 생각 둘은 본성과 감정을 주재하는 것이니, 곧 마

음이 본성을 주재하고, 생각이 감정을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 허령은 마음의 체용이고 한 기라서, 기가 움직이면 마음과 생각

이 본성과 감정을 나 어 주재하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간

이 허령은 기이다는 견해에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송시열은 마음

의 리기의 합한 것이라는 견해를 채택한다. 이로 인해 송시열은 진순

의 잘못은 과도하게 리와 기를 나 었고, 김간의 “기가 맑기 때문에 

허령할 수 있다”는 구 은 기를 시하고 리를 경시하는 잘못을 범했

다고 한다.20) 이후 2년 사이에 송시열은 심세희(沈世熙),21) 정찬휘(鄭
纘輝),22) 윤증(尹拯)23) 등과 허령지각의 문제를 토론하여, 허령지각의 

문제에 해서 깊이 들어간다. 송시열은 둘의 분별은 리기 불상잡에

서 근원하는 것이라는 을 곧바로 견지한다. 
송시열의 지각과 지에 한 은 모두 ｢간서잡록｣에 기재되어 

있다. 그는 두 조목을 남긴다. 

19) 宋子大全권104 19b, 答金直卿 北溪陳氏曰: “人生得天地之理, 又得天地之

氣. 理 氣合, 所以虛靈”云云. 妄意此所  “理 氣合, 所以虛靈”八字, 也似

有病. 蓋心是氣之精爽處, 故其為物自然虛靈, 虛靈故知覺. 虛靈知覺, 故於心

中所具之理, 無所蔽隔. 不是理 氣合然後方能虛靈也. 

20) 宋子大全권104 22a, 答金直卿 然則陳氏以虛靈為理 . 侵過理之界分. 來

示以氣清故能虛靈云 . 遺卻形之一邊. 一則失於蔓延. 一則病於輕忽. 此不可

不知也. 

21) 宋子大全권105 11ab 答沈明仲

22) 宋子大全권101 7b-8a 答鄭景由 

23) 宋子大全권111 8a 答尹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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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은 마음에 속하니, 이것은 주희의 평생 주장이지만, 어떤 곳에

서는 지각을 지에 소속시켰다. 이것을 자세히 분별하지 않으면 안된

다. 나는 자의 이른바 지각은 마음의 허령불매를 두루 말한 것이고, 
후자의 이른바 지각은 맹자 주에서 이른바 ‘일의 소당연을 알고, 리
의 소이연을 깨닫는다’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속하고 지에 속하는 차

이가 있다.”24)

“지각은 마음에 속하니 이것은 주희의 평생 해석한 주장이다. 그가 

｢답오회숙서｣에서 지각을 지의 작용이라고 여겼으니, 이것은 후가 

다른 주장이 아니다.  지각에는 둘이 있으니, ‘허령하게 운용하고, 
굶주림과 배부름, 추 와 더 를 아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은 

주돈이 정이의 지각이다. ‘일의 소당연을 알고, 리의 소이연을 깨닫는 

것은 지의 작용이다. 이것은 정이의 지각이다. 둘은 각기 지시하는 바

가 있으니, 뒤섞어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개 마음은 기이고, 지는 

본성이고, 성은 리이다. 기와 리 둘은 불상리 불상잡이다.”25)

이로 말미암아 보면 송시열은 지각과 지의 작용이 같지 않음을 밝

혔더라도, ‘허령지각은 마음의 작용이다’고 한 것은 기에서 발원한 것

이고, ‘지각은 지의 작용이다’라고 한 것은 리에서 발원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그는 주자학 내에서 그 학설의 원만함을 구하고자 하여, 
다만 마음과 본성 리기 불상잡 한 쪽 측면에만 주목하여, 이것은 앞

뒤가 다른 주장이 아니라고 말할 뿐이다. 이것은 그가 주희의 기 

후기 학설의 차이를 부정한 것이다. 실제로 송시열은 허령지각과 지 

둘의 근원이 다름을 밝혔지만, 그는 둘이 일으킨 문제에 해서 해명

한 이 없다. 이로 인해 그의 많은 제자들은 깊이 토론을 시작하

다. 특별히 김창 은 ｢차기｣한 조목을 남겼다. 그는 이 문제를 학술

인 문제로 삼아 깊이 그 문제 을 탐구하여 배불론의 입장에서 지

24) 宋子大全, 권131 3a, 看書雜  以知覺屬心, 此朱子一生說, 而一處又以知覺

屬智, 此處不可不仔細分辨. 竊 前所 知覺, 是泛 心之虛明不昧. 後所 知

覺, 是孟子註所 識其事之所當然, 悟其理之所以然 . 故有屬心屬智之異也. 

25) 宋子大全, 권131 5a, 看書雜  以知覺屬心, 此朱子一生訓說也. 其答吳晦

叔書則乃以知覺爲智之用, 此非前後異說也. 夫知覺有二, 其虛靈運用, 識飢

飽寒煖 , 心之用也, 此周程所 知覺也. 識事之所當然, 悟理之所以然 , 智

之用也, 此伊尹所 知覺也. 二 各有所指, 不可混淪說也. 蓋心氣也, 智性

也. 性則理也. 氣 理二 , 不可離, 而亦不可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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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지의 분별을 유학과 불교의 구분으로 삼았다. 

둘째는 김창 의 견해서 말하자면, 송시열은 비록 지각과 지 둘의 

차이에 한 것을 밝혔지만, 학술 이론상에서 이 문제를 돌 하지 못

하 다. 그러나 송시열의 문인인 김창 도 일 부터 이 문제에 회의

를 하 으나, 먼   학장구 서에 의거해서 원  호병문이 허령지

각의 신명을 가지고 와서 시비의 지를 보충하려는 잘못을 범하 고 

원  번역 심씨의 “허령지각은 여러 리를 신묘하게 하고, 모든 일에 

응한다”는 해석도 마음의 작용에 편향된 잘못을 범하 다고 주장하

고, ｢차기｣에 남겼다. 그는 뒤에 주희의 ｢답반겸지서｣에 의거해서 호

병문이 잘못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지의 작

용과 마음 본성 감정 생각의 구조와 기능을 확인하 다. 이로 인해 

그는 호병문, 번역 심씨 두 사람의 보충 해석의 잘못을 지 했을 뿐

만 아니라, 송시열 이래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를 돌 하 다. 이에 

따라서 그는 주희가 말한 ‘변별하는 리’를 가지고 본성의 지로 삼았

고, 시비의 분별을 가지고 지의 작용으로 간주하 다. 이것이 그의 

학문  성과이다. 
김창 의 이러한 돌 의 의의에 해서 말하자면, 김창  가문은 

학술과 정계에서 서울지역의 명망거족이고, 그는 어려서 송시열에게

서 학문을 배우고, 34세에 송시열에게 심경석의문목을 질문하여, 
송시열의 인가를 받았고,26) 한 송시열이 완성하지 못한 주자

차의를 이어서 작업하여, 36세 교정의 성과를 조정에 올렸다.27) 동

시에 그는 이황과 이이 두 사람과 학 간의 각종 논변을 검토하 다. 
그는 47세(1697) 민언휘와 얼굴을 맞 고 토론을 벌일 때, 이 문제를 

제기하 다. 민언휘가 먼  김창 의 견해를 지각을 둘로 나 다는 

비 하면서, 지각과 지의 논변이 시작되었다.28) 두 사람은 그해 여름 

가울 겨울동안 6통의 편지를 왕래하면서 논변을 개하 다. 김창

26) 農巖集권35 25a 年譜 甲子 先生三十四歲. 上尤齋先生問目, 論心經釋疑

疑義

27) 農巖集권35 26b 年譜 丙寅 先生三十六歲 承命校正朱子大全箚疑. 

