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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논문은 1830년 와 1850년  반 이후로 략 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최한기 철학의 변화된 성격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연속  

보다는 사유의 불연속  측면에 주목해 논의를 개하 다. 사실 그의 

요한 철학  구도는 이미 氣測體義 를 작성할 무렵인 년에 부분 형성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한기는 기에 氣의 두 차원을 구분하면서 근

원 인 神氣와 형체 수 의 氣質[形質]로 구별했는데, 이 같은 두 측면을 

달리 표 하기 해 종종 理와 氣 혹은 性과 形[質]이라는 통  용어들

을 혼용한 이 있다. 뿐만 아니라 本然과 氣質이라는 주자학의 형  개

념들을 그 로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후기에 오면 氣

의 조리로서의 理와 氣의 본성으로서의 性 개념으로 명료하게 재해석되면

서, 더 이상 理 혹은 性 개념을 氣와 병렬 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사라지

게 된다. 이 은 1850년  반 새로운 천문학 지식을 수용하면서 公轉說

을 하게 된 이후, 최한기가 活動運化하는 氣의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얻

어진 결과 다고 볼 수 있다. 한 운화기의 본성을 통해 더 이상 靜의 세

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된 최한기는 인 動 개념을 통해 세계를 새롭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 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 361-AL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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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설명하 다. 기존에 자신이 주장한 ‘靜時 氣象 體認’의 공부 혹은 ‘平生

未發’을 이해하는 ‘推測之體’의 공부법에 해서도 비 하게 된 것이다. 이

에 따라 최한기는 유행하는 객  運化氣를 함양하고 성찰하며 그에 

으로 승순할 것을 보다 강조하게 된다. 특히 운화기를 기 으로 삼은 測驗

의 공부를 제안하면서, 交接運化 상의 구체  事務를 통해서 공부 과정을 

검증할 것을 역설했다. 이 같은 몇 가지 주제들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氣

學 을 후로 한 최한기 철학의 변화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Ⅰ. 들어가는 말

惠岡 崔漢綺(1803-1877)는 茶山 丁若鏞과 더불어 조선후기 실학의 

집 성자로 평가받아온 인물이다. 그런 만큼 최한기의 사유는 자연히 

새로운 사상 조류의 결집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19세기 청

나라를 통한 서구 지식의 유입이라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地球圖說 , 
瀛環志略 , 海國圖志  같은 신서 들을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수

용한 인물은 다름 아닌 개성 지역 출신의 서울 거주 지식인 최한기

다.1) 그는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漢譯 西學書들을 탐독했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작물들을 쏟아낼 수 있었다. 물론 기존

의 연구자들이 이미 지 했듯이, 최한기는 통 경 에 한 주석학

1) 최한기의 조상은 로 개성 지역에 세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한

기가 양자로 입양된 부모 세 부터 서울로 이주하여 생활했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최한기의 가계와 연보에 해서는 1971년부터 이우성에 의해 

차 소개되기 시작했고, 그가 이건창의 惠岡崔公傳 을 발굴해 학계에 

알림으로써 최한기의 서울 생활에 한 일말의 정보가 알려지게 되었다

(1990). 이어서 권오 이 ｢최한기의 생애와 학문편력｣(1998), 최한기의 

학문과 사상 연구 (1999) 등에서 최한기 가문의 배경  사회  지 와 

師承 계 등에 해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 한 권오 은 ｢새로 발굴

된 자료를 통해 본 혜강의 기학｣(2004a)이란 논문을 통해서도 새로운 텍

스트의 내용  최한기의 인간  풍모에 해 소개했다. 한편 개성 출신

의 서울 京華士族이라고 볼 수 있는 최한기의 서울생활  사유배경 등

에 해서는 유 학의 논문과 서를 참조할 수 있다(19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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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개인 작을 통해 와 

같은 작업을 진행시켰다.2) 이 에서 볼 때 그의 독창성은 단지 사유

의 내용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쓰기 스타일의 새로운 형을 만

들어냈다는 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3)

氣學으로 수렴되는 최한기의 사유는 그의 새로운 氣 개념에서도 

잘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동시  서구 자연과학 지식의 수용과 비

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歷數學, 器械學 등의 지식을 통해 形質을 지

닌 氣를 측량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강조했던 최한기는, 우주를 구성

하는 기본 물질로서의 氣의 고유한 본성을 ‘活動運化’라는 용어를 통

해 설명하기에 이른다.4) 이제 ‘活動運化’ 혹은 ‘運化’라는 표 은 

2) 김용헌은 최한기가 성인과 경 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의 

주된 학문 상이 경 의 세계에서 객 세계로 화되었다고 보았는데

(2000, pp.212-213),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최한기가 더 이상 기존의 주

석학  작업에 몰두하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임형택도 최한

기의 학문이 단지 ‘탈성리학’일 뿐만 아니라 ‘탈경학’ 인 면모를 띠게 되

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2001, p.139/2004, pp.6-7). 그러나 이행훈은 기존

의 최한기 연구가 주로 통 사상과의 단 에 을 맞춘 을 비 하

면서, 최한기 학문의 근  성격을 탈성리학 혹은 더 나아가 탈경학으로 

규정하는 에 문제가 있다고 비 했다(2006, p.173/p.198). 경 에 한 

주석학  연구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학문을 탈경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최한기가 여 히 四書 등에 한 경학  

을 다른 식의 쓰기 스타일을 통해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上同, pp.175-176). 최한기가 어느 정도 四書의 내용을 언 하고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주석을 달지 않는 독특한 방식으로 본인의 주장을 개했

던 은 과소평가될 수 없는 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3) 박희병은 경 의 권 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친 최한기의 

쓰기 스타일을 기본 으로는 雜記漫 的 쓰기 습을 보다 확충한 것

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유래가 될 만한 것으로 顧炎武의 日知 과 李瀷

의 星湖僿說  등을 선례로 들었다(2005, pp.134-136). 그러나 최한기의 

경우 단순히 백과사 으로 나열만 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 아래 

일 된 소주제들을 배치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의 서들과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上同). 이로 인해 최한기의 쓰기는 經典注疏의 

형식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왕의 雜記類 형식에 일 성과 통일성

을 부여했던 에서도 당 의 어떤 사례보다 특이하고 외 인 경우라

고 평가하 다(上同). 필자 역시 최한기가 통  방식의 쓰기 형태에

서 벗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이라고 본다.

4) 최한기의 氣 개념은 서구 자연과학의 향을 깊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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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반 이후 최한기 사유의 원숙한 작물들 속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핵심 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기의 끊

임없는 움직임과 변화를 강조해온 기존의 기철학  과는 이미 다

른 함의를 지닌 것이었다. 왜냐하면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최한기의 기 개념이 가진 활동운화의 본성이란 지구의 자 과 공

을 둘러싼 최신의 천문학 지식을 통해 비로소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5) 더구나 이와 같은 새로운 천문학 정보의 유입은 

결과 으로 최한기의 철학  사유에도 일정한 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6)

통 기철학  동양의학의 함의를 복합 으로 지니고 있어서 생명력과 

정신력 등을 함께 지닌 유기체  성격의 존재로 규명되기도 하 다. 그러

나 이러한 氣 개념의 성격 문제는 본 논문의 핵심 주제가 아니므로 더 

자세히 언 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5) 권오 은 최한기가 지구 공 에 해 확신하지 못한 30년 에는 기존 성

리학의 용어 가운데 하나인 ‘氣之流行’ 혹은 ‘氣之運行’이라는 정도의 표

을 사용한 반면, 50년  지구도설  등을 통해 새로운 천문학 지식을 

수용한 이후부터 분명하게 ‘活動運化’하는 氣의 본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고 평가했다(2004a, p.67/2004b, pp.28-29). 한 신원 도 최한기가 자

설에서 공 설로 변화된 새로운 천문학 지식을 수용함으로써  

계의 動靜 개념을 버리고 活動이라는 기학  용어를 주장하게 되었다

고 분석했다(2004, pp.231-232). 한편 김용헌은 최한기가 50년  반 이

후 기존에 몰랐던 지동설, 즉 태양 심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

히 천동설과 지동설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설명하 다(2000, pp.218-222). 

한 말년에 최한기는 星氣運化 ｢凡例｣에서 서양 천문학이 神氣의 활동

운화에 해서는 자신만큼 제 로 밝히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 이것은 

서양 천문학이 천체들 간의 인력작용의 이유를 밝히지 못한 반면 본인의 

氣輪說은 그 이유까지 나름 로 해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용헌 

의 논문 참조, pp.225-229). 사실 氣의 활동운화 개념은 지구 공 을 주장

한 지동설과 련된 것이기도 했지만, 이에 덧붙여 천체들 간의 氣輪 작

용을 이해함으로써 도출된 개념이었음을 최한기 본인이 밝힌 바 있다(

地球典要 ｢論氣火｣). 그 다면 최한기가 氣輪과 氣之活動運化라는 개념을 

동시에 규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양자 간의 계에 해

서는 주석 56번 문 양의 설명을 좀 더 참조할 수 있다.

6) 최한기가 수용한 최신의 천문학 지식은 그로 하여  새로운 우주론을 구

상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그의 철학  사유 역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

는데, 이 에 해서는 김용헌이 이미 언 한 바 있다. 그는 ｢최한기의 

서양우주설 수용과 기학  변용｣이란 논문에서 최한기가 수용한 우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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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본 논문에서 최한기가 선별 으로 수용했던 서구 과학지식

의 구체  내용들을 직  살펴보려는 것은 아니다. 과학과 련된 이 

쟁 들은 필자의 능력 범 를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부분 으로 선행 연구자들의 노고에 의존해 최한기의 사유에 미친 당

시 과학지식의 향을 간 으로만 살펴볼 뿐이다. 다만 1836년에 

최한기가 신기통 과 추측록 을 구성할 무렵과, 1850년  지구 요

(1857)를 작성하고 기학 (1857)을 완성했으며 더 나아가 1860년에 

운화측험 (1860) 등을 마무리할 무렵에는, 철학  사유에 있어 일정

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물론 최한기의 

몇몇 작들을 함께 검토해보면 그가 년에서 말년에 이르기까지 지

속 으로 일 되게 유지해온 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일례로 30년 의 기측체의 와 50년 의 기학 의 사유 구조 사이에

는 차이 보다는 유사 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이 지 했듯이 양자 간의 미묘한 차이  역

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7) 왜냐하면 기의 작에서는 

통 학문인 주자학과 일부 이 첩되는 목이 보이는 반면, 후기

의 변화는 그에 따른 철학체계에 심각한 향을 미쳤다고 논평했다(1997, 

pp.498-499). 

7) 필자는 신원 의 두 논문(2004/2005)을 통해 최한기 사유의 성격이 1830

년 와 1850년 에 일부 변모되는 과정의 단 를 잘 엿볼 수 있었다. 특

히 動靜과 理氣 개념을 으로 함께 사용하던 추측록 의 으로

부터 靜이 아닌 완 한 動의 세계, 즉 활동운화기의 역동  세계를 기학

에서 주장했던 을 신원 이 앞서 지 했던 것은 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2004, pp.229-230). 한 손병욱은 ｢최한기의 인식론｣에서 기의 인

식론과 후기의 인식론을 구분하면서 기에 神氣를 통해 해명된 추측법

이 기학  이후에 活動運化의 氣를 통해 보다 명료하게 제시되었다고 설

명한 이 있다(1997, pp.461-466). 한편 권오 의 경우는 새로 발굴된 자

료 가운데 최한기의 횡결 을 분석하면서 그가 년에 여 히 理學的 

을 통해 心性論을 개했음을 지 했고(2004a, pp.57-63),  다른 논문 

｢최한기 기학의 사상사  의미와 상｣에서도 후기와는 다른 기 경학

의 을 잘 밝 주었다(2004b, pp.24-25). 이와 같이 최한기의 사유가 

통 학문과의 계 속에서 어떻게 진 으로 변화되어 갔는지 그 과정

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자의 본 논문도 그러한 변화 과

정의 일부를 설명하려고 구성된 것이다. 