28) 農巖集권36 11b 年譜 丁丑 先生四十七歲. 答閔彥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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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1세 때 이황 이이 두 사람의 사단칠정에 한 논변과 이이의 인

심도심에 한 논문을 썼다.29) 그는  54세 때 편지를 보내어, 권상

유(權尙游)가 박세당(朴世 )의 사변록(思辨 )을 비 한 을 지

하 는데,30) 이것은 권상하 권상유 두 형제의 학술 의 잘못을 

비 한 것이고, 호락 두 학 의 허령지각의 논변이 일어나게 된 까닭

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보면 그가 47세 때 지각과 지를 분별한 것은 

그의 학술에서 환 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가 학술상 송시열의 

통을 잇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김창 의 평생 학술의 목 은 불교를 비 하고 양명 심학을 비

하는 것이다. 그는 먼  유가와 불교의 구별을 변별하기 하여 불교 

경  이론에서 지각을 본성으로 여기는 문구에 해서 부정한다. 

“불교가 지각을 본성을 여겼다는 것은 선배 유학자가 진실로 말했

다. 그러나 이것은 도둑질한 장물의 의미를 분명히 악해야 미혹됨을 

면할 수 있다. 요사이 당  승려 종 이 찬한 선원제 집도서(禪源

諸詮集都序)를 보니, 신령스러운 지가 곧 참된 본성이라고 극언하면서 

여러 경과 논을 마음 로 인용하면서 증명한다. ‘공하고 고요한 마음

은 신령스러운 지가 있어 어둡지 않다. 이것이 곧 고정불변의 실체성

을 지니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명증 으로 이해하는 존재가 의 참된 

본성이다. 지란 한 자가 모든 신묘함의 문이다.’31) ……이것에 의거

하면 그가 말한 진여법성이 비록  묘하더라도, 이 마음의 지각

에 불과할 뿐이다. 왕양명의 양지가 곧 천리라는 주장은 이것과 조

도 차이가 없으니, 불교의 도둑질한 장물의 의미를 이미 악하면 양

명의 학술  근거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32)

29) 農巖集권36 19b-20a 年譜 辛巳 先生五十一歲 論 , 栗兩先生四端七情

說. 又論栗谷人心道心說. 

30) 農巖集권36 24b 年譜 甲申 先生五十四歲. 二月. 答權修撰書. 論思辨 辨. 

31)  정신수 장경, 48-402하 403상 종 은 공 을 체, 지를 용으로 보

고 있다.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32) 農巖集, 권32 23b-24a, 雜識 佛氏以知覺為性, 先儒固 之矣, 然此 明捉

其真贓, 可免眩惑. 近觀唐僧宗密所撰都序一書, 極 靈知即是真性, 而雜引

經論以證之. 其曰: 空寂之心, 靈知不昧, 即此空寂之知, 是汝真性, 知之一字, 

眾妙之門. ……據此知其所說真如法性, 雖極其廣大玄妙, 要不過此心之知覺

耳. 陽明良知即天理之說, 此無毫髮之異, 佛氏之真贓既捉, 則陽明學問根

腳, 可不問而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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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말미암아 보면, 그는 불교가 말한 진여법성을 막론하고, 모두 

지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굳건히 말하고 있다. 그가 이와 같이 불교를 

비 하는 실제 목 은 국내와 두 방면의 구상과 계가 있다. 국내

으로 말하면, 이단학술의 두이다. 를 들면 박세당과 정제두 두 

사람은 노장과 심학에 특별히 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국외 으로는 

명  학술이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 환하 다. 그는 유학과 불교가 

이해한 허령지각은 체로 같은 것이고, 유가와 불교의 구별은 지각

의 마음에 있지 않고, 리를 갖추 본성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왕양명

을 배격했을 뿐만 아니라,33) 담약수의 겉으로는 유학이면서 속으로는 

불교인 학문에 해서도 배척하 다. 
상세히 말하자면, 주희는  학장구서에서 “하늘이 이미 백성을 내

니, 인의 지의 본성을 주지 않음이 없다”고 하 다. 다만 주희는 본

성가운데 인ㆍ의ㆍ  세 가지만 정의를 내리고, 지에 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이것은 주자학자로서 일  의문이고, 한 주희의 명

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원  학자 두 사람은 주희가 

직  쓴 문장에 약간의 보충 인 해석을 덧붙 다. 하나는 호병문(胡
炳文)으로, 마음의 신명으로 지의 의미를 보충하 다. 그는 “지는 마음

의 신명이 여러 리를 신묘하게 하면서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다”고 말

한다. 그는 명백히 마음에 두 가지 제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천리

를 갖추고 있고, 둘째는 모든 일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병문의 

주요한 보충해석은 신명으로 마음의 작용을 해석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묘한 주재를 강조한다. 그는 천리를 갖추고 있는 본성에 한 명확

한 설명이 없고, 더욱 직 으로 사단의 하나인 시비의 지에 한 언

이 없다. 다른 하나는 번역 심씨(番易心氏)로, 그는 호병문의 보충해

석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명확하게 “지는 천리의 동정의 기틀을 함축

하고 있으면서 사태의 시비를 가리를 거울을 갖추고 있다.”34) 첫 번째 

33) 而吾儒不嫌於 之 , 以其理同也. 曰具眾理, 曰萬理咸備, 佛氏之所未道, 而

吾儒獨明 之, 則所不同 正在於此耳. 

34) 大學章句 註 雲峰胡氏曰: “朱子四書, 稱仁曰心之德﹑愛之理﹔義曰心之制﹑
事之宜﹔禮曰天理之節文﹑人事之 則, 皆兼體用, 獨智字未有明釋. 嘗欲竊取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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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은 마음의 신묘한 작용인 주재를 묘사하고 있고, 다음 구 은 시

비의 지가 천리를 본래 갖추고 있는 거울의 비추는 능력을 언 한다. 
지  보면 호병문의 신명은 실제로 불교의 일반 인 의식을 환시켜 

지혜가 되는[轉識成智]의 지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 결코 감각 인 의

식의 생각이 아니다. 번역 심씨가 말한 기틀(機)은 도교 수련의 천기

(天機)를 말한 것이고, 거울은 불교의 마음을 밝히는 명백한 거울이다. 
두 사람의 보충 해석은 도교 불교로부터 온 것이다. 