논문74

의 작에 오면 최한기 특유의 기학  세계 이 보다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두 시기 사이에 사유의 변화

가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한 구체 인 내용을 

따로 설명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필자는 본 논문

에서 최한기의 기 사유를 신기통 과 추측록 의 합본인 기측체의

를 통해 살펴보고, 후기의 사유를 기학 을 심으로 살펴보되 지구

요 , 운화측험 , 인정 과 명남루수록  등을 함께 살펴 으로써, 
양자 사이의 변모 양상을 해명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

미 일 된 최한기의 철학  을 나름 로 충실히 설명해왔지만, 
논의의 흐름상 본 논문에서도 그런 맥락을  언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기와 후기의 연속된 철학  을 일부 언 하되, 
특히 두 시기 사이에 달라진 미묘한 입장 차이에 좀 더 주의를 집

시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氣測體義 에 나타난 전기 사상의 특징

1. 理氣․性情 개념의 用例와 神氣形質論의 구도  

최한기는 신기통 과 추측록 을 별도로 작성한 뒤 기측체의 로 

합본했고, 이 합본 텍스트를 여러 차례 수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8) 따라서 기측체의 의 내용은 단순히 최한기의 기 사유만을 보

8) 권오 은 새로 발굴된 텍스트의 하나인 횡결  가운데 두 종류의 ｢추측

록서｣가 수록된 것을 통해 기존의 기측체의 ｢추측록서｣와 비교해본 결

과 후자가 가장 마지막 세 번째 작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2004a, 

pp.63-66/2004b, pp.27-28). 이 에서 보면 기측체의 가 1836년도에 북

경에서 출간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

한 사실은 기 작품인 신기통 과 추측록 의 내용을 최한기가 지속

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했을 가능성도 보여 다. 권오 도 신기통 과 추

측록 이 1850년  반까지 부단히 수정 보완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2004b, p.27).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작품인 이 두 작 속에

는 기학  이후의 서들에는 잘 보이지 않는 독특한 표 들이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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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그런 성격의 작은 아닐 수도 있다. 필자가 아래 소개할 神

氣形質論의 구도는 사실 후기의 작들 속에서도 빈번히 등장하기 때

문이다.9) 그러나 사상  일 성에도 불구하고 후기에는 잘 언 되지 

않는 몇 가지 표 들과 주장들이 산발 으로 에 띈다. 기학  이후

의 표 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 이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우

선 여느 기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최한기 역시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인 물질  토 를 氣라고 상정하고 있다.10) 기를 심으로 자연계

와 인간 사회, 기타 사물들이 조성된다고 보았기에 통 인 理 개념

은 이제 기의 條理라는 제한된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11) 형체도 없고 

데, 바로 이런 목들을 심으로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9) ‘신기형질론’이란 표 은 최한기 본인이 후기 작으로 평가된 명남루수

록  같은 곳에서 神氣와 形質을 댓구로 사용한 에 착안해서 언 한 것

이다(아래 인용문). 神氣도 역시 形質을 가진 氣이긴 마찬가지지만, 神氣

가 모든 존재자들에게 공통 으로 함유된 이상  상태의 氣라면, 그에 댓

구로 사용한 形質이란 개념은 개체들마다 모두 차이 나게 만드는 다양한 

양태의 氣質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측면에 따라 임시 으

로 신기형질론이라고 이름 붙인 것인데, 과거 신원 의 경우도 논문에서 

신기형질론이라는 소제목을 직  달기도 했다(2004, p.217). 

若不因神氣運化, 形質得其變通, 則多寡聰明, 俱無實得. 是以有虛慌而無實

得 , 己自在身神氣, 多不分明, 推 而測大, 推大而測 , 俱無其能. 每以竑

闊誇大之 , 掩跡含默, 以人治人, 以物濟事, 未澈其方, 常以無神無力之語, 

安作酬答. 欲治斯病, 惟有見得神氣形質, 積年存養於胸中, 自生神力, 發於

四肢, 形於 語. 明南樓隨 , 국역 氣測體義 卷二, p.178 참조. 

10) 充塞天地, 漬洽物體, 而聚而散 , 不聚不散 , 莫非氣也. 我生之前, 惟有天

地之氣, 我生之始, 方有形體之氣, 我沒之後, 還是天地之氣. 天地之氣, 大而

長存, 形體之氣, 而暫滅. 然形體之氣, 資賴乎天地之氣而生長, 從諸竅而通

飮食聲色, 自肢體而通運用接濟. (…) 至於萬物之氣, 同稟於天地, 函育于兩

間. 神氣通 卷一 ｢體通｣ ‘天人之氣’

※최한기 작의 원문 텍스트로는 2002년 성균 학교 동문화연구원

에서 펴낸 增補明南樓叢書 를 참조했다. 번역본으로는 민족문화추진회에

서 펴낸 기측체의 (1979-1980), 인정 (1981-1982)과 손병욱의 번역서 

기학 (통나무, 2004) 등을 참조하 다. 그리고 기학  원문을 인용할 경

우 손병욱 번역서의 경우처럼 叢書 의 원래 문단 배열 순서에 따른 조

목의 숫자를 함께 기입하 다.

11) ①氣 , 充塞天地, 循環無虧, 聚散有時, 而其條理 之理也. 氣之所敷, 理卽

隨有. 擧其全體而 之氣一, 則理亦是一也, 擧其分殊而 之氣萬, 則理亦是

萬也. 推測  卷二 ｢推氣測理｣ ‘大象一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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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도 없는 理는 오직 氣의 구체 인 작용을 통해서만 간 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일종의 형식  원리 정도로 간주된 셈이다. 최한기에

게 있어 理 개념이 철 히 氣에 종속된 의미로 사용되었던 을 우

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편 그는 ‘神氣’라는 특정한 용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神氣 역시 

氣이기는 하지만 ‘神’이라는 용어가 가진 함의 때문에 보다 특정한 

상태의 氣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神’이란 용어는 

기의 밝음[明]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의 精華를 가리키기도 하며 기의 

무한한 功用이 지닌 德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다.12) 이로써 보면 神

氣란 밝고 정미로우며 다양한 공능을 지닌 氣의 이상  상태를 가리

키는 용어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한기는 와 같은 이상  神

氣가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에게 동일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했

다.13) 그래서 天地가 이 신기를 함유하고 있을 때 ‘천지의 신기’라고 

부르고, 인간과 사물이 이 신기를 함유하고 있을 때 ‘形體의 신기’라
고 부른 것이다. 그러나 상 으로 볼 때 모든 개체들은 서로 다른 

삶의 조건과 외형을 갖추고 있는데, 이 같은 다양한 차이의 발생은 

결국 氣가 아닌 ‘質’ 혹은 ‘形質’이란 개념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②理是氣之條理, 則有氣必有理, 無氣必無理. 氣動而理亦動, 氣靜而理亦靜. 

氣散而理亦散, 氣聚而理亦聚. 理未嘗先於氣, 亦未嘗後於氣, 是乃天地流行

之理也. 推測  卷二 ｢推氣測理｣ ‘流行理推測理’

③苟明乎氣, 則理自在其中矣, 先務究理, 則氣反隱而罔準. 理無形而氣有跡, 

故循其跡, 則理自顯而有可 之緖矣. 捨其跡, 而求諸無形, 則顯著之氣反歸

隱微, 所 理 , 漠無準的. 推測  卷二 ｢推氣測理｣ ‘理在氣中’

12) ①神氣無他能, 而明生於神, 力生於氣, 惟明 力, 乃無限妙用所由出也. 神氣

通 卷一 ｢體通｣‘明生於神, 力生於氣’ 

②神 , 氣之精華, 氣 , 神之基質也. 神氣通 卷一 ｢體通｣ ‘知覺優劣從神

氣而生’

③大凡一團活物, 自有純澹瀅澈之質. 縱有聲色臭味之隨變, 其本性則不變. 

擧其全體無限功用之德, 總括之曰神. 神氣通 卷一 ｢體通｣ ‘氣之功用’ 

13) 氣 , 天地用事之質也, 神 , 氣之德也. 大器所涵, 之天地之神氣, 人身所

貯, 之形體之神氣. 夫天人之神氣, 已自我生之初, 相通而相接, 終始不違. 

(…) 若夫天人相通之神氣, 不可使之增減, 亦不可使之違越. 神氣通 卷一 

｢體通｣ ‘通有得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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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기는 氣가 보다 구체 인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을 質이라고 보면

서14), 이러한 質 혹은 形質은 바로 윗세  부모로부터 다양하게 물려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15) 따라서 神氣가 모든 존재의 공통분모라면 

形質은 각 개체를 서로 차이 나게 만드는 개별화의 근거 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게 神氣와 形質 혹은 더 간단히 氣와 質의 구도

를 통해 최한기는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론  세계 을 형성할 수 있

었던 것이다.16)

이와 같은 신기형질론의 구도 속에서 최한기는 다양한 형질로 인

해 일시 으로 가려진 神氣를 외부 사물들의 神氣에 通하도록 하는 

공부를 강조하 고, 이를 확장함으로써 결국 천하 모든 사물들의 신

기가 서로 通하는 이상  세계상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앞서의 

설명을 염두에 둘 때 최한기가 말한 神氣와 形質이란 단지 氣의 서

로 다른 두 양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자가 맑고 역동 인 

기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구체  형체로 인해 어느 정도 固滯化된 기

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7) 하지만 최한기는 신기통 과 동일한 시 에

서 작성한 추측록 에서는 理氣, 性情, 動靜 개념의 통  항목들을 

14) 氣有精液, 地有煦 , 故人物之生, 得天之氣, 稟地之質. 質 , 氣之成形也. 

生,, 氣之聚, 死, 氣之散. 推測  卷二 ｢推氣測理｣ ‘氣聚生散死’ 

15) 萬物之生, 神氣, 則同稟於天地之神氣. 形質, 則各受於父母之骨肉. 神氣通

卷三 ｢生通｣ ‘形質相通’

16) 天下萬殊, 在氣 質相合. 始則質由氣生, 次則氣由質而自成其物, 各呈其能. 

天之神氣, 襯近於地, 地之蒸噓, 相染相渾, 因成天地之神氣. (…) 氣是一

也, 而賦於人, 則自然爲人之神氣, 賦於物, 則自然爲物之神氣. 人物之神氣不

同, 在質而不在氣. 如使賦人之氣, 不賦於人而賦於物, 則爲物之神氣, 不爲人

之神氣. 又使賦物之氣, 不賦於物而賦於人, 則爲人之神氣, 不爲物之神氣. 且

於人類物類之中, 自有優劣善惡, 亦 此無異也. 或有功夫推測進於優 , 亦

由有進優之質矣, 不進 , 自有不能進之質矣. 神氣通 卷一 ｢體通｣ ‘氣質各異’

17) 손병욱은 번역서 기학 의 해제에서 최한기의 ‘氣質通運化著’라는 표 에 

해 분석하면서 ‘氣一分殊’, ‘氣通質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 있는데 

이는 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본다( 기학  해제, 2004b, p.367). 사실 최한

기가 근원 인 神氣와 형질에 가려진 다양한 神氣를 거론한 것은 ‘기일분

수’라는 테제로도 해명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形質의 

質에 따라 神氣가 국한되어 보이지만 神氣 그 자체는 보편 이라는 주장

도 역시 ‘기통질국’의 테제에 부합되는 주장이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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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존재론  세계 을 다음과 같은 용어들로 

기술한 바 있다.

사람과 만물의 形質이 갖추어지기 에는 곧 천지의 理氣 다가 그 

형질이 이루어진 뒤에 氣는 質이 되고 理는 性이 된다. 한 그 형질

이 없어지게 되면 質은 氣로 돌아가고 性은 理로 돌아간다. 천지에 있

어서는 氣와 理라 하고, 사람과 만물에 있어서는 形과 性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일 사람과 만물의 形이 없다면 어떻게 그 性에 해 논할 수 

있겠는가?18)

 마음이란 그 質을 말하면 氣이고 그 性을 말하면 理이다. 氣가 

맑으면 理도 뚜렷해지고 理가 뚜렷하면 氣도 맑아진다. 氣가 맑아 理

가 뚜렷한 것은 誠한 자[聖人]의 일이고, 理를 뚜렷하게 해서 氣를 맑

게 하는 것은 誠하는 자[學 ]의 일이다.19)

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최한기가 앞서 理를 氣의 條理일 뿐이라

고 말하면서 氣를 통해서만 理를 언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비해, 
이곳에서는 理와 氣를 다분히 등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천지의 理와 氣가 사람에게 품부되면 性과 形이 된다

고 말하거나, 개체가 죽으면 다시 천지의 理와 氣로 환원된다고 나

어 표 한  등이 바로 그러하다. 한 두 번째 인용문에서 氣와 理

를 비시키면서, 氣가 맑으면 理가 뚜렷해질 뿐만 아니라 理가 뚜렷

하면 氣가 맑아진다고 병렬 으로 표 한  역시 그 다. 理는 언제

나 특정한 氣의 條理일 뿐인데 어떻게 무엇은 氣로 돌아가고 무엇은 

理로 돌아간다고 구분해서 표 할 수 있었을까? 한 理가 氣의 條理

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氣는 質이 되고 理는 性이 된다고 나 어 

배속시킬 수 있었을까? 두 인용문의 표 들이 모두 氣一元論的인 자

신의 입장과는 서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人物之形質未具時, 卽是天地之理氣也, 及其形質之胎成, 氣爲質而理爲性. 