민언휘가 처음에 김창 의 ｢차기｣를 보고 김창 에게 편지를 보내 

질문을 하자, 김창 도 답신을 하면서, 지는 시비를 분별하는 리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지각과 지 양자의 차이를 나 었다. 이로 인해 

민언휘는 계속 편지를 하여 김창 을 공격했고, 김창 과 그의 형제

(김창 , 김창흡, 김창집)은 힘을 합쳐 민언휘를 반박하여, 두 집안의 

논변이 매우 격렬하여, 여름 가을 겨울을 지속하여, 민언휘가 죽은 

뒤에 끝이 났다. 이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논변은 더욱 확

되었다. 지  단지 김창 의 답신 6통만이 남아 있고, 민언 의 편

지는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문답의 모를 이해할 수 없다. 
김창 의 첫 번째 답신에서 그는 일 부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고 한다. 지  보면 그가 해석한 지는 체로 셋으로 요약될 수 있

다. 첫째는 그는 마음과 본성을 구별하는 두 가지 제를 찾았다. 하

나는 본성은 마음의 갖추고 있는 리이고, 인의 지는 본성이다. 마음

은 본성이 깃드는 그릇이고, 허령지각은 마음이다.35) 둘은 그는 논
어 령공편의 실려 있는 장재의 “마음은 본성을 다할 수 있지만, 
본성은 그 마음을 검할  모른다”와 주희의 “사람의 마음은 지각

이 있지만, 도의 본체는 작 가 없다”는 두 마디에 의거해서 “지는 

운용이 없다”는 다른 제를 제시한다.36) 둘째는 그는 이 두 가지 

子之意以補之, 曰: ‘智則心之神明, 所以妙眾理而宰萬物 也.’” 番易沈氏曰: 

“智 , 涵天理動靜之幾, 具人事是非之鑒.”

35) 農巖集권14 2a 答閔彦暉 性 , 心所具之理. 心 , 性所寓之器. 仁義禮智, 

所 性也, 其體至精而不可見. 虛靈知覺, 所 心也, 其用至妙而不可測. 

36) 農巖集권14 2a 答閔彦暉 昔夫子嘗曰”人能弘道, 非道弘人. 而朱﹑張二子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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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의거해서 주희의 논어혹문과 ｢옥산강의｣ 두 편에서 말하는 

“지는 분별하는 리”라는 구 을 찾아내, 지의 정의를 확정했다.37) 셋

째는 그는  주희가 54세에 쓴 ｢답반겸지서｣에 기재된 본성 감정 

마음 생각 네 가지의 구조와 기능에 의거해서 이 의문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심지어는 주희의 만년정론이라고 말하 다.38) 호병문이 보

충 해석한 “지는 마음의 신명이 여러 리를 신묘하게 하면서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다”란 한 구 을 주희의 ｢답반겸지서｣의 “마음의 지각

은 이 리를 갖추어서 이 감정을 행하는 것이다.”란 한 구 과 같다고 

여겼다.39) 여기에 의거하면 김창 은 주희의 ｢답반겸지서｣에서 “지로 

말하면, 시비의 리를 아는 것이 지이고 본성이다.”는 한 구 에 근근

거하여 본성의 지를 해석하는 것이다. 김창 은 이것에 따라서 더욱 

“지는 분별하는 리이다”는 해석을 믿고,  정이의 “본성은 리이다”
는 제로 귀결시킨다. 김창 의 첫 번째 답신은 두 가지 요 이 

있다. 하나는 허령지각은 기의 모인 것이고, 마음의 작용이다. 둘은 

시비를 분별하는 지는 성이고, 지는 시비의 리를 갖출 뿐만 아니라, 
마치 거울이 비추는 것과 같이 분별능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다만 

거울이 비추는 분별능력은 마음의 능동 인 조작이 아니다. 지의 보

충해석은 결코 본성의 지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령지각을 

해석한 것이다. 
두 번째 답신에서 주요한 토론은 비추는 분별능력에 해서이다. 

明其義曰人心有覺, 而道體無為. 心能盡性, 而性不知檢其心. 斯可以見心性之

辨矣. 

37) 農巖集권14 2a 答閔彦暉 朱子嘗 : “伊川‘性即理也’一句, 自古無人敢如

此道.”故其訓釋五性, 必主乎理, 而尤莫詳於論語或問﹑ ｢玉山講義｣. 或問
曰: “智則別之理也, 而其發為是非.”｢講義｣曰: “智則是箇分別是非底道理.”此

其義例精確, 不容改易, 所 即心而指性 然也. 

38) 農巖集권14 2a 答閔彦暉 有曰: “性只是理, 情是流出運用處, 心之知覺, 即

所以具此理而行此情 也. 以知(智) 之, 所以知是非之理, 則智也, 性也. 所

以知是非而是非之 , 情也. 具此理而覺其為是非 , 心也.” 此說於心性之辨, 

極其精微, 銖分粒剖, 更無去處, 殆是晚年定論. 

39) 農巖集권14 2a 答閔彦暉 今雲峰所以訓夫智 , 正此書所  “心之知覺, 覺

其為是非 ”, 而非”所以知是非之理”云 , 則其為認心為性也, 不亦明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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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 은 민언휘를 설복시키기 해서 비록 민언휘에게 지의 비추는 

분별능력에 해 승인을 강력하게 요구하 더라도, 민언휘는 여 히 

회의를 품고 있었다.40) 세 번째 답신에서 김창 은 민언휘의 답신을 

12조목으로 나 어 상세하게 비 한다. 이 가운데서 민언휘는 여 히 

호병문의 보충해석을 견지하여, 마음의 신명은 마음의 덕으로 간주하

고, 마음의 신명은 분별하는 이치보다 하다고 생각한다.41) 김창

은 지도 시비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시비는 사물에 있

고 분별하는 리는 지에 있어서, 지는 사물의 시비를 분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별은 하나의 지의 비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보면, 그가 말하는 분별, 비춤, 지의 비춤은 모두 같은 것이다.42) 시

비를 분별하는 지의 비춤은 ‘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제에 

배될 뿐 아니라, 리의 본색을 갑자기 드러낸다. 이것은 곧 마음속

에 먼  시비의 리를 갖춘 다음에 사물의 시비의 자극이 이르면, 비

로소 분별하는 능력을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별은 마치 거울

이 아름다움과 추함을 비추는 것과 같이, 밖의 사물의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약 시비의 리가 없다면 시비를 분별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요 이다.43) 네 번째 답신에서 김창 은 

민언휘의 견해를 왜곡한다. 김창 은 민언휘의 견해의 큰 착오는 “본
성에는 정감과 조작이 있다”에 있다고 보고 더욱 힘써 부정한다.44) 다

40) 農巖集권14 7b-8a 答閔彦暉 更詳來諭之意, 似 : “分別是非, 雖智之事, 而

不是智去事物上分別, 得是非出來. 只是他自有是有非, 而莫 於智之鑑照. 其

之分別 , 只是是 為是而別於非, 非 為非而別於是. 此皆因智而呈露, 而

非智之所發用, 故 之異於仁之愛﹑義之宜也.” 若果如此, 則其推之又似太過. 