又及其形質之澌盡, 質還氣而性還理. 在天地而曰氣也理也, 在人物而曰形也

性也. 若未有人物之形, 何以論其性? 推測 卷三 ｢推情測性｣ ‘本然性’

19) 夫心, 其質則氣也, 其性則理也. 氣淸而理明, 理明而氣淸. 氣淸而理明, 

誠 事也, 理明而氣淸, 誠之 事也. 推測 卷二 ｢推氣測理｣ ‘心氣淸而理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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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 한 신기형질론이 氣의 두 층 를 임시 으로 구분한 반면, 
의 인용문들은 理[性]와 氣[質]의 두 차원을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

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은 理氣를 함께 서술한 목에서뿐만 아니라 性情 개념

을 사용한 목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性情 

개념은 본체와 상의 구분을 제한 주자학의 통 형이상학에 보다 

더 어울리는 개념 구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한

기 역시 자신의 기론  세계 을 설명하기 해 이 용어를 후기에 

걸쳐 지속 으로 사용하고 있다.20) 특히 기에 그는 性 개념을 ‘生
之理’라고 표 하면서 性이 겉으로 드러난 情이란 개념과 구별해서 

설명하 다.21) 앞서 최한기는 理와 氣를 비교하면서 理를 性에, 그리

고 氣를 質의 차원에 나 어 배속시켰기 때문에, 그가 사용한 理氣 

구도에 따라 性情 개념의 경우 역시 주자학  性情論의 논리를 그

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만든다.22) 더구나 주석 

21번을 보면 人性은 仁義禮智이며 情이란 喜怒哀樂이라고 보면서 性

20) ①情之所發, 欲捨而不可捨, 欲忘而不可忘 , 是性之所具也. 其餘捨之可, 不

捨之亦可, 忘之可, 不忘之亦可 , 若非緣情有累, 必是遇物有遷也. 不可捨

, 五倫及渴飮饑食之類, 不可忘 , 仁義禮知之推往測來也. 亘古亘今, 無有

乎彼此, 無有乎不同, 可知人性之所固有也. 推測 卷三 ｢推情測性｣ ‘情之

捨不捨’

②氣以活動運化之性, 寒熱乾濕之情, 槖鑰升降陶鑄萬物. (…) 活動運化之性

發爲寒熱乾濕之情, 相應相和以成交接運化也. 人道有仁義禮知之性, 卽活動

運化之天則, 喜怒哀樂之情卽交接運化之神氣也. 運化測驗 卷一 ｢氣之性情｣

21) 人物之受天氣而稟地質 , 莫不有性情, 指其生之理曰性, 指其性之發用曰情. 

蓋生之理難見, 而性之發用易知, 故推其情, 以測其性. 人 物俱有性情, 以人

性情, 參稽於物之性情, 而得其一本之規, 則所認之性情, 庶不偏矣. 人之性, 

仁義禮知也, 情, 喜怒哀 也. 金石草木之性, 剛柔勒也, 情, 旱焦雨潤也. 

以人之喜怒哀 之情, 測其仁義禮知之性, 如以金石草木旱焦雨潤之情, 測其

剛柔靭之性也. 推測 卷三 ｢推情測性｣ ‘人物性情’

22) 권오 은 최한기의 후기 작인 운화측험 의 ‘氣之性情’ 구 을 풀이하

면서, 이것은 바로 ’性發爲情’이라는 성리학의 도식을 최한기가 빌려 사용

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1999, p.122). 개념 으로 주자학에서의 性情

이란 표 을 최한기가 그 로 사용한 것은 사실인데, 그 용어들의 구체  

함의는 이미 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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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은 人物이 모두 고유하게 타고난 바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표면 으로 살펴보면 최한기 본인이 분명히 거리

를 둔 주자학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23) 주

희 당시부터 그리고 조선조 유학에서 四端․七情 논쟁을 거치면서 仁

義禮智와 惻隱․羞惡之心 그리고 喜怒哀樂의 未發已發 개념 등으로 

性情論을 풀이한 역사는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최한기가 

기에 작성한 추측록 의 경우 ‘推氣測理’, ‘推情測性’, ‘推動測靜’이
라는 용어들 간의  계를 그 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와 

같이 기존 담론의 어법과 표 들을 재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本然․氣質에 한 다음의 설명도 그 한 라고 볼 수 있다. 

“性은 한 가지이나 天理가 유행하는 것을 가리켜 本然이라 하고, 
그 氣를 품부받아 形象을 이룬 것을 가리켜 氣質이라고 하니, 요는 氣

質의 性으로 하여  本然의 性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性은 

곧바로 근원으로부터 用功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心情이 발용하는 곳

을 따라서 차 本源에 이르도록 해야 할 따름이다.”24)

“이른바 本然의 性이라는 것은 그 形質이 이루어지기 을 가리키

는 것이 아니다. 이미 형질이 갖춰진 뒤에도 항상 그 본연의 성은 존

23) 최한기는 性은 인의 지이며 情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면서 性情은 사람이 

고유하게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推測  卷三의 ‘仁義禮智’ 조목에

서는 ‘인의 지가 본래부터 나의 性에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을 아

래와 같이 비 하고 있다. 따라서 性(인의 지)情(희노애락) 개념의 구도 

자체는 주희의 것을 채용하고 있지만, 구체 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최한기는 推測의 경험  공부를 통해서만 비로소 사후 으로 仁義禮智라

는 덕목을 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推測之中, 自有生

成之仁, 適宜之義, 循序之禮, 勸懲之知. 然操則存捨則亡. 人物之生, 各具形

質, 而權度於這間 , 惟有推測之條理. (…) 人或以爲仁義禮知, 素具於我性, 

其流之弊. 遺物而只求於我, 烏可論其求得之方也. 如收聚金玉 , 自有積累

而得, 非人人所可能也. 若 人皆有收聚金玉之方則可, 若 人皆有素積之金

玉, 而不得 用則不可. 故孟子曰, 人皆可以爲堯舜, 不曰人皆是堯舜, 而不能

行堯舜之道.” 推測  卷三 ｢推情測性｣ ‘仁義禮智’

24) 性是一也, 而指其天理流行 曰本然, 指其氣稟成形 曰氣質, 則要使氣質之

性, 復其本然之性也. 然性不可直從源頭而用功, 可從心情發用處操 , 以期

漸臻于本源耳. 推測 卷三 ｢推情測性｣ ‘心性理各有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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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니, 바로 天地人物이 이 본연의 성을 다 함께 얻고 氣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25)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天理를 가리켜 本然이라 하고 氣를 받아 形

象을 이룬 것을 氣質이라고 구분하면서, 本然의 性을 회복하려면 마

음 상에서 情이 드러난 곳을 따라 그 본원으로서의 性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의 理氣, 性情 경우와 마찬가지로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의 이분법 역시 주자학 담론의 표 인 소재 가

운데 하나 는데, 최한기는 이 개념  한 유의미하게 수용하고 있

다. 사실 이처럼 최한기가 天理 혹은 本然之性 등의 표 과 련해 

理와 性 개념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사용한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간혹 어떤 연구자는 최한기의 기측체의  작 속에서 사용된 理 개

념을 단순한 氣의 條理가 아닌 존재론  실체를 가진 요한 개념으

로 악하기도 했고 性 개념 역시 그런 맥락에서 달리 이해하기도 

했다.26)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 문제들은 용어 표 상

25) 所 本然之性, 非指其形質未成時也. 旣具形質之後, 常有其本然 , 卽天地

人物所同得之乘氣而化成也. 推測 卷三 ｢推情測性｣ ‘本然性’

26) 가령 최 진의 경우는 ｢최한기 이기론에 있어서의 理의 상｣이라는 논

문을 통해 그간 연구자들이 최한기 철학 내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理와 性 개념의 요성에 해 지 했다. 그는 최한기가 天理, 流行之理 

등 수많은 곳에서 理 개념을 여 히 유의미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가 

理의 실재성을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 다(2000, 

pp.121-122) 한 이런  하에서 최한기의 理 개념을 條理로 소하게 

보고 氣에만 주목했던 장태, 이 구 등의 논 을 비 하 다(2000, 

pp.125-126). 하지만 최한기가 비록 용어를 그 로 天理 혹은 天命之性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것은 이미 大氣, 神氣, 運化氣라는  다른 

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바 었다는 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장태는 ‘천명지성’이란 ‘天氣’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최한기가 말했던 

에 근거해 性은 氣를 의미한다고 주장하 다(1987, p.263). 한 이 구

도 최한기에게 性이란 결국 神氣이며 ‘나에게 있는 하늘[天]’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1997, p.483). 권오 도 천명지성에 해 최한기가 天氣를 받은 

것을 가리킨다고 말했으므로, 이제 天을 理로 이해하던 기존의 입장이 天

을 氣로 이해하는 氣學의 이해 구도로 바 었다고 지 했다(2004b, p.31). 

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비교해 본다면, 최한기가 말한 理와 性 개념은 

이 용어들의 거듭된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부터 기존의 주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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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혼동의 결과 다고 생각된다. 최한기는 기측체의 의 다

른 곳에서 천명지성[=본연지성]이나 기질지성 등의 용어에서 모두 

‘性’이라는 표 이 그 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결국 氣의 어떤 상태 혹은 속성을 가리키는 것

이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27) 
따라서 최한기가 理와 氣를 으로 표 하거나 性과 形[質] 역

시 그 게 표 한 바가 있더라도, 이것은 결국 氣의 서로 다른 두 층

 혹은 두 양태를 임시 으로 가리켜 말한 것이었다는 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만 氣의 일시  두 차원을 변별해 설명하려고 했으면

서도, 여 히 그것을 理와 氣라고 부르거나 혹은 性과 形[質] 혹은 

本然과 氣質이라고 표 했던 것은, 통  용어들에 한 최한기의 

이 아직 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최한기는 이제 理와 氣 개념을 병렬 으

로 혼용하는 신, 運化氣와 形體氣 혹은 大氣와 人間神氣 등의 보다 

명료한 개념 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용어상의 변

화가 있었더라도, 신기형질론을 통해 주장한 세계 이해의 구조 자체

는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단된다. 가장 이상 인 차원의 神氣 

혹은 大氣가 있고 이것이 개체의 形質[형체]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던 은, 후기에 걸쳐 일 된 것으

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부론을 보면 단순히 용어 표 상의 문

제가 아닌 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통과는 다른 기철학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 ⓛ氣卽一也, 指其所而名各殊焉. 指其全體 之天, 指其主宰 之帝, 指其流

行 之道, 指其賦於人物 之命, 指其人物稟受 之性, 指其主於身 之心. 

又指其動而各有稱焉, 伸爲神, 屈爲鬼, 暢爲陽, 斂爲陰, 往爲動, 來爲靜. 推

測 卷二 ｢推氣測理｣ ‘一氣異稱’

②天命之 性 , 指其受天氣也, 氣質之性 , 指其稟地之質也. 性相近習相

遠 , 指其隨所習而有遷也, 性旣有殊, 則其所推性而測 , 宜有不同. 然貫通

三才, 則自知其同. 只擧人之所習, 則終難得其齊也. 推測 卷三 ｢推情測

性｣ ‘性習有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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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靜時 氣象의 體認 공부와 推測의 공부론

최한기는 한 인간의 神氣가 외부 사물의 神氣와 소통되도록 하기 

해 推測의 공부를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사람의 神氣는 우주의 

보편 인 氣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만 한 개인이 부모로부터 얻은 구

체 인 形質의 차이로 인해 각자의 신기 소통의 능력이 달라진다. 하

지만 본인의 후천 인 노력을 의미하는 見聞習染의 정도에 따라 소통 

정도는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다.28) 이 게 기존에 타고난 神氣를 보

다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공부법으로 최한기가 제안한 推測의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미루는 推의 단계와 미루어서 다른 

상에 한 새로운 앎을 추구하는 測의 단계로 구분된다.29) 추측의 방

법을 통해 외부의 物理와 人情을 이해하면 이 때 얻은 이치를 내 안

의 神氣에 장하게 되는데, 최한기는 안에 장해 둔 이러한 원리들

을 한 때에 다시 드러내 쓴다고 설명하 다.30) 최한기는 추측 공

부를 통해 얻게 된 앎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해 檢證과 變通의 

차를 강조하기도 했다. 비록 분명하다고 생각된 것이라도 다시 천지

의 유행하는 이치[流行之理]에 나아가 내가 추측한 이치[推測之理]가 

그에 부합되는지 재검토해야 하고,31) 한 아직 헤아리지 못한 다른 

28) 旣爲人身, 宜究形質之所由生, 以達所稟神氣隨形質而有異也. 所居之水土, 

父母之精血, 爲形質之根基而生成, 所習陶鑄乎天地之神氣. 大人國 人國及

奇形怪像之鄕, 卽是土宜也. 就其中, 又有彊弱淸濁醜美之分, 在於精血之和

合. 是故人身神氣生成之由有四, 其一天也, 其二土宜也, 其三父母精血也, 其

四聞見習染也. 上三條, 旣有所稟, 不可追改, 下一條, 實爲變通之功夫. 神

氣通 卷一 ｢體通｣ ‘四一神氣’

29) 心之所能, 推見而測其未見, 推聞而測其未聞, 推習而測其未習, 推有而測其

無有, 則萬象森羅云 , 特是推測中一事耳. 推測 卷一 ｢推測提綱｣ ‘推測

卽是知’

30) 其收貯於內, 則袪其事而存其理, 遺其麤而存其精, 習染於神氣. 其發用於外, 

則隨其所遇所値, 而擇於收貯中相當相類 , 以辭色 動, 加諸彼而已. 神氣

通 卷一 ｢體通｣ ‘收入於外, 發用於外’

31) 推我之見聞閱歷, 以測無違於流行之理 , 推測之準的也. 推之用雖多端, 總

不離於見聞閱歷矣. 測之義在於一貫天理, 使萬事萬物, 輻湊於本源, 故統

之, 則測是 天理之流行也, 分 之, 則就事物而各有攸宜之測. 推測 卷

一 ｢推測提綱｣ ‘事物攸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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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물의 神氣에도 부합되는지 반복해서 검증해야 한다. 만약 