41) 農巖集권14 16b-17a 答閔彦暉 ” 心之神明云 , 可以當得心之德, 於以

訓智, 亦甚切, 勝似別之理三字”. 

42) 農巖集권14 8a 答閔彦暉 夫朱子所 分別, 正亦以知照而 , 非有他也. 然

不曰知照, 而必曰別 , 以事物必有是非兩端, 合分別, 故其為訓如此. 益見

其端的不可易矣. 

43) 農巖集, 권14 13a, 答閔彥暉, 第三書. 惟心中有此理, 故事物之是非感焉, 而

心之別 形焉. 其用雖因是非而見, 而其體則固具於是非之前矣. 譬如鏡之能照, 

自其體然. 

44) 農巖集권14 17b 答閔彦暉 今乃不足於此而有取於彼, 因是情思﹑造作之說﹑父
子﹑大 之辨, 差舛牽強, 幾於公孫龍之臧三耳﹑孫子荊之洗耳礪齒, 殆不可致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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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번째 여섯 번째 답신에서는 모두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밖에도 주의할 만한 김창 의 견해는 그가 완 히 마음의 지각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장재가 말한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 한다(心統性情)는 제를 수한다. 한 마음은 크고 

한 강하고, 본성은 스스로 마음을 검하지 못하고, 감정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지각이 본성과 감정을 통 한다. 한 그는 마음의 허

령지각을 정하고, 작용에 나아가서 본체를 인식한다는 을 제시

하고, 지각이 천리를 갖추고 있다는 제를 부정한 은 없다.45)

그는 비록 지각과 지의 분별을 견지했지만, 여 히 마음의 주재자

는 실제로 허령지각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여기에 의거해서 보면 허

령지각은 주재의 역량이 있고, 신묘하게 응하고 다양한 일에 응할 

수 있지만, 시비의 지는 시비를 분별하는 비추는 역할만 있다. 둘의 

역할을 맡는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김창  김창흡 김창집 삼형제는 민언휘와 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의 논리를 제시하 는데 그것은 씨  날 [經緯]이다. 김창흡은 

“정해진 리는 씨 이고, 환한 지각은 날 이다”46)고 했다. 이 씨  

날 의 논리는 미발 혹은 이발의 동정이건 모두 씨 날 의 본체와 

작용이 있다고 그들은 강조해서 말한다. 그들은 미발은 본체 이발은 

작용의 체용 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미발에 씨 날 이 있고, 이발

도 씨 날 이 있다는 간 을 제시한다.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겸체용동정(兼體用動靜)이니, 미발 이발의 동정 모두 체용을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47) 그는 음양오행으로 경 의 작용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48)

45) 農巖集, 권31 13a, 雜識. 知覺二字, 雖本出於孟子, 此特學至理明之 , 未

是就心體說. 至橫渠云合性 知覺有心之名, 方是說靈覺意思. 朱子說虛靈知

覺, 實本於此. 

46) 三淵集, 권25, 21b 論智字說. 於其用之中, 定理 明覺, 經緯有別. 

47) 農巖集, 권19 31ab, 答道以. 心之虛靈知覺, 貫動靜而兼體用. 虛靈之體, 則

知覺之存於未發  ﹔虛靈之用, 則知覺之見於已發 , 非有二也. 

48) 農巖集, 권31, 4a 雜識. ｢太極圖解｣, 性為之主, 而陰陽﹑五行為之經緯錯綜, 

又各以類凝聚而成形焉. ……經緯類聚之義, 朱子不自說破, 後儒亦未有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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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민언휘의 문집이 없어서 그의 견해를 상세하게 이해할 수 없

다. 다만 김창 이 민언휘를 반박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 민언휘의 

요 은 세 가지다. 하나는 그는 ‘본성은 스스로 운용함이 없다’와 ‘마
음은 본성과 감정을 통 한다’는 두 조건에 의거해서, 지는 작 가 

없는 본성이고, 마음의 허령지각이 강 한 능동자이니, 마음의 지각이 

본성의 지를 통 한다. 그래서 김창 은 지각을 분리시켜 지의 작용

을 만드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주희의 ｢인설｣에 의

거해서 오성이 서로 포섭하는 계로, 미발에서 지는 인에 포섭되는 

성이고, 이발에서 시비는 단지 하나의 일이고 지각은 체임을 지

한다. 둘은 시비의 분별은 단지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이 자기의 운

동 능력이 없다. 그래서 시비의 분별은 허령지각과 할 수 없

다.49) 셋은 공부에서 보면 거울의 빛이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하는 

비추는 능력보다 특별하게 우해야 한다.50) 이로 인해 배우는 자들

은 마음의 신명을 깨우치는 일을 먼  특별하게 우해야 한다. 종합

으로 말하면 민언휘는 이와 같이 호병문이 보충 해석한 신명이야 

말로 마음의 덕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언휘의 이러한 주장은 이이의 마음은 본성 감정 생각을 

한 길이라는 을 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신명을 깨달

아야 한다는 공부는 불교에서 말하는 본심을 한꺼번에 깨달아야 한다

[ 悟]는 것이다. 이로 인해 김창 은 거울의 빛 혹은 마음의 빛은 

모두 기가 발동하는 것이지, 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 한다. 
김창 은 이러한 거울 혹은 마음의 빛을 강조하는 공부는 모두 불교

의 기를 리로 간주하고, 마음을 본성을 간주하는 착오라고 비 한

, 竊嘗推之, 陰陽 立, 而二 各具五行, 則陰陽經而五行緯也. 水火木金土

殊氣, 而五 各有陰陽, 則五行經而陰陽緯也. 然此特所從 之異耳, 其實只

所 陽五行﹑陰五行 是已. 

49) 農巖集권14, 25b-26a 答閔彥暉 若朱子所 ‘分別是非’, 雖亦智之用. 此又

非真氣味真色相也. 欲求智之真氣味真色相, 必直指其光明照燭 之, 然後

為切. 