그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이해한 추측지리를 반드시 변통해야 

한다고 보았다.32) 와 같은 추측, 검증, 변통의 과정을 반복하기에 

그는 자신의 공부법이 기존의 통 인 窮理法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던 것이다.33) 왜냐하면 궁리법이 모든 이치가 마음 속에 

장되어 있다고 보기에 오로지 내면의 공부에만 치 한 반면, 추측법

은 외부 사물에 한 경험 인 見聞閱歷의 과정을 거쳐 객  이치

를 악할 수 있도록 해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34) 
그런데 최한기가 推測의 공부를 완성하기 해서는 다섯 종류의 

찰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한 목을 살펴보면, 그가 생각했던 추

측법이 상보다 매우 포 이고 복합 인 성격을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35) 가령 최한기는 앞서와 같이 궁리법을 비 하면서도, 窮理

32) 善 得 , 亦不可自信其通, 必也驗之于人 物之神氣, 不可以一隅之合, 一

時之應, 自信其驗. (…) 惡 失 , 變改其通, 善 得 , 益廣其通, 方可 證

驗也. 若證之驗之, 而未有變改, 未有益廣, 烏得 證驗哉. 神氣通 卷一 ｢體

通｣ ‘物我證驗’

33) 務窮理 , 以爲萬理皆具於我心, 猶患我究之未盡, 務推測 , 推其前日見聞

臭味觸之氣, 而測其可否, 於此可則止之, 否則變通, 其推期測其可. 蓋窮理

, 以天地萬物之理爲一理, 故究我心窮至, 則可賅諸理, 推測 , 性 天有

分, 物 我有別, 推此驗彼, 而測之 一也. 窮理推測之題目旣異, 入門亦異, 

不必毀窮理, 而察窮理之弊. 主乎我. 大學說格物, 而不 窮理 , 可見其

義. 推測 卷六 ｢推物測事｣ ‘窮理不如推測’ 

34) 이 구는 최한기가 주장한 추측법이 연구 방법의 객 화를 추구한 것으

로서 기존의 理學的 格物窮理法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을 상세히 해

명한 바 있다. 이에 해서는 이 구의 논문 ｢최한기 사상의 인식론  의

의｣(2003, pp.262-265) 그리고 서 가운데 ‘추측변통론(2000, pp.174-178)’ 

부분을 참조해볼 수 있다. 한 손병욱의 경우도 기존의 궁리법과 최한기

의 추측법이 어떻게 다른지 ｢최한기의 인식론｣에서 자세히 설명하 다

(1997, pp.472-475). 한편 최한기의 추측법 자체, 즉 추측과 검증, 변통의 

체 인식론  과정에 해서는 이종란의 다음 책 한 상세하게 설명하

고 있다(2008, pp.193-212). 

35) 以我觀我反觀也, 以物觀物無我也, 以我觀物窮理也, 以物觀我證驗也, 有我

無物未發也, 五 備而推測成矣. (…) 然語其 用之方, 物我離合, 自有五則. 

推我心測我行, 省 察來效, 是 以我觀我也. 推天下之目以爲見, 推天下

之耳以爲聽, 推前物測後物, 推左物測右物, 是 以物觀物也. 推我前日所得

之理, 以測古今物理, 是 以我觀物也. 旣有所測, 驗物理之來合, 是 以物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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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결국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物理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 가지 방법, 다시 말해 我를 통해 物을 헤아리는 방법이라고 보면

서 추측의 공부론에 포함시키고 있다.36) 게다가 ‘나는 재 있지만 

아직 物은 없는 未發의 상태’를 지칭하면서, 이 경우에는 외물과 

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는 순간인데 

다만 喜怒哀樂이 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미발의 공부법 역시 억지로 나열한 항목이 아니라고 보면서, 추측

법의 한 가지 요소로 인정하 다. 따라서 최한기가 기 작에서 

용  1장의 ‘喜怒哀樂 未發時’와 련해서도 어떤 유의미한 공부 

방법을 모색했으리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데 未發時 혹은 靜時 

氣象을 體認하라고 최한기가 강조했던 목을 살펴보기 에, 그가 

性이라는 용어를 이 시 에서 매우 요하게 사용한 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추측록 에서 말하길 性의 본체는 증감이 없는데 

다만 가려져서 어두워졌을 뿐이라고 주장한 이 있다.37) 사실 이것

은 본인이 앞서 주자학의 을 비 하면서 내면에 있는 이치를 밝

히기 해 ‘氣質의 가림만 제거하면 된다는 말이냐’고 강하게 반문했

던 을 상기시킨다.38) 여기서 그가 말한 性의 本體란 결국 神氣를 

我也. 不覩不聞, 未 物接, 存心養性, 喜怒未發, 是 有我無物也. 此五 非

强分矯列, 自有不易之條理. 推測 卷六 ｢推物測事｣ ‘觀物有五’

36) 앞의 35번 주석을 보면, 최한기가 前日에 추측 공부를 통해 物理를 이해

하고 난 뒤 이 게 해서 경험 으로 습득한 내 마음 속의 이치를 바탕으

로 밖의  다른 物理를 헤아리는 궁리법을 부분 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여러 곳에서 理學的 窮理法을 비 했지만, 이것은 理學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고 간주했던 을 비 했

던 것이지, 공부 방법으로서의 궁리법 자체를 완 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

다고 본다. 따라서 그가 기존의 궁리법이 제한 선천  理 개념을 비

하면서 그 맹 을 지 하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측의 공부론 안에 포섭

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7) 自下學而遷進於上達 , 豈是添得己性? 但能盡己性而盡物性. 捨正路而趍入

於曲逕 , 豈是減得己性? 不能去其蔽而昧其性. 性之本體, 豈是人之所能增

減? 推測 卷三 ｢推情測性｣ ‘性無增減’

38) 人情物理, 從竅通, 而得來於外, 習染於內, 及其發用, 施之於外, 完然有此入

也留也出也三等之跡. 古之人, 多不 得來之由, 只 自內發用之端. 若詰自

內所得之由, 則 有太極之理, 自初稟賦, 而緣於氣質之蔽, 或有所未達耳. 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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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것이었다는 을 감안하더라도, 가려진 바를 해소해서 근원에 

있는 性을 회복할 것을 주장했던 은 주자학 인 시선에 매우 근

한 이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후기에 올수록 최한기는 단서가 

드러난 외부 사물과의 交接  이 交接運化 상에서의 객 인 진리 

추구를 시했는데, 이에 비해 년의 작에서는 가려진 性의 本體 

혹은 本源에 한 涵養의 공부를 외향  공부와 거의 동일한 수 으

로, 혹은 그 이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39)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경험에 의한 染着이 없는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닫도록 하는 공부법

을 최한기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었다고 본다.

추측을 얻기 이 은 평생의 미발이요, 정좌하는 것은 때[時]에 따른 

미발이며, 孟子가 말한 夜氣는 하루 동안의 미발이다. 이미 발한 뒤의 

미발은 혹 이미 발한 것에 물들기도 하나 평생의 미발은 이미 발한 것

에 물듦이 없으니, 만약 源頭의 미발을 보고자 하면 반드시 흐름을 거

슬러 潛心해서 찾아야 한다. 未發이란 희로애락이 그로 말미암아 나오

는 근원이니, 學 가 이 근원을 따라 근본을 안정되게 하고 그 흐름을 

올바로 하는 것이 진실로 공부의 大本이 된다. (…) 만일 未發 근원의 

染着이 없는 기상을 보고자 하면, 반드시 희로애락을 추측하기 이  

그 미발의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야 평생의 미발을 볼 수 있을 것이

다. 평생의 미발은 곧 희로애락의 추측과 염착이 없는 氣象이니 어  

단지 태어난 처음에만 있겠는가? 그 추측과 염착이 없는 기상을 거

슬러 궁구하면, 이 기상이 있지 않은 때가 없고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40)

則易所 多識前 往行, 以蓄其德也, 論語所 多聞多見也, 大學所 格物致

知也, 果非收聚在外之人情物理也, 乃是祛氣質蔽之功夫也. 神氣通 卷一 

｢體通｣ ‘收入於外, 發用於外’

39) 操存功夫在發用, 涵養功夫在本源, 不可偏廢. 性 時, 氣和而靜, 性 時, 氣

激而動. 情善時, 喜怒得當在物, 而己性亦 , 情惡時, 喜怒變換, 氣使心而害

及於性. 推測 卷三 ｢推情測性｣ ‘反喜怒’ 

40) 推測未得之前, 平生之未發, 靜坐 , 隨時之未發, 夜氣 , 一日之未發也. 已

發後未發, 或染着於已發, 平生之未發, 無染着於已發, 如欲觀源頭之未發, 

遡流而潛求. 未發 , 喜怒哀 所由出之根源也, 爲學之人, 從此根源, 以定其

本, 以正其流, 實爲功夫之大本. (…) 如欲觀源頭之未發, 不有染着之氣像, 

從喜怒哀 未推測之前, 以遡其未發, 則可見平生之未發耳. 平生之未發, 

卽喜怒哀 未推測無染着之氣像也, 豈獨在胎生之初也? 遡其未推測無染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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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용문에서 최한기는 平生未發과 隨時未發, 一日未發 등을 구

분하고 있다. 수시미발[정좌할 경우]과 일일미발[새벽에 夜氣가 자라

는 경우] 등이 이미 추측과 경험을 통해 염착된 내용물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시 의 미발 상태라면, 평생미발이란 선입견처럼 작용하

는 기존의 경험 내용들이 없는 근본 인 미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최한기는 처음 태어났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평생미발의 기상이 없을 때가 없다고 주

장하고 있다. 그 다면 구체  경험과 외부 사태에 한 추측의 공부

를 강조했던 최한기가, 왜 이처럼 추측으로 인한 염착이  없는 

未發時의 氣象을 이해하라고 요구했던 것일까? 이것은 년의 최한기

가 여 히 주자학 패러다임 속의 性情, 動靜 구도 등을 자기 사유의 

일부로 그 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41) 情에 해 性을, 動에 

해 靜을 인정하는 이상, 논리 으로 볼 때 本源으로서의 性과 靜의 

역이 공부의 보다 요한 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구도 에서 최한기는 우선 고요한 靜의 순간의 氣象을 체인

해야 그 다음 구체 인 여러 가지 사물들에 응수할 수 있다고 주장

했던 것이고,42) 이에 따라 中庸  1장에 나온 ‘未發中’의 의미를 먼

 이해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던 것이다. 한 靜時의 기상을 체인하

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신해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자기 스

스로의 공부를 통해 얻어야 한다는 을 역설하기도 했다.43) 

氣, 無時不在, 無處不現, 推測 卷四 ｢推動測靜｣ ‘未發源委’ 

41) 후기에 오면 최한기가 動靜의  계를 완 히 폐기한 데 비해 性

情 개념은 그 로 사용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후기에는 理氣와 

性情 개념을 병렬 으로 사용하지 않고, 氣의 性情이라고 표 하면서 항

상 역동 으로 움직이는 氣의 하부 범 에서만 性情論을 개진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하게 성정론을 고수했어도 그 의미가 후기에 있어 좀 달라

진다고 생각한다. 

42) 人 認得靜時氣像而後, 隨事酬應, 遇物分辨, 自得其正, 不爲客氣所紊亂. 如

靜掃一室, 勿使雜臭留側, 熟認此時氣臭, 有時風便聞諸臭, 而易得分別也. 中

庸曰, 喜怒哀 未發之 中, 發而皆中節 之和. 蓋使人認得中, 然後可以致

其和. 推測 卷四 ｢推動測靜｣ ‘靜時氣象’ 

43) 靜必自我體認, 不可藉人詳論而得見其靜. 如曉起而說夢中事, 此身便不是夢

中人. 推測 卷四 ｢推動測靜｣ ‘靜 自認’



논문88

한편 최한기는 推測과 染着이 없는 본래 인 未發의 상태, 즉 앞서 

말한 평생미발의 상태를 체인하기 해 이제 새로운 유형의 추측법에 

해서도 언 하고 있다. 사실 후기에 오면 無形하고 無聲한 상 혹

은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무엇인가를 추측할 수 없다고 보게 되

지만44), 기에는 다음과 같이 ‘無形無聲’한 상태에서의 ‘靜時推測’이
라는 새로운 표 을 의미심장하게 사용했던 것이다. 