50) 農巖集권14, 26a 答閔彥暉. 譬之於鑑, 惟其自體光明, 故能分別妍媸. 今不

自體之光明, 而只 分別之功, 則猶是第二截事, 而不為親切形容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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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1) 거울의 빛과 련된 토론은 김창  김창집 형제 사이에서 발생

하 다. 김창 은 곧바로 본성을 리라는 제를 일깨우고, 빛의 리

가 빛 자체는 아니라고 한다. 
이 밖에 당시학자 이희조(李喜朝)는 민언휘의 견해에 해 요 을 

뽑아내었다. 인의 지는 리가 기질 속에 떨어진 본성이고, 리와 기가 

합한 본성이어서, 감정과 생각과 조작이 있어, 형이상의 리로 사단을 

볼 수 없고,  리로써 사단을 간주할 수 없다고 한다.52) 그래서 김

창 이 말하는 지와 지의 작용은 모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

언휘는 신명은 리기가 합하여 화려한 빛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의거해서 호병문이 보충 해석한 신명을 지지한다. 이로 말미암

아 보면, 이희조의 이와 같이 뽑아낸 요 은 민언휘를 깎아내린 것이

고, 반드시 민언휘의 견해를 표하는 것은 아니다. 
지  민언휘가 견지한 ‘마음의 신명’과 김창 이 제시한 ‘지의 분

별’을 비교해서 보면, 자는 조선학자의 옛날 모델이고, 후자는 새로

운 모델이다. 그러나 김창 이 비록 ‘분별의 리’로서의 지를 제시했더

라도, 그는 실제로 지과 지의 계를 명확하게 해결한 은 없다. 이

로 인해 민언휘, 이희조, 김간의 반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인인 

어유 과 김시좌는 의문을 제기하 다. 실제로 민언휘는 소론의 주된 

학자 고, 김창  삼형제는 ‘분별의 리’의 을 견지하여 민언휘를 

공격하 다. 이 뒤 김창 은 학술상 송시열을 계승하고, 주자학의 

으로 학술 인 권력을 잡았고, 정치상 실권을 잡은 노론의 지도  

인물이었다. 
김간과 이희조 두 사람은 김창 에게 편지를 써서 풀기 어려운 문

제에 해서 질문을 하 다. 이로 인해 이 논변은 김창  삼형제에게

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김시좌, 어유 , 송시열의 문인인 이희조, 

51) 農巖集, 卷14, 26b 答閔彥暉 今且以鑑為喻, 光明 , 氣也. 照別 , 用也. 

光明照別之理, 則性也. 以此觀之, 則知以神明 智 之不免於認氣為性矣. 

52) 芝村集卷13 37b 金道以 竊觀其 , 以為理既墮在氣質, 而為仁義禮智之

性, 則便有情思造作, 不當以理稱之, 又不可 形而上 . 以故其論智字, 亦不

以理看, 似若有一物光明精彩 , 能妙眾理而宰萬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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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간 김재 형제,  권상하의 문인인 한원진도 참여 하 다. 이 밖에 

윤증, 박세채, 이세필 등의 학자도 이 논변에 참여하 고, 곧바로 조

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낙학의 김창 이 학의 치지의 지와 맹자의 시비의 지가 다르다

는 을 발표하여, 소론의 민언휘의 비 을 받자, 두 사람은 6번에 

거친 서신왕래를 통해 논변을 하 다. 호학의 권상하 문하도 이 문제

를 토론하 는데, 한원진은 그들을 표하 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

여 김창 의 주장을 비 하 다. 호락간의 논변은 조선후기까지 지속

되었고, 논변에 참여한 학자도 지 않았다. 
송시열 김창  사제지간에 학술연구와 변론은 매우 요한 목 이 

있다. 그들은 모두 조선학계 내에 일어난 이단학술의 동향에 하여, 
송시열은 윤휴를 공격하 고, 김창 은 박세당을 공격하고, 정제두를 

경계하 다. 이 밖에 조선 학계에는 여 히 ‘신명의 깨쳐서 로 

그러함’의 풍조가 출 하여, 학술사상에 향을 주었고, 그들은 이러

한 신명의 잘못을 비 하 다. 를 들면 조성기(趙聖期)는 김창 과 

형제들과 왕래가 있었는데, 공개 으로 편지를 써서 주자학 말류의 

‘실제 인 일’을 벗어나는 폐해를 구제하기 하여 육구연의 학술을 

방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 다. 육구연의 학문은 비록 잘못이 있

지만, 육구연이 지키고자 했던 “둥 고 밝고 신령스럽게 통하여 

로 흘러가는” 본체는 기호나 물욕에 빠져있는 세속학자를 구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 다.53) 이로 인해 송시열 김창  두 사람 모두 주

자학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해 주희의 요 작을 거듭 새롭게 검토

하고, 심학으로 오해된 일부 내용을 뽑아내어 부정하고, 순수한 주자

학을 건립하고자 하 다. 이 가운데 주희 년견해 혹은 만년 정론에 

한 학술논변이 태어나게 되었다. 

53) 拙修齋先生文集, 卷9 5b, 答金仲和書. 蓋其為學, 於世間文字 語一切嗜

好利欲之外, 別有箇用心處, 而其所用心, 又不以誠敬存心, 窮格明理, 只要識

得本來目能視﹑耳能聽﹑鼻能嗅﹑口能食﹑手能持﹑足能行﹑心能思能覺之妙用. 不痼於

物欲, 不礙於知見, 不汩於議論, 要常使圓明靈通之本體, 自在流行. 蓋此一箇

物事, 不以聖人而有餘, 常人而不足, 不以宇宙而大, 方才而 , 一毫減不得, 

一毫增不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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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 의 50세 이후 일련의 연구와 논변의 의의에 해서 말하자

면, 이황과 이이 두 사람은 당 와 학술에서 남인과 서인의 표하는 

수이다. 이로 인해 송시열과 김창  사제 사이의 교정과 이황과 이

이 논변과 련된 김창 의 검토는 모두 당쟁과 학술에서 의의를 가

진다. 송시열은 본래 서인이고, 서인은 그로 말미암아 노론과 소론으

로 갈린다. 그는 노론의 수이다. 송시열의 걸출한 문인가운데 권상

하는 노론 내의 호학을 표하고, 김창 은 노론 내의 낙학을 표한

다. 김창  형제의 권상하 형제 비 은 호락양  학술에서 권력다툼

이라고 할 수 있다. 
김창 의 지와 지각의 분별은 본래 일정한 학술  의의가 있다. 이 

때 허령지각과 련된 토론 범 는 지극히 넓어서 삼교까지 확장되었

고, 약간의 조선학자들이 주자학을 뛰어넘어 노장과 심학을 연구하는

데 주의를 기울 는데, 이는 주자학에 한 일종의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밖에 명나라 양명학자는 맹자의 양지 양능에 의거해서 

 학의 치지(致知)의 지를 해석했는데, 이러한 학풍도 차 조선 주

자학을 하 다.54) 이로 인해 그가 채택한 학술 략은 먼  불교

의 을 배격하고, 다름으로 심학과 양명학을 배척하고자 하여, 불

교 경 을 고찰하여 유학과 불교를 변별하 을 뿐만 아니라, 나흠순

이 양명학을 배척한 학술태도를 거울삼고자 했다. 
이 가운데 김창 은 처음으로 맹자의 시비의 지를 들어 허령지각

과 시비의 지의 차이 을 분명하게 하 다. 이에 의거하여 학의 치

지의 지와 맹자의 시비의 지의 뒤섞인 해석을 비 하 다. 그는 시비

의 지를 분별한 것은 시비의 리를 갖춘 본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힘써 시비를 분별할 것을 강조하 다. 그의 이러한 분별은 성즉리의 