고요할 때의 추측은 無形에서 보고 無聲에서 들으니 혼란스럽지 않

도록 해서 거울처럼 밝고 물처럼 맑게 해야 한다. 이 氣象을 잘 기르

면 외물이 닥쳐와도 민첩하게 응할 수 있고 일이 번거로워도 평온하

고 세 할 수 있다. 일이 없을 때 혼매한 이가 반드시 일이 있을 때도 

어지러운 것은, 마치 곤하게 자는 이를 갑자기 깨우면 반드시 당황하

여 어 할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고요할 때에는 비록 소리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이치는 그 로 있고 형체가 없어도 볼 수 있는 

이치는 그 로 있으니, 기틀을 잊어버려 혼매해지지 않도록 하며  

생각을 일으켜 소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해서 마치 먼지 없는 거울과 

티끌 없는 물처럼 만들어야 한다. 이때의 기상은 그 당시에는 알기 어

려우나 발한 뒤에 돌이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을 動할 때의 기

상과 비교해 보면, 動과 靜이 비록 다르나 體와 用에는 간극이 없다. 
고요할 때 기른 것이 推測의 體요, 움직일 때 응 하는 것이 推測의 

用이다. 存養하는 방법은 수시로 靜하게 해야 하니, 노력을 쌓아 차 

충실한 데 이르면 動해도 靜하고 靜해도 動할 수 있게 된다. 만약 推

測을 存養하는 데 힘쓰지 않고 단지 여러 방면의 자잘한 단서들만을 

궁구하는 것을 공부로 삼으면, 항상 경박하고 얕은 태도만을 보일 뿐 

溫和하고 深厚한 풍모가 다시 없게 될 것이다.45) 

44) 최한기는 氣學 卷一 58번째 조목에서 ‘有形之推測’과 ‘無形之推測’의 경

우를 비하면서 후자를 강하게 비 하고 있다. 무형한 것을 상으로 하

거나 형체를 수반하지 않는 추측의 공부를 후세 사람들의 이목을 혹시

키는 것이라고 비 한 것이다: “人自二十歲至六十歲, 其間四十年之內, 大

營濟有虛實成否之不同, 以胸中有形之推測, 做天下昇平之策, 留待後人感

服 有焉, 以虛空無形之推測, 發天地造判之談, 眩惑後人耳目 有焉.”

45) 靜時推測, 視於無形, 聽於無聲, 勿使昏撓, 如鏡明水淸. 養得此時氣象, 可以

物來而輒應, 事煩而安祥. 無事時昏昧 , 必於有事時紛撓, 如困宿 , 急攪, 

必戃慌罔措. 故 於靜時, 雖無聲而聽之理自在, 無形而見之理不泯, 勿使忘

機而昏昧, 又勿起思而騷撓, 如鏡無穢水無埃. 此時氣象, 那時未可知, 待發而

反觀, 可得以知. 諸動用時氣象, 動靜雖分, 體用無間. 靜時所養, 推測之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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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기는 사실 고요할 때의 기상에 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제

로 악하기 어렵다는 을 분명히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動할 

때에 돌이켜 보아야 비로소 靜時 氣象이란 것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요할 때에 함양하는 

추측을 이제 추측 공부의 體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靜時의 추측을 통

해 밝은 거울 그리고 맑은 물과 같은 기상을 체인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사실 ‘明鏡止水說’은 주자학에서 미발 함양의 공부법을 설

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비유이며, 후 에 주자학을 비 했던 정약

용 같은 인물에 의해 철 하게 거부된 비유이기도 하다.46) 그런데 

년의 최한기는 의 인용문처럼 먼지 없는 거울과 티끌 없는 물의 

비유를 즐겨 사용했고, 다른 목에서도 성인과 일반인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47)  계에 있는 動靜 개념의 수

용으로 인해 이제 靜時의 추측과 動時의 추측을 함께 언 하면서 이 

양자 간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결국 그가 靜時의 추측법을 

보다 더 강조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고요한 미발시의 공부를 제

로 하지 않은 채 여러 방면의 자잘한 단서들만을 찾아 공부해가면 

경박할 뿐 심후한 풍모가 없어진다고 비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

라 최한기는 외부 사물들을 체인하는 것조차도 결국 고요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으로써, 결과 으로 靜 차원에서의 공부가 가

動時酬應, 推測之用. 存養之術, 隨時 靜, 至于積累, 漸到充完, 乃可以動亦

靜靜亦動. 若不用力於存養推測, 惟以隨處思索端倪爲功, 常有浮躁淺露之態, 

無復雍容深厚之風. 推測 卷四 ｢推動測靜｣ ‘靜養’

46) 明鏡止水之說, 起於佛家, 心體之虛明靜寂, 如水鏡也. 然此 無思無慮, 不

戒不懼, 一毫不動而後有此光景. (…) 若一以虛明靜寂爲主, 一念纔萌, 不問

善惡, 屬之已發, 非水鏡之本體, 則是坐禪而已. 天下萬事, 原未商量, 猝然

過之, 其喜怒哀 , 果可以一一中節乎? 呂氏 由空而後見夫中, 朱子曰其不

陷而入浮屠 幾希. 其辨嚴矣. 顧於明鏡止水之說, 取之無疑, 深所未曉. 

猶 全書 中庸講義補 卷一 9번째 조목

47) 已發之和, 聖凡旣異, 則未發之中, 聖凡亦異. 凡人之中, 如塵垢之鏡, 聖賢之

中, 如洗磨之鏡. 積於中而形於外, 則以其形外 , 可驗其中之淸濁. 聖賢之

中, 明德自著, 如洗磨之鏡, 凡人之中, 昏沈未袪, 如塵垢之鏡. 蓋聖賢常有修

正之功, 故其效及於靜, 凡人未能克去私蔽, 故其中亦昏. 推測 卷四 ｢推

動測靜｣ ‘聖凡未發中’



논문90

진 기본  역할을 시하기도 했다.48)

물론 앞서 거론한 ‘觀物’의 다섯 가지 방법들을 모두 떠올려 본다

면 미발시 기상을 체인하는 공부가 추측법의 한 가지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최한기는 靜時에 본원

을 함양하는 추측법 외에도, 분명한 단서가 밖으로 드러난 心情의 발

용 상태에서 戒愼하고 省察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49) 이는 우리가 

경험 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감정[情]의 차원에서 과불 의 문제 을 

제거함으로써 결과 으로 본성을 함양하게 되는 방법을 말한 것이므

로, 앞선 인용문에서 ‘推測之用’이라고 표 한 것에 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듯 추측법과 련해 다양한 측면의 공부론을 열거

할 수도 있지만, 필자가 에서 강조한 靜時 氣象의 體認 문제는 기

학 과 같은 후기 작에서는 거의 강조되지 않는 내용들이기에 년

의 과 련해서는 보다 더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사실 

최한기는 표면 으로는 후기에 걸쳐 일 되게 內外의 두 측면 공부

를 모두 언 하고 있지만50), 기에는 내향 인 본원 함양의 공부를 

우선 으로 필요한 기본 공부로 간주했고, 후기에는 외향  성향의 

推測과 測驗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앎의 객 성을 보다 더 충실하게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48) 體認事物, 儘在靜中. 雖聖人之善諭, 只是說道體認之形容, 不是自我之目覩

也. 學 以自己體認, 爲極功. 體認 未得體認, 可從其 行而知之. 體認 , 

詳 略 , 皆中其規, 循度制作, 具得其宜, 未得體認 , 多反于此, 或始違而

終合, 或始合而終違. 推測 卷四 ｢推動測靜｣ ‘靜 自認’

49) ①性是一也, 而指其天理流行 曰本然, 指其氣稟成形 曰氣質, 則要使氣質

之性, 復其本然之性也. 然性不可直從源頭而用功, 可從心情發用處操 , 以

期漸臻于本源耳. 推測 卷三 ｢推情測性｣ ‘心性理各有分’

②養性之方, 只可從其發用, 而審己之所有餘, 彊己之所不足. 性不可以從他

培養, 又不可雜術助長. 只可以省察戒愼之功, 去其所偏蔽, 則可以盡吾性耳. 

推測 卷三 ｢推情測性｣ ‘養性’

50) 反求諸己, 有過不及之病, 求之於外, 有過不及之弊. (…) 惟此內外過不及之

偏, 由於內外之不相通, 得之於外, 藏之於內, 發用於外, 則不惟相證互發, 漸

致明白, 庶無過不及之差. 人政 卷九 ｢敎人門｣二 ‘求內求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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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氣學 에 나타난 후기 사상의 특징

1. 有形한 活動運化氣의 세계 

1850년  반에 이르러 이제 최한기는 지구 요 와 기학  등을 

작성하면서 기측체의 에 나타난 기존의 을 계승하여 보다 명료

하게 표 하되 자신의 기학  에 잘 부합되지 않는 몇몇 측면들

을 수정해 나갔다. 이 시기 최한기는 랑스 선교사 노아(Michel 
Benoit)의 地球圖說 을 하고 비로소 지구자 설뿐만 아니라 지구

공 설의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51) 최한기 이 에도 17-18
세기 김석문과 홍 용 등에 의해 지구자 설을 의미하는 地轉說이 주

장되기도 했지만, 이 에서는 여 히 지구를 천계의 심으로 놓

거나 혹은 지구 공 의 의미에 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러다가 최한기 때에 이르러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통해 지구가 태

양을 심으로 공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1857년에 완

성한 지구 요 52)와 60년에 완성한 운화측험 53)  인정 54)의 일

부 내용을 보면, 이 시기에도 여 히 최한기가 천동설과 지동설 사이

에서 고뇌하면서, 결국 두 원리를 모두 취해 참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51) 사실 기측체의 에서도 지구구형설과 지구자 설에 해서는 여러 차례 

언 한 이 있다. 다음 조목들을 참조할 수 있다: 神氣通 卷一 ｢體通｣ 

‘地體諸曜’, 推測 卷二 ｢推氣測理｣ ‘地體蒙氣’, 推測 卷二 ｢推己測理｣  

‘地球右旋’

52) 叢書  가운데 地球典要 卷一 ‘七曜次序’ 11-12쪽에서 최한기는 톨

마이오스, 티코 라헤, 메르센,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을 소개하고 그 가

운데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가장 정 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지동

설을 확신할 수 있는지 여 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53) 運化測驗  ‘序文’ 61쪽과 ‘地體輪轉’ 78-79쪽에서 최한기는 지구 자 과 

공 의 의미를 함께 설명하면서 공 설을 의심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

러나 운화측험  ‘氣之活動’ 76쪽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지 아직 밝 지지 

않았다는 유보  자세를 취하 다. 

54) 최한기는 人政 卷八 ｢敎人門｣一 ‘曆’ 조목에서 태양 심설과 지구 심설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두 설을 모두 취해 참고하는 것

이 좋겠다는 타 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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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안을 내놓은 것을 엿볼 수 있다.55) 
이처럼 1850년  이후 습득하게 된 태양 심의 지구공 설은 최

한기 본인에게도 미심쩍은 의문을 남길 만큼 당시로서는 매우 놀랍고 

신 인 천문학 정보 가운데 하나 다. 그런데 기존 연구자들은 최

한기가 지구공 설을 알게 됨으로써 결국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념

을 철 하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변화하는 氣의 ‘活動運化’의 본성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56) 
사실 최한기는 년에도 神氣가 원래 活動하는 것이라 항상 고요하기

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氣의 성격이 어떠한지 설명한 이 있다.57) 그

리고 딱 한 차례 運化라는 개념을 직  사용한 도 있었다.58) 그러

55) 이 에 해서는 김용헌의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하 다(1997, 

pp.505-513). 한편 문 양도 1830년  地球說을 주장할 때와 50년  이후 

地動說을 주장했을 무렵, 그리고 60년  후반 성기운화 에서 氣輪說을 

주장했을 때를 시기 으로 구분하면서, 최한기의 우주론  이 어떻게 

변모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다(2003, p.287以下). 특히 최한기의 기륜설

이 한역서인 空際格致 , 談天  등으로부터 구체 으로 어떤 향을 받

았는지 분석하면서 운화측험 , 지구 요 , 성기운화  등의 련 내용

을 매우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上同, pp.297-298/pp.302-307). 한 이

구의 논문에서도 성기운화 의 기륜설이 사실 이 에 작된 운화측험

과 련되어 있으며 이는 최한기가 공제격치 를 통해 얻은 서양 기상학

의 내용 일부를 이미 운화측험 에 반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2002, 

pp.10-11). 17-19세기 국  조선에 향을 미친 요한 한역 서학서의 

종류와 성격에 해서는 이 구의  논문을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

다(上同, pp.24-27).

56) 앞의 주석 5번 참조. 그런데 문 양은 地球典要 ｢論氣火｣편을 분석하면

서 최한기가 氣의 活動運化를 주장하게 된 것은 여러 천체들의 氣輪이 

旋轉하는 것으로부터 연유한다고 설명한 목에 주목하 다(2003, p.300). 

이에 따르면 기학  이후 최한기의 핵심 개념이 되는 活動運化之氣는 지

구설, 지구의 旋轉운동, 여러 천제들의 旋轉운동들이 종합 으로 작용하

여 일어나는 것으로 결국 태양 심 우주론인 지동설의 체계 내에서 복합

으로 해명될 수 있는 것이었다(上同). 그 다면 최한기가 강조한 활동

운화론이 그의 氣輪說에 한 설명도 함께 참조해야 제 로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 蓋神氣, 原是活動之物, 難得常靜, 易致幻妄, 從事物上硏究, 又從事物上驗

試. 不可驗試 , 不必硏究, 當待驗試 , 亦可硏究. 神氣通 卷一 ｢體通｣ 

‘通虛’ 

58) 推測  卷二 ｢推氣測理｣ ‘推形質測神道’ 조목에서 ‘一氣運化’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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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때 등장한 ‘활동지물’ 혹은 ‘운화’라는 표 은 아직 최한기에게

서 요 개념으로 부각된 것이 결코 아니었고, 이 때문에 단지 氣의 

流行 혹은 氣의 運行 등과 같은 여러 표 들을 함께 사용했었다고 

볼 수 있다.59) 기에도 神氣 혹은 天氣의 본성을 기존의 기철학자들

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활[生氣]동[振作]운[周旋]화[變通]라는 네 가지 성격을 통해 명백하게 

표 하지는 못했던 것이다.60) 최한기는 기의 활동운화를 한 마디로 

간단히 運化 혹은 氣化라고도 표 하면서 이것은 의 氣說과 완

히 다른 자신만의 이라는 것을 확신했다.61) 이로 인해 1850년  

반 이후 작들에서 최한기는 활동운화하는 氣의 본성을 일 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기는 와 같은 뚜렷한 활동운화의 본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형체 혹은 형질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기학

의 서문에서 최한기는 無形과 有形이라는 기 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기학은 결국 유형의 물체와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상으로 

한다는 을 분명히 했다.62) ‘氣化[氣之活動運化]’ 그리고 ‘形質’에 

을 단 한 번 사용한 이 있다.

59) 이 부분의 설명에서는 권오 의 분석을 참조했다(2004a, p.67/2004b, 

pp.28-29). 

60) 惟 氣, 則一團全體, 不可以劈破形 , 又不可着手分開. 故以活動運化之性, 

分排四端, 始可以形 , 又可以着手. 猶爲不足, 則又釋之, 以活生氣也, 動振

作也, 運周旋也, 化變通也. 氣學 卷二 84조목

61) 古人知識, 每以人事爲主而說法測天, 不以氣化爲標準而變通人事, 此所以古

今氣說之判異也. 氣學 卷一 47조목

※한편 최한기가 말한 氣 개념의 의미가 기존의 기철학 통의 주장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 에 해서는 허남진의 다음 논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2005, pp.257-259). 특히 허남진은 최한기가 氣의 보편성을 검증

하기 해 數의 보편성을 강조했던 것은 통철학에 과학을 목시킨 

표  사례라고 평가하 다(上同, p.267). 한 장태는 명청  기철학과 

조선후기 기철학자들의 을 소개하고 이어서 최한기의 기철학을 상호 

비교하면서 그의 사유가 가진 한계와 가능성에 해 모색한 바 있다

(2005). 의 논문들은 동양 통과의 맥락 속에서 최한기 사유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62) 中古之學, 多宗無形之理, 無形之神, 以爲上乘高致, 若宗有形之物, 有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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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는 오직 최근에 밝 진 것으로 이 의 국 성인들이 결코 

말한 바 없던 것이라고도 주장하 다.63) 에 보이지 않는 듯한 애매

한 氣가 구체  형질을 가진 有形한 것으로 분명하게 인지된 것은 

그 당시 최한기가 습득한 서구의 歷數學, 器械學, 器用學 등을 통해

서 다.64) 그는 기학 과 인정 , 명남루수록  등 여러 종류의 작

에서 有形한 氣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게 

氣의 形質을 알게 될 때 기존에 사용해온 통 인 철학  용어들, 
다시 말해 道, 理, 性, 神 등의 개념들이 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 다. 

道ㆍ德ㆍ仁ㆍ知ㆍ性ㆍ理 개념은 학문의 名象에서 나와 傳受의 근거

가 되어 왔다. 이것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해도 말로는 분명하게 나타

내기 어려우므로 形質이 있는 물건에 의거해 지 해 보여야 하며, 
로 서술하려 할 때에도 모호할 염려가 있으므로 흔 이 있는 지난 일

을 인용해 증명해야 한다. 형질 있는 것에 견주어야 빨리 깨달을 수 

있는데, 형질이 크고도 완비된 것으로는 온갖 사물의 本源인 運化의 

神氣가 있을 뿐이다.65)

事, 以爲下乘庸品. 氣學  序文

63) 大體形質, 未暢露之前, 不可以天下萬事眞實道理, 向說於諸人, 縱得向說, 只

以迷昧所見, 俗習所聞, 做出糢糊說話, 聽之 , 亦以顓蒙見聞, 徒添疑惑, 轉

成是非矣. 大體形質, 自數百年前, 始闡其端, 至百年而轉得方向, 又過百年, 

而漸多証驗. (…) 至於談天論地, 氣化形質, 近世之所明, 不可以中國古聖

之所未有廢, 此宇內 兆之樂取用, 是實天地運化隨時有宜也. 明南樓隨

64) ①非器械, 無以着手乎此氣, 非歷數, 無以分開于此氣. 歷數器械, 互相發明, 

庶可以認氣, 亦可以驗氣. 氣學 卷一 10번째 조목

②器用學, 實出於用氣衛氣驗氣試氣稱氣量氣度氣變通氣. 比諸徒 其氣無所

着手, 快有措施方略, 利用厚生. (…) 冷熱器, 燥濕器, 各有所驗. 挈水器, 生

火器, 亦擅其能. 器, 度氣之遠近高低, 稱量, 辨氣之輕重多寡, 旣有多般用

氣之術. 又有器血無窮之制. 變而通之, 通而變之, 惟在其人矣. 氣學 卷一 

53번째 조목

③自古及今, 四五千年, 大氣運化無 差異, 人之所見倍蓰不等. 上古只知有

天道變化而疑惑乎鬼神, 中古乃知地道應天承 而埋沒乎傳 , 近古人經驗稍

廣, 始知氣爲天地運化之形質, 猶未及乎裁制 用. 方今果能設器械而驗試形

質之氣, 因度數而闡明活動之化. 運化測驗 券一 ｢古今人 氣｣  

65) 道德仁知性理, 出於學問之名象, 因成傳受之依據. 欲曉喩于人, 語或難明, 必

因物類之有形質而指示, 欲撰述于文, 恐涉糢糊, 引往事之有痕跡而顯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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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 사람들이 평생 가르치고 배운 것은 실로 氣에 통하는 것인

데, 기의 形質이 환히 드러나기 에는 性ㆍ理ㆍ虛 자로 기의 그림자

와 메아리를 표 해 배움을 삼고 가르침을 삼았다. 지  기의 형질을 

들어 性ㆍ理ㆍ虛 자를 구명해야 모두 기를 보고 듣게 되니, 기의 형질

이 드러나기 에 이 정도까지 형용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 이 아

니면 할 수 없었다.66)

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최한기가 오로지 活動運化하는 有形한 氣 

자체의 여러 가지 성격을 지칭하기 해 기존의 통  개념들을 동

원하고 있다는 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사실 기측체의 에서

도 理를 氣의 條理라고 말하거나 性을 결국 天氣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으면서도, 여 히 氣를 理 혹은 性 개념과 비시켜 

설명한 이 있었다.67) 그러나 기 작에 드러나는 이런 표 상의 

일부 혼선은 이제 기학  이후의 작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

는다. 왜냐하면 氣의 구체  형질과 활동운화의 본성을 제 로 이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性과 理, 道 개념들이 모두 氣의 특정한 

측면을 지칭하는 하  용어들로 분명하게 자리매김 되기 때문이다. 
한 이와 같은 은 性情 개념에 해서도 그 로 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理氣 性情論의 병렬  구도에 가까운 발언을 일부 보인 반

면, 후 에 오면 氣의 性情論으로 논의의 체계를 보다 명료하게 바로 

잡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氣一元論的인 입장에서 기존의 性情 개념

을 모두 氣 개념의 하부 용어들로 포섭시킨 것이다. 물론 년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명해  수 있는 목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만, 후기 작에서처럼 분명한 형태로 제시되진 않았다고 생각된다. 
인정 과 운화측험 에 나온 다음 두 목을 통해 性, 情 등의 개념

當因形質譬喩, 自有輒疾開悟, 形質之大而完備, 惟有運化神氣, 爲萬事萬物

之本源. 明南樓隨

66) 古今人平生敎 學, 實爲通於氣, 而氣之形質, 未暢露之前, 以性字理字虛字, 

成 氣之影響, 以爲學以爲敎. 今擧氣之形質, 而究之於性字理字虛字, 皆是

氣之見聞, 則未暢形質之前, 形 至此, 非聖賢不能也. 人政 卷九 ｢敎人門｣

二 ‘性理皆是氣’

67) 앞의 주석 18-19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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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氣의 종속  용어들로 재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神氣라는 명칭에는 통 인 의미가 있으니 신기가 一身의 主가 되

었을 때는 心이라 하고, 신기가 活動運化할 때는 性이라 하고, 신기가 

경우에 따라 발용할 때는 情이라 하고, 신기가 推測한 條理는 理라고 

한다.68)

氣는 活動運化의 性과 寒熱燥濕의 情으로써 풀무질하고 오르내리면

서 만물을 주조해 만들어낸다. (…) 활동운화의 性이 발 되어 한열조

습의 情이 되니 서로 응하고 화합하여 교 운화를 이룬다. 人道에는 

인의 지의 性이 있으니 곧 활동운화의 天則이고, 희노애락의 情은 교

운화 상의 神氣이다. 불이 로 타오르는 것과 물이 아래로 젖어드

는 것은 地氣의 濕熱升降의 性情이다. 이러니 氣의 大體를 본 사람과

는 性情을 논할 수 있지만 편벽된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과는 논할 수 

없다.69) 

최한기에 따르면 天氣 혹은 大氣는 기본 으로 활동운화하는 보편

 본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특정한 상황에서 한열조습의 情이라는 

보다 구체 인 형태들로 드러나게 된다.70) 그리고 이 게 大氣의 性

情이 서로 응수하여 交接運化를 이루듯이 그와 유사하게 人道의 性情 

한 실 된다고 보았다. 한 우리 안에 품부된 神氣의 활동운화하

는 성격 그 자체를 性이라 하고, 그것이 발용되어 드러난 상태를 情

이라고 하며, 품부된 신기가 推測의 공부를 통해 알게 된 條理를 理

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이 게 으로 氣 혹은 神氣의 차원에서 性

情 개념을 풀이하게 된 것은, 최한기가 50년  이후 보다 철 한 기

68) 神氣之稱,, 有統括底義, 神氣之主於身 心也, 神氣之活動運化 性也, 神氣

之隨遇發用 情也, 神氣之推測條理 理也. 人政 卷十一 ｢敎人門｣四 ‘心, 

性, 情, 理’

69) 氣以活動運化之性, 寒熱乾濕之情, 槖鑰升降陶鑄萬物. (…) 活動運化之性發

爲寒熱乾濕之情, 相應相和以成交接運化也. 人道有仁義禮知之性, 卽活動運

化之天則, 喜怒哀樂之情卽交接運化之神氣也. 火之炎上, 水之潤下, 乃是地

氣濕熱升降之性情. 是可 見氣大體 論性情, 不可 偏執 論. 運化測驗

卷一 ｢氣之性情｣

70) 運化測驗 에서 최한기가 말한 氣의 性情論에 해서는 권오 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1999, pp.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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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에서 기존의 용어들을 재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다. 과거의 통  용어들을 완 히 배제하는 신 기학의 체 구도 

하에 포함시켜 氣의 특정한 면모를 가리키는 용어들로 다시 풀어냈던 

것이다. 
한편 기의 신기형질론에서 드러난 氣의 두 차원을 보다 명료하

게 표 하기 해, 그는 本然과 氣質 혹은 理와 氣라는 용어들을 혼

용하는 신, 이제 運化氣와 形質氣라는 두 종류의 氣에 한 개념어

들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71) 혹은 大氣의 運化와 사람의 神氣를 비

시키면서, 형체에 제한된 사람의 神氣가 天地의 運化氣에 통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 다.72) 이 게 기학 에서 명시 으로 드러난 

근본 인 기와 형체로 인해 제한된 기의 두 차원이라는 논리는 그 

후 인정 ｢측인문｣ 같은 곳에서는 大形體 혹은 形體의 비를 통해

서도 유사하게 재등장하고 있다.73) 물론 논의의 맥락은 서로 다르지

71) 氣有形質之氣, 有運化之氣, 地月日星萬物軀殼, 形質之氣, 雨暘風雲寒暑燥

濕, 運化之氣也. 形質之氣, 有運化之氣而成聚, 大 長久, 卽散, 無非運

化氣之自然也. 形質之氣, 人所易見, 運化之氣, 人所難見. 故故人以有形無

形, 分別形質運化. (…) 然其實運化之氣, 形質 大, 充塞宇內, 範圍天地, 涵

養萬有, 透徹膚髓, 驅築鞴籥, 則 固無比, 相迫冷熱, 則轟燁斯發, 是乃有形

之明證也. 氣學 卷一 6번째 조목

※한편 기학 에서는 딱 한 번 천명지성과 기질지성이란 비 구도를 사

용했는데, 이러한 용어 사용은 더 이상 자주 등장하지 않게 된다: “大氣

有活動運化之性, 卽天地之性, 人物氣各有活動運化之性, 卽氣質之性. 大氣

運化, 人之所驗只及於前年今年, 以至數十年之運化, 推而測之, 可及於前後

數千年之運化. 人之運化, 可驗生死間之運化, 推而測之, 可驗宇宙人之運化.” 