보루를 거듭 새롭게 공고히 하고, 정주학을 수호하여, 심학 혹은 양

명학의 범람을 막고, 극 으로 심즉리의 불학과 심학의 풍조를 공

54) 農巖集, 卷31 45b-46a, 雜識. 大學致知之知, 其義非難曉也, 而章句特
訓云猶識也. 頗疑之, 近思之, 恐以別於仁智之智也. 蓋凡經書知字, 多是智

字, 論語﹑中庸﹑易傳類皆然, 獨孟子有數處直作智耳. 朱子恐人以此知

字亦作智看, 故特訓之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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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부터 서울 지역의 노론학자

들은 모두 허령지각과 련된 신비체험을 경시하니, 곧 이른바 “정신

을 가지고 노는”것을 부정한 것이고, 도리어 시비를 분별하려는 합리

주의  에 선 것이고, 청나라 연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서양의 과

학기술 지식을 흡수하고 더욱더 깊이 연구하여, 실학 의 하나인 북

학 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을 장악한 정치의 부패로 말미암

아 앙 정부의 경세에 반 되지 못하 다. 
셋은 호학의 주요인물인 한원진이다. 그는 허령지각과 지의 논변에서 

‘지의 작용’이라는 을 견지하 다. 그는 21세 때 권상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다음해 김창 을 만났다. 권상하 문하에 유명한 사람이 

많았는데, 명한 8인이 곧 학계에서 칭하는 강문팔학사다. 한원진은 28
세 때 강문팔학사 가운데 하나인 이간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성리학을 

토론하 고, 2년 뒤에 오상과 기질에 해서도 토론하 다. 36세 때 권

상하의 명령을 받아, ｢농암사칠지각설변｣을 지어, 낙학의 김창 을 엄

하게 비 하 다. 이로 인해 한원진의 허령지각에 한 견해는 호락논

변에서 일정한 학문  의의를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다. 
한원진의 김창 비 의 학문  의의에 해서 말하자면, 이이는 서

인의 우두머리이고, 서인은 송시열로부터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김창  권상하 두 사람은 모두 노론이고, 두 사람으로부터 낙론과 호

론이 갈라졌다. 다만 김창 은 이이의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을 검토하

고 비 하면서, 권상하는 일 부터 김창 을 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이 조숙한 한원진으로 하여  김창 의 이이와 련된 

이러한 비 과 김창 의 ‘분별의 리’에 한 주장을 비 하도록 요구

하 다. 이 밖에 김창 은 송시열 문하에서 편집한 주자언론동이고
를 완성한 뒤에, 권상하 문하의 비 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원

진은 43세 때 주자언론동이고란 책을 완성하여, 김창 을 뛰어넘고

자 하 다. 두 사람은 모두 주희의 주장의 차이와 선후를 고증하여, 
주자학을 해석하는 표 자료를 만들고자 하 다. 이에 의거해서 보면, 
김창  한원진 두 사람은 모두 이 책을 만들어 조선 학계에서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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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장악하고자 하 다. 한원진이 이와 같이 권상하 문하에서 호

학의 주장이 되었다. 
한원진의 허령지각에 한 요한 논문은 셋이 있다. 하나는 29세

에 쓴 ｢허령지각설｣이다. 둘은 36세에 쓴 ｢농암사칠지각설변｣이다. 셋

은 63세에 술한 ｢지각설｣이다. 이 세 편의 논문에서 ‘지의 작용’이
라는 은 체로 변화가 없고, 다만 의 이 차이가 있을 뿐이

다. 실제로 한원진이 29세와 30세 두 해에 김창 ⋅김창흡 두 형제, 
이간(李柬)  윤혼(尹焜) 등 4인의 지각과 지에 련된 해석을 주로 

비 하고자 하 다. 그는 이러한 평론을 스승인 권상하에게 보고하

다. 이와 같이 보면 그의 지각에 한 주장은 일 이 30세 이 에 성

숙한 것이다.55)

그가 29세에 쓴 ｢허령지각설｣은 ‘허령은 본체이고, 지각은 작용이

다’는 일반 인 을 채택하고, 더욱 ‘허령과 지각은 하나다’라는 

을 강조하 으니, 미발 혹은 이발을 막론하고, 허령지각은 하나라

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는 하나라는 에 의거해서 미발에는 지각

의 어둡지 않음이 있고, 이발에는 허령의 태연자약함이 있어, 주 과 

상에서 주 이 곧바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는 주희의 설

에 의거하여 허령지각의 본색은 기이지, 리가 아니라고 한다.56) 이로 

말미암아 보면, 한원진이 표시한 은 기본상 허령은 본체이고, 지

각은 작용이라는 을 가지고 있고, 하령지각은 하나라는 은 

김창 의 ‘체용동정을 겸한다’는 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한원진

은 지각과 지의 차이에 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김창 의 ‘분별의 

리’의 을 비 한 이 없다. 
그러나 그는 29세에 권상하에게 보고하는 가운데, 상세하게 김창

, 이간, 윤혼 세 사람에 해서 조목조목 비 한다. 이 가운데 오성

55) 南塘先生文集卷7, 上師門(庚寅閏七月)﹑上師門(辛卯五月)

56) 南塘先生文集卷30 13ab 虛靈知覺說 心之虛靈知覺, 孰體孰用? 虛靈是體, 

知覺是用也, 有未發已發之分歟? 虛靈知覺, 只一物事, 未發也, 是虛靈知覺﹔
已發也, 是虛靈知覺. ……虛靈知覺, 雖不離於理, 論其本色, 則心是虛靈知覺

之在人 , 而虛靈知覺, 是氣而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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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에서 두 가지 을 견지한다. 하나는 오성의 각기 하나의 본

성은 네 본성을 포함하고 있고, 허령지각은 리를 갖추어서 지의 본체

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57) 둘은 김창 이 제시한 지각은 

지의 리에서 근원한다는 주장에 하여, 어떤 사람이 허령의 기의 근

원문제에 하여, 한원진은 허령은 리를 갖추고 있고, 이 리는 오성

이고, 허령은 기라는 종 의 에서 생된 이 근원문제를 해결한

다.58) 이 밖에 그가 30세에 쓴 편지에서 김창 은 주희의 ｢답반겸지

서｣의 오해한 잘못을 지 하니, 그것은 곧 “시비의 리를 안다”에서 

‘안다’라는 자를 소홀히 하여 보지 않았다고 한다.59) 이것은 김창

의 ‘지의 작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다. 
한원진이 36세 때 쓴 ｢농암사칠지각설변｣은 김창 의 ｢잡지｣에 기

재된 문제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지각과 지는 하나라는 주장에 의거

하여, 김창 이 본성과 감정을 나  잘못을 비 한다. 한원진은 김창

이 제시한 세 요 문제에 하여 비 한다. 하나는 본성의 지는 

시비가 되고, 이때 시비를 지각할 수 있는 지각이 지의 작용이다. 이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삼단의 발동은 반

드시 능각(能覺)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지각이 할하는 범 는 지 한 

단서에 국한되지 않고, 체인 사단이다. 그는 시비를 지각할 수 있

는 지각과 사단을 지각할 수 있는 지각 둘은 지각의 범 에서 일종

의 상 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60) 이것이 이른바 오성(五性)의 구

57) 南塘先生文集卷7 19b 上師門 夫心之虛靈氣也, 是必有所以然之理, 而其理

備 之, 則仁義禮智信皆是也. 統 之則 之仁可也, 之信可也, 之智亦可

也, 何 ? 仁智信, 皆能包五性故也. 仁智信之如此 , 由水土木之皆能包五行

也. 今曰心之理統 則仁也, 統 則信也云爾, 則人 無異辭, 而獨於智疑其不

然 . 蓋亦不察乎智之包五性﹑ 水之包五行, 初無異於仁信木土也. 智之體, 既

能包此心虛靈之理, 則其用豈不能 此心知覺之情乎?

58) 南塘先生文集卷7 20a 上師門 心之虛靈, 乃五行之氣也, 五行之理, 乃仁義

禮智信, 則虛靈之理, 非五性而何?

59) 南塘先生文集卷7 35ab 上師門 據朱子說則本當曰: “具知是非之理”. 亦曰: 

“所以知是非之理”. 而今乃去一知字, 直曰具是非曰所以是非, 則是以其是非云

, 為吾心是非之情也. 朱子以知之理為智, 而洲丈以是非之理為智. 朱子以

是非為事物之有是有非 , 而洲丈以是非為吾心之是之非之 . 則其語意相戾, 

不啻燕越, 減刪要 , 爽失其指, 而強援為證. 竊恐未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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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제이다. 둘은 마음의 작용은 감정이고, 지각은 마음의 작용이서, 
지각은 감정이 된다. 그러나 사단도 감정이고, 지각과 사단은 모두 

감정이라도, 둘의 역할을 다르고 둘의 차이를 분별해야 한다. 실제로 

그의 요 은 지각의 능각은 시비의 분별능력과 다르다는데 있다. 셋

은 일반  의식을 살피고 변별하는 것은 이미 지각이라고 말하더라

도, 지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식으로 지각을 토론하기 해

서는 명을 토론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 명과 지각 둘은 마치 

체용을 합치해 놓은 하나의 짝이고, 지각은 명의 작용이고, 지각은 

결코 지의 작용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이다.61) 
한원진은 김창 이 지각으로 마음의 덕을 확정하는 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김창 의 도와 기, 씨 과 날 의 분석 방법도 정한

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견해를 두 가지 으로 제시한다. 하나는 

오성의 구조에서 보면, 지는 사단을 포섭하고, 지각과 지의 계에서 

말하면, 지각은 지의 작용이다. 한 지각과 지는 하나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지는 미발의 리이고, 지각은 이발의 운용임

을 강조해서 말하는데, 결과 으로 보면, 지각의 작용임이 이다. 
한원진은 이 세 견해가 김창 의 의문을 해석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 밖에 한원진은 이 에 의거해서 김창 이 주희의 ｢답반겸지서｣

를 고의로 오독하고, 그는 지각의 신묘한 작용임을 말하고, 지각이 

리를 갖추고 있는 다른 한 측면을 소홀히 했다고 비 한다. 지  보

60) 南塘先生文集卷7 24b-25a 農巖四七知覺說辨 知覺二字, 盡 一心之德, 則

其為物也, 該誠神﹑備寂感而無不在也. 未發而知覺不昧 , 知覺之體也. 已發而

知覺運用 , 知覺之用也. 仁義禮智性也, 而具之 知覺也. 惻隱羞惡辭讓是非

情也, 而行之 知覺也. 五性為道而知覺為器, 四端為經而知覺為緯. 此知覺之

為物, 所以 一心之德也. 此 蓋有見乎此. 則亦可 精且密矣. 然知覺之如此

, 正所以為智之用. 

61) 南塘先生文集卷7 26b-27a ｢農巖四七知覺說辨｣ 察識辨別﹑神妙靈明, 分為

兩知覺, 而一以為智之用, 一以為智之外 , 其說亦疏矣. 察識辨別 , 即其神

妙靈明 之所為, 則察識辨別之 神妙靈明, 本非二物也. 察識辨別 , 既屬

於智, 則神妙靈明 , 又豈外於智哉?雖 以神妙靈明 之, 神妙靈明 , 必

有所以然之理矣, 以智名其理, 又何不可乎? 知覺一而已矣, 元無兩體, 而強

生分別曰某知覺屬智, 某知覺不屬智, 而終無奈知覺之為智之用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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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김창 의 ｢답민언휘｣ 첫 번째 편지에서 비록 이러한 의는 있더

라도 김창 이 고의로 오독한 것은 아니다. 
한원진은 36세 쓴 지각설에서 더욱 명백하게 지각과 지의 연

계를 밝혔다. 즉 지는 지각의 리이고, 지각은 지의 작용이다. 더욱 지

의 작용을 더욱 쉽게 해석한다. 그는 지각이 가는 바의 감정이 곧 지

의 감정이고, 지각은 마땅히 지의 작용이라고 지 한다. 가는 지와 

지각은 명칭과 의미에서 연 계가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도출한다. 
이 지와 지각의 연 계라는 이 그가 주장하는 요 이다.62)

한원진의 지와 지각의 연 계라는 주장은 실제로는 물재 정씨의 

‘허령은 마음의 본체이고, 지각은 마음의 작용이다’를 상세하게 해석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원진의 지와 지각을 분리하려는 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의 풀기 어려운 질문을 제시한다. 김창 처럼 허령을 본성으

로 귀속시키지 않는다면 마음에 두 가지 근본이 생기는 문제를 낳는다. 
곧 사람 마음은 허령한 기에 근본하고 있고,  지의 리에 근본함을 말

하여, 리기 두 가지 근본을 이끌어내는 문제이다. 실제로 한원진이 이러

한 연 계를 제시하는 데에는 하나의 배경이 있다. 그는 52세 때 공

개 으로 허령지각은 불교의 신식(神識)일 뿐이라고 공개 으로 설 한

다. 유가는 반드시 불교의 마음을 본성으로 여기는 착오를 범하지 말아

야 하고, 지나친 토론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허령의 기는 태극의 리에 근원하고, 리는 그 가운데 갖추어져 있

으니, 인의 지가 된다. 허령의 리가 인의 지가 되면 그것이 발동하

여 지각이 되니, 한 인의 지의 작용이 된다. 그러나 허령의 리를 

통 하여 말하면, 오직 지란 이름이 그 일함을 맡을 수 있고, 지각

의 발동을 통 하여 말하면, 으로 지의 작용이 타당하다. 지각이 

지의 작용이 됨은 비록 허령으로부터 말하더라도, 이미 이와 같을 뿐

이니, 의심할 만 것이 없다. 체로 옛 사람들이 마음을 명명하는데, 
반드시 신명, 허령, 지각 세 개념으로써 하니, 일반 으로 신식(神識)
을 말하는 것이다. 신식의 리는 지이니, 신명, 허령, 지각의 리는 모두 