氣學 卷二 12조목 

72) 測運化之靈明, 以爲神氣之靈明, 測運化之質畧, 以爲神氣之質畧. 若無先得

於運化, 而徒 神氣所思, 責驗於運化, 卽以曆驗天也. 使人之神氣, 學氣之運

化, 乃可通行於宇宙生靈. 人政 卷十 ｢敎人門｣三 ‘神氣學運化’

73) ①人有在外之大形體, 以遠近傳見之目爲目, 以遞次傳聞之耳爲耳, 以傳達之

嗅爲鼻, 以傳達之味爲口, 以天下制造之手爲手, 以世間行步之足爲足, 以

兆運化之神氣爲心, 以萬物同胞之氣化爲軆. 惟大人能有此大形體, 亦能見人

之有大形體, 其餘諸人, 不知人世有此大形體. 人政 卷一 ｢測人｣一 總論 

‘外大形體’ 

②人有在內之 形體, 目見耳聞, 鼻嗅口味, 手持足行之機括, 皆應於在內之

臟腑血脉, 以爲在內之耳目鼻口手足。而神氣之體, 亦在內而莫不具焉. (…) 

苟使神氣, 累推測于 形體, 多證驗於 形體, 見得在內耳目口鼻手足之根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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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神氣를 만물과 소통되는 형체의 차원과 그 지 않고 개인에 한

정된 소형체의 차원으로 구분해 설명했던 은 서로 유사한 논법이었

다고 생각된다. 이미 기학 에서도 최한기는 형체로 본다면 大와 

의 차이가 분명 있지만, 氣라는 차원에서 보면 天人이 일치한다고 말

하면서 有形한 존재자들 간의 계를 설명한 이 있었다.74) 결국 

와 같은 비 구도들은 모두 형질[형체]을 가진 氣 차원에서 다양한 

양태들을 거론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최한기가 인간이 따라

야 할 이상  상태의 氣와 아직 형체에 의해 제한된 개체들의 神氣

로 氣의 양태를 크게 변별했던 은 일 된 입장이었지만, 구체  형

질을 가진 有形한 氣, 活動運化하는 본성을 가진 氣라는 특성은 1850
년  반 이후에야 명료하게 자각된 것이 분명하다. 그는 바로 이러

한  하에서 다양한 통  개념과 상들을 근원 인 氣의 변주 

상태들로 보다 명료하게 究明할 수 있었다고 본다.

2. 運化氣에 한 承 의 태도와 測驗의 공부론 

이곳에서 잠시 살펴볼 ‘測驗’의 공부 방법도 사실 년에 추측록

에서 말한 推測法의 논리를 기본 으로 공유한 것이다. 그런데 최한

기는 이제 자기 심리상에서가 아니라 運化하는 객 인 자연의 大氣

를 염두에 두고 바로 이에 해 推測할 것을 더욱 권장하게 된다.75) 
마음만으로 추측한 것은 의거할 바와 증험할 바가 없기에 반드시 천

則見而不見, 內目不明, 聞而不聞, 內耳不聰, 口鼻皆然. 神氣之透澈內外, 運

化之關涉表裡, 自有互推之益, 豈無相法之助乎? 人政 卷一 ｢測人｣一 總論 

‘內 形體’.

74) 天人本無二, 而不見氣 , 以人有形體, 天便隔, 難得爲一也. 雖欲牽合, 不

過以忘形除欲等語, 爲天人一致之方, 終是臲卼. 夫天卽大氣也. 大氣透澈人

身之中, 漬洽皮膚之間, 寒暑燥濕, 內外交感以爲生, 雖 臾間隔絶, 不得生. 

是乃以氣爲命, 以氣爲生. 天氣人氣不可分二, 擧氣以 , 則天人一致, 擧形以

, 則大 有分. 旣有得於氣, 則雖天人爲二, 以人事天, 亦無不可. 氣學 卷

二 114번째 조목.

75) 運化 天人之行也. 推測 人之知也. 不由天地運化之氣, 何以推測也? 氣

學 卷二 7번째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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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운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거나76) 혹은 반드시 氣를 따라 추

측하고 경험해야 하니 一身運化 혹은 氣의 形質을 모르고 궁구하는 

것은 다만 허망한 지식이라고 비 하기도 한다.77) 推測하고 다시 檢

證하면서 變通하는 과정을 주장했던 은 기측체의 에서도 이미 언

된 것인데, 이에 비해 후기에 오면 ‘運化氣’라는 인 거를 

공부에 앞서 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의 활동운화는 본

성을 명료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개인의 공부에 있어서도 이 운화기라

는  존재를 제일의 기 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

론 활동운화하는 기의 본성이란 앞서 언 했듯 새로운 천문학 지식의 

수용 결과 최한기가 주장하게 된 것인데, 이제 운화측험 에서 ‘測驗’
의 공부 방법을 설명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구에 한 최신의 

학설로 인해 측험의 방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령의 사무에는 스스로 소가 있다. 일상의 행 는 처사의 소

이요, 천지운화는 생도의 본이다. 이 物을  物에 비교해 으로써 

測이 생기고,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을 거침으로써 驗을 얻게 된다. 
측험이 세워진 후에야 믿음이 독실해지고 의혹이 차 해소되어 진실

해지며 힘써 나아가 明德이 드러나게 된다. 측험이 세워지지 않으면 

평생 동안 하는 행동이 부분 어지럽고 많은 언설들이 모두 이 

없게 되니 지각의 明不明, 학업의 成不成이 모두 측험의 有無多 로 

나 어진다 (…) 지구에 해 闡明된 이후로부터 測驗의 기수가 차

로 啓發되었다. 지구가 자 하여 밤과 낮이 되고 지구가 輪轉[공 ]하
여 사계 을 이루며, 熱氣는 상승하여 구름과 비가 되고 蒙氣는 해와 

달에 해서 萬事萬物을 이룬다. 運化의 본은 상고부터 이미 그러했

76) 心之推測, 不有依據證驗, 易入于虛雜, 推依據測, 可依據 , 推證驗測, 可證

驗 , 是乃有準的推測也. 若無依據, 而只 推測之心理, 大而測天地之始終, 

細而測性命之微奧, 詎證其實. (…) 不顧運化, 而只以心理究索于內, 是自排

自主張, 反其施諸事加諸人, 多差誤 符合, 以其在外 皆是運化, 而惟

心理揣度也. 是以自初得於運化, 以爲心氣運化, 施行於人物運化, 乃有依據

證驗之推測. 人政 卷九 ｢敎人門｣二 ‘依據證驗’ 

77) 知識有虛實, 循氣經驗推測所得, 乃實知識. 歷象地志數學物理, 得運化之實

跡, 經傳史策, 得人道之經常, 施措於天下生靈之事務也. 若不識身之運化, 而

以心理爲準的, 又不識氣之形質, 而以神靈爲造物, 平生究索, 乃虛知識. 人

政 卷十四 ｢選人門｣一 ‘選知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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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되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는데, 大地와 大氣의 測驗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결코 어느 한 사람이 일시에 다

만 자기 생각을 늘어놓은 것은 아니니, 세계가 통합되어 測驗의 書籍

으로 方今運化를 맞추어볼 수 있게 된 것이다.78)  

운화측험 에서 최한기는 지구의 자 과 공 , 열기와 몽기 등 당

시로서는 최신의 천문학 지식을 동원하면서 지 에서야 비로소 測驗

의 기수가 차로 계발되었다는 을 강조하 다. 그런데 이에 따르

면 ‘測’이란 이 사물과  사물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고, ‘驗’이란 이 

일  일을 경험 으로 거치면서 차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과정

을 의미했다. 추상 이긴 하지만 조  더 풀어보면, 測驗에서의 ‘測’
이 기존의 推測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용어라면, ‘驗’이란 檢證 

혹은 證驗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驗’은 결국 ‘검증을 

거친다’는 을 말하려고 했던 표 인 듯하다.79) 그러므로 ‘측험’이란 

78) 生靈事務自有大 . 日用常行處事之 節, 天地運化生道之大本. 此物彼物比

而生測, 一事二事經歷而得驗測. 驗立然後信之篤而疑惑銷, 誠力進而明德

著. 測驗不立, 平生行事率多罔昧, 多 說俱無準的, 知覺之明不明, 學業之

成不成, 皆以測驗之有無多 爲斷. (…) 自地球闡明以後, 可測驗之氣數漸次

啓發. 自轉而爲晝夜, 輪轉而爲四時, 熱氣升而爲雲雨, 蒙氣包而接日月以成

萬事萬物. 運化之大本自上古已然而人自不知, 由於大地大氣之測驗. 決非一

人一時徒 意思而排 也, 統合宇宙可測驗之書籍 準於方今運化驗則取之. 

運化測驗  序文

79) 임형택은 최한기가 30 에 推測의 방법을 말하고 50-60 에 測驗의 방법

을 말했다고 구분하면서 이 양자 사이에 어떤 의미 변화가 있는지 이미 

문제 제기를 한 이 있다(2001, pp.133-134). 그런데 測驗의 새로운 의미

를 풀면서 ‘測’이 추측의 함의를 갖고 ‘驗’은 경험을 나타내므로, 이 말은 

기존의 推測 의미에 經驗이 더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하 다(上同). 필자 

역시 략 으로는 이와 같다고 보지만, 驗의 의미를 그냥 經驗으로 풀기

보다는 ‘證驗을 거친다’는 고  의미로 이해함으로써 검증 혹은 증험의 

맥락이 강조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 에 김용옥

은 한 논문에서, 최한기의 용어 가운데 ‘經驗’이란 ‘證驗을 거친다’는 의미

이며 ‘知覺’ 개념 역시 감각경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닫는

[悟] 포 인 도덕  인식작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이 있었다(2004a, 

pp.74-76). 이것은 최한기가 사용한 개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개

념과 표 상 정확히 일치되더라도, 내용 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을 지 했다는 에서 요한 지 이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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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기존의 추측, 검증, 변통의 의미를 복합 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사물과 사태들에 근거함으로써 객 인 운화

기의 흐름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노력을 보다 강조한 용어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최한기가 測驗의 방법에 해 설명하면서 굳이 

지구자 과 공  등 지구에 한 학설들이 새로 闡明되면서 비로소 

測驗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한 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기

본 인 추측의 방법은 이미 년에 생각했던 것인데 추측의 공부론에

서도 구체  사물 상에 나아가 다시 검증, 변통할 것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測驗에 한 최한기의 앞선 평가를 염두에 두면, 제 로 된 

추측 혹은 측험이란 결국 최신의 地球說을 제로 한 氣의 活動運化

의 본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유사

한 공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의 최종 이 되는 運化氣에 

한 이해의 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

았던 것이다.
한편 끊임없이 활동운화하는 大氣 혹은 天氣는 공부의 과정에 있

어 와 같은  거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한기로 

하여  원한 ‘動’의 세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든 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80) 최한기는 이제 기학 의 시 에 이르러 靜의 역이

란 따로 없으며 오로지 動하는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우

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靜이란 모두 動에 익숙해져 편안해진 상태를 

가리킬 뿐이라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기학 에서 수없이 등장하고  

인정 에서까지 거듭 강조되고 있는 다음의 문맥들을 통해 기존의 動

靜 개념에 한 최한기의 변화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만히 천하 사물을 살피면 한시도 고요해서 멈춤이 없다. (…) 태

양은 25일에 한 번 자 하고 지구는 1일에 한 번 자 한다. 태양이 일

80) 최한기가 후기에 와서 動靜 개념 신 오로지 活動運化하는 氣의 力動的 

세계를 주장하게 되었던 은 앞선 신원 의 논문을 통해서도 이미 지

된 바 있다(2004, pp.229-231). 필자 역시 이와 동일한 구도 하에서 논의

를 개했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최한기의 공부론이 와 같은 세계

의 변화로부터 어떤 향을 받았는지 한 설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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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황도를 일주한다고 함은 과거부터 해 내려온 역법이라면 지구

가 일년에 황도를 일주한다 함은 근세에 밝 진 것이다. (…) 태양과 

지구는 한 번도 고요해서 멈춤이 없었다. 충만한 大氣의 활동운화에도 

잠시의 멈춤이 없으며, 人物에 흐르는 맥은 순간이라도 운행하지 않

음이 없다. 이와 같이 왕성하게 돌아서 움직이는 가운데 어  일사일

물이라도 運化를 따라 變動하지 아니함이 있겠는가?81)

천하에 動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 그 움직임에 편안한 것이 靜이다. 
사람의 몸에서는 호흡이 연속되고 맥이 周流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운화가 행해져 잠시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 움직임을 편안히 여겨 

精을 기르고 고요함에 익숙해져 神氣를 보존하면, 곧 일을 행할 수 

있고  성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  寂然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

을 고요함으로 삼아 아무 하는 일도 없고 성취하는 것도 없게 만들 

것인가?82)

공부가 靜을 주로 하는 것은 歷을 만들 때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

고 보고 만드는 것과 같다. 자기로부터 말미암으면 그 운행을 보지 못

하지만 다른 상에 의거하면 한 그 운행을 볼 수 있다. 만약 인간 

신체의 활동운화가 멈추지도 쉬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어  靜

이라고 하겠으며, 천지의 활동운화가 멈추지도 쉬지도 않는 것을 보면 

어  靜이라고 말하겠는가? 차분히 만물을 궁구하면 운화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두 動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動에 편안한 것을 곧 

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動에 편안하지 못한 것을 한 不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즉 動靜이라는 명칭은 서로 상 인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며, 그 大動 가운데서 편안함과 편안하지 못함을 들어 靜 혹

은 不靜이라고 말한 것이니, 이것을 곧 운화의 動靜에도 온당하게 

용시킬 수 있다.83)

81) 靜觀天下事物, 無一刻之靜定. (…) 太陽二十五日一自轉, 地球一日一自轉. 