62) 南塘先生文集卷30 15b 知覺說. 故知覺所具之理, 統而 之則智也, 而智為

知覺之理. 知覺所行之情, 統而 之則智之情也, 而知覺為智之用矣. ……智

知覺, 名義本自相屬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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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써 말하는 것이니, 어  불가능하겠는가?”63) 

한원진이 생각한 신명, 허령, 지각 셋은 모두 단지 신식일 뿐이고, 
불교가 이야기하는 제8식이다. 이로 인해 그는 학계에서 반드시 이 

신식을 과도하게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요구한다. 그는 허령의 리는 

태극의 리이고, 한 인의 지이다. 이발의 지각은 지의 작용이다. 그

는 이와 같이 지각과 지의 논쟁을 해결한다. 
지각과 지의 논변에 해서 말하면, 김창 은 ‘분별의 리’에 의거해

서 둘의 차이를 제시했지만, 한원진은 ‘지의 작용’에 의거해서 둘의 

연 계를 강조한다. 이로 말미암아 보면, 이 둘의 차이에 한 견해

는 낙학과 호학의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의할 만한 것은 한원진

은 김창 이 변별하는 근본 목  즉 유학과 불교의 변별에 주의를 기

울이지 않는다. 김창 이 이 문제를 제시하는 주요한 목 은 유학과 

불교의 변별에 있다. 왜냐하면 유가는 오성 가운데 하나이고, 사단의 

본성의 하나인 지는 불교⋅도교가 항상 쓰는 허령지각과 다르다. 실제

로 송  학자들은 수시로 허령지각을 언 하고, 진덕수(眞德修)의 심
경(心經)이나 원  호병문, 번역 심씨도 허령은 본체 지각은 작용이

라고 생각했다. 더욱 양명학자도 허령지각에 의거해서  학의 치지

의 지를 해석한다. 허령지각의 근원인 신명 두 자는 송  학자들이 

불교 도교로부터 향을 받아 항상 쓰는 개념이고, 삼교를 표하는 

기본개념이다. 이로 인해 김창 은 유학과 불교의 변별을 하여 지각

은 지의 작용이라는 을 배척하고, 처음부터 지는 ‘분별의 리’라는 

을 채택한다. 그러나 한원진은 허령지각은 신식일 뿐이라고 설

하고, 유학은 다만 불교의 마음을 본성으로 간주하는 착오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와 같은 논쟁을 해결하고자 했다. 

63) 南塘先生文集卷15 42ab, 答沈信夫 虛靈之氣, 原於太極之理, 而理因具於

其中, 即是為仁義禮智也. 虛靈之理, 既為仁義禮智, 則其發而為知覺 , 亦只

得為仁義禮智之用. 而虛靈之理, 統而 之, 惟智之名義可當其 , 故知覺之

發, 統而 之, 亦當 為智之用矣. 此其知覺之為智之用, 雖自虛靈說來, 已是

如此而無可疑矣. 大抵古人名心, 必以神明﹑虛靈﹑知覺三 , 而一般皆是神識之

名也. 神識之理是智, 則神明﹑虛靈﹑知覺之理, 皆以智 , 夫何不可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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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조선후기의 학계는 주로 심성 리기문제를 논의하면서, 특히 사단칠

정의 문제에 천착하 는데, 이 주제로 말미암아 허령지각과 지의 문

제로 깊이 들어가 토론하게 된다. 이후 다시 허령지각으로부터 오성

가운데 하나인 지와 허령지각의 계 문제로 화되어, 인물성 동이 

문제와 허령불매의 미발공부를 탐구한다. 이것은 모두 조선학계의 성

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선학계는 나흠순이 지은 곤지기
의 학문  의의를 탐구하 는데, 명  학술이 진헌장과 왕양명 이래 

주자학을 벗어나 심학화하는 것을 부정하고, 더욱 순수하고 완 한 

주자학을 건립하고자 했다. 이것은 조선과 명, 두 나라 학술의 분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사단칠정 논변 가운데, 이황은 리기호발설을 주장하고, 이

이는 심성정의 일로설을 제시하 는데, 이 두 가지 종지는 모두 이후

의 논변에 향을 끼쳤다. 율곡학  를 들면 송시열, 윤증, 박세채, 
이희조, 김간, 민언휘, 한원진 등등의 학자는 모두 이이의 이러한 종

지에 서 있고. 체로 마음의 작용인 허령지각을 채택하고 있다. 다

만 율곡학 에서 독립 인 김창  일 는 오성과 사단의 시비의 지는 

본성에 속하고, 시비는 지의 작용이라고 말하여, 마음의 작용인 허령

지각과 다르다고 지 한다. 김창 의 이러한 견해는 이황의 리발설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일반 으로 김창 은 이황과 

이이 둘을 충하 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도 그의 이 같은 지의 

작용이라는 견해에서 볼 수 있다. 

조남호

국제뇌교육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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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bate of Spiritual Consciousness and 
Wisdom in the Latter Cho Sun Dynasty

–The view of Song Shi Yol, Kim Chang Hyop, Han Yon Jin–

Cho, Nam-Ho

The academy of the latter Cho Sun Dynasty mainly discussed ‘li-qi 
in mind’, and debated on ‘four beginnings seven emotions’. Because 
of it the ‘spiritual consciousness’ and ‘wisdom’ were deeply argued. 
And then ‘spiritual consciousness’ was transformed to ‘wisdom’ which 
is one of the five natures. And this investigated the controversy 
whether the nature of man and the nature of things are the same or 
not and the cultivation of wei fa of spiritual bright consciousness. 
This is the one of the academic results of Cho Sun Dynasty. When 
Lo, Jin-Sun had studied the academic meaning of Kun zhi ji, Cho Sun 
academy denied that after Zhen, Xian-Chang, Wang Yang Ming, 
Mying Dynasty’s academy went to the philosophy of mind getting out 
of Zhu Xi scholar, and wanted to build more pure and complete 
it(Zhu Xi scholar). This is the process of academic differentiation 
between Cho Sun and Ming Dynasty. 

And in the debate of four beginnings seven emotions Lee Hwang 
persist ‘li qi two ways’, and Lee Yi presented one way of Xin 
Sing Qing. These two principles influenced the debate after this. 
Yul Kok scholar, namely, Song Shi Yol, Yun Zeung, Park Se Che, 
Lee Hi Zo, Kim Gan, Min Un Hyu, Han Yon Jin were on the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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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ee Yi and accepted spiritual consciousness. The independent 
Kim Chang Hyop from the school of Yul Gok insists that the 
wisdom of ‘right and wrong’ about five nature and four beginnings 
belongs to the original nature, they say ‘right and wrong’ is an 
action of wisdom, and they point out it is different from the 
spiritual consciousness which is an action of mind. It seems that 
this view of Kim Chang Hyop sustains the ‘li qi two ways’ of Lee 
Hwang. In the academy, it is called that Kim Chang Hyop 
compromised these two, Lee Hwang and Lee Yi. this is from his 
view of an action of wisdom. 

Keywords: Spiritual Consciousness, Wisdom, Song Shi Yol, Kim 
Chang Hyop, Han Yon J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