太陽之一年一周黃道, 流傳之曆法, 地球之一年一周黃道, 近歲之所發. (…) 

太陽地球未有一靜定 矣. 充滿大氣活動運化無暫時之停滀, 人物之流注血脈

無瞬息間不運. 若是紛紜磨蕩之中, 有何一事一物不隨運化而變動哉? 氣學

卷一 77번째 조목

82) 天下無不動之物, 而安其動爲靜. 人之一身, 呼吸聯屬, 血脉流周, 所以行軀殼

之運化, 無 刻之停息. 能安其動而養其精, 習於靜而存其神, 乃可有爲, 亦可

有成. 豈可以寂然不動爲靜, 而無所爲無所成哉? 人政 卷二 ｢測人門｣二 總

論 ‘測靜’ 

83) 功夫之主靜, 如設歷以地靜. 由於在己, 則不見其運, 在物, 則亦見其運也. 若

見得人身地活動運化不息不止, 豈可 靜, 天地止活動運化不息不止, 豈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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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인용문들은 모두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인용문을 살펴보면, 기존의 動靜 계에 한 이해로부터 최

한기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잘 엿볼 수 있다. 추측록 의 ‘推
動測靜’에서는 여 히 動靜 개념을  계로 사용하면서 비록 

動의 역을 통해 靜을 이해해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이긴 했지만, 결

국 靜의 차원이 보다 더 근본 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최한기는 지구 공 을 주장한 지동설을 앞세우면서, 기

존에 靜을 주로 한 공부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고 달력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일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심으로 세상을 보는 폐단을 비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부 

상들에 의거해 세상을 바라보면 지구가 끊임없이 우주 공간을 周流하

며 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인체의 맥 역시 周流하면서 한 순간

도 멈춤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  와 살펴보면 

어  靜이란 것을 말할 수 있겠으며, 연부동한 靜의 역을 근거로 

고요할 때의 공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 반문을 표시한다. 사

실 이러한 최한기의 반문은 년에 靜時 未發의 氣象을 體認하라고 

강조하면서, 본원에 해 推測하고 存養하는 體로서의 공부[推測之體]
가 먼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84)

이 게 기의 활동운화를 통해 인 ‘動’의 세계를 확신하게 

된 최한기는, 앞서 氣의 性情이라는 두 층 를 주장하게 되었듯이 이

제 運化氣 상에서의 未發과 已發, 그리고 運化氣의 中과 和를 주장하

게 된다. 기존의 성정 개념을 그 로 사용하되 기 개념의 하 에 종

靜? 潛究萬物, 無不運化, 則皆可 動, 而安其動 卽可 靜, 不安其動 亦

可 不靜. 然則動靜之名非 偶而 , 大動之中, 擧其安 不安而 靜不靜, 

乃可妥帖於運化之動靜. 氣學 卷二82조목.

84) 이제 최한기는 모든 공부가 결국 動에 귀결된다고 말하는데 이 은 사

물을 찰하는 모든 것이 우선 靜에 있다고 말한 기 입장[주석48]과 분

명 다른 것이다: 活動運化, 在身功夫, 各有攸當. (…) 有動無靜, 安動曰靜. 

動中有靜, 靜中有動, 分別雖細, 總歸于動. 一呼一吸, 未有停息. 夜費心力, 

朝乃振作. 氣學 卷二 81번째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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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켰던 것처럼, 미발과 이발 개념 역시 그 로 사용하면서 운화기

라는 동일한 기의 서로 다른 두 시 을 가리키는 말로 포 시킨 것

이다.85) 최한기는 未發의 中이란 것도 결국 자신이 말한 運化가 곳집

에 장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86) 이제 미발이발의 구분을 

넘어 항상 활동운화하는 동일한 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게 된

다. 특히 년에는 고요한 미발시의 상황을 無形과 無聲으로 기술한 

반면 이제는 분명하게 未發과 已發의 ‘中和’ 모두를 ‘有形’의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상존하는 운화기 자체가 구체  形質

을 가진 역동  기라는 후기의 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

다.87) 최한기는 이제 함양을 하든 혹은 성찰을 하든, 그것은 결국 운

화기를 함양하는 것이고 운화기에 해 성찰하는 것이라고 단순명료

하게 주장하고 있다.88) 가령 인정 의 用人術과 련해서도 최한기는 

교 운화 상에서 백성과 만나 사무를 처리하는 구체 인 행 를 통해 

함양하지 않으면, 一身의 함양은 한갓 자기 심성의 허황된 그림자를 

좇는 일이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89) 한 진정한 愼獨 공부가 무엇인

85) 喜怒哀 , 各有大 緩急, 而發於交接運化之大 緩急也. 未交接時, 只有神

氣運化, 而未有喜怒哀 之發, 是 未發之中. 中之義, 無所偏倚, 純然神氣運

化而已, 發皆中節之中無異. 及其交接神氣, 應來物, 喜怒哀 之大 緩

急, 皆中節, 無過不及之差, 卽是神氣運化, 皆中節於交接運化也. 人政 卷十 

｢敎人門｣三 ‘未發中’

86) 未發中, 乃運化庫藏. 氣學 卷二 66번째 조목 

87) 事物未至, 思慮未萌之時, 卽是天人運化之氣在身純然, 中庸所 中也. 及其

事物交至, 自有事物之天人運化氣, 之相應, 中庸所 和也. 擴充中和之德, 

天人運化之氣, 在我皆中節而應於物皆和. 又可以應於物之和不和, 驗在我之

中不中. (…) 若以中和爲有形之物, 則功夫 論眞實可踐, 若以爲無形之事, 

則功夫 論皆無形, 踐行亦無形. 氣學 卷二 2번째 조목. 한편 최한기는 

氣學 卷一 29번째 조목에서도 “ 기운화 가운데 無形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을 분명히 지 하고 있다.

88) 涵養 , 涵養運化氣, 省察 , 省察運化氣, 涵養, 不是增得神氣, 乃擴充神氣

也, 省察, 不是持守神氣, 乃惺覺神氣也. 常使運化氣, 有 無 , 爲善去惡, 

一切古人學問條目, 咸備於斯. 心上道理, 原非運化之外物, 虛假鬼神, 亦是運

化中所有. 人政 卷十 ｢敎人門｣三 ‘涵養省察’ 

89) 涵養用人之義 , 統 兆之修身, 以爲修身, 非一己之修身, 而一己修身在其

中. 兼天下之事務, 以爲事務, 非一己之事務, 而一己事務在其中. 以此爲大

業, 兆共就涵養, 非一己之涵養, 而一己涵養在其中, 是乃運化之涵養.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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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설명하면서도, 단지 心性의 ‘發’과 ‘未發’만을 따질 뿐 物情에 

해서는  몰라 결국 事務를 제 로 처리할  모른다면, 이것을 

어떻게 眞正廣大한 愼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 하고 있다.90) 
이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神氣를 외부의 여러 人物에 두루 參驗하여 

보면서 戒愼恐懼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을 거듭 강조하게 

된다. 그 다면 이제 후년에 이르러 최한기는 더 이상 心의 未發이나 

已發과 같은 문제를 그다지 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당연히 靜時 氣象 體認과 같은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는 이제 오로지 자연계 체의 運化氣에 

한 이해와 이 운화기에 따르려는 承 의 태도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람이 땅을 타고 운행해 돌면 하루 동안 앉아서 7만 2천리를 갈 

것이다. 60 , 즉 1분 내에 호흡이 60번이 되는 자는 하루 동안 호흡

이 모두 10만 8백번이 된다. 매일 이와 같이 하니 활동운화란 지극히 

번거롭다고 할 수 있으나, 사람들이 그 번거로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動에 편안하고 일상 인 것에 편안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

면 일신운화, 통민운화, 천지운화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

하다. 가령 이런 운화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면, 활동운화하는 마음

이 항상 事物에 도움을 의뢰하고 연구사색해서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게 해야 한다. 진실로 大氣 상에서 단서와 조짐을 보아 그것을 사물

에 미루어 찾고  사물 상에서 경험하여 大氣에 어 나지 않도록 하

면서, 이에 근거해 여러 번 시험하여 공을 쌓아나가면 아마도 기운

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91)

能軆此涵養, 合育羣生, 不能軆此涵養, 其所涵養, 只是一己之心性虛影. 以此

所養施, 於用人之實事, 則虛實不相副. (…) 若以運化治安, 涵養於中, 多

人民, 皆入範圍, 化彼一己之涵養, 軆此運化之涵養. 人政 卷二十五 ｢用人

門｣六 ‘涵養大 虛實’ 

90) 獨運神氣, 易致差誤, 故戒愼而參驗人物, 易涉僨敗, 故恐懼而思慮周徧. 人所

不覩不聞之地, 行此的覩的聞之選擧 政敎, 重習慣熟, 無間斷於日月之靜閒, 

達之則兼善天下, 不達則以俟身後, 是乃貫始終通人己之學問也. 愼獨功夫, 

惟在於究理, 但說心性發未發, 不達于軆人物之情, 措處事務, 口 手指, 契合

萬姓之和應, 烏可 眞正廣大之愼獨也? 人政 卷十九 ｢選人門｣六 ‘愼獨選擧’

91) 人乘地而運轉, 則一日內, 坐行七萬二千里矣. 六十抄一分之內, 呼吸爲六十

番 , 一日內, 呼吸共十萬八百矣. 每日如是, 則活動運化, 可 煩劇, 人不覺

其煩劇, 以其安於動, 恬於常也. 以此推之, 宜乎不識一身運化統民運化天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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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轉하여 만물을 생성함은 天地의 氣가 하는 바요, 가르치고 배우

며 이끌고 따라감은 人心의 氣가 하는 바다. 心氣[인심지기]의 이끌고 

따라감이 天氣[천지지기]의 생성을 거스르지 않아야 우주에서 두루 통

하고 시행될 수 있다.92) 

최한기는 기학 에 나오는 처음 인용문을 통해 지구의 운동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 활동운화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하

고 있다. 몹시 번쇄해 보이는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혼란을 겪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기는 것은 활동운화하는 動의 세

계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 우리 마음이 항상 사

물에서 도움을 얻고 외부 세계에서 궁구해야 비로소 大氣運化를 이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반 로 기운화 상에서 구체 인 단서

와 조짐을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여타 사물들의 존재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도 역시 천체의 공

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이와 같은 天氣의 필연  작용에 따를 것을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후년에 이르러 최한기가 더욱 運

化氣에 승순하는 법을 강조했던 것을 잘 엿볼 수 있는데, 이 한 결

국 1850년  이후 氣 개념에 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얻게 된 

의 하나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운화기에 한 이

해를 제로 최한기는 測驗의 보다 분명한 기 을 마련하고, 運化氣

에 承 하는 공부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운화기

를 이해하기 한 推測 혹은 測驗의 논리는 최한기가 지속 으로 

심을 가진 공부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動과 靜, 未發已發 등과 련

해 추측의 體와 用을 동시에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體로서의 未發時 

추측 공부를 강조하던 기 입장에서, 이제 후기에는 미발이발의 구

분을 넘어 객 인 자연의 運化氣를 測驗하고 承 하는 공부를 보다 

運化也. 若其可識之方, 活動運化之心常資賴於事物, 硏究思索, 無所不到. 苟

於大氣上, 見端倪而推 乎事物, 事物上, 得經驗而無違於大氣, 依此累試積

功, 庶可見大氣之運化. 氣學 卷二 96번째 조목.

92) 輪轉陶鑄, 天地之氣, 敎學 率, 人心之氣. 心氣 率, 不悖於天氣陶鑄, 可通

行於宇宙. 氣學 卷一 4번째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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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조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통 인 

未發 涵養法과도 유사한 기의 靜時 氣象 體認法을 수정하면서, 결

국 자신이 말하고자 한 추측법의 구도를 測驗의 방법과 運化氣라는 

거를 통해 보다 객 이고 체계 으로 구성해낸 결과 다고 생각

된다.

Ⅳ. 나가는 말

본 논문은 1830년 와 1850년  반 이후로 사상  편력의 시기

를 략 으로 구분해서 최한기 사유의 연속  측면과 불연속  측면

을 함께 살펴보되, 특히 후자에 주목해서 논의를 개한 것이다. 물

론 이 같은 논의 개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혔듯이 그의 요한 철

학  구도는 이미 년에 부분 형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

다. 大氣 혹은 天氣는 개체의 다양한 形質로 인해서 人物에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부여되지만 결국 근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기에 각 

개체는 推測의 공부를 통해 서로 소통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와 

같은 구상은 최한기의 후기 사유에 있어 연속 인 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학  이후에도 人物의 形體氣는 運化氣에 승순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인물 상호 간의 교 운화에서도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년에 강조된 推測의 공부법 

역시 내용이 완 히 달라졌다기보다 운화측험 에서 보이는 測驗의 

논리를 통해 그 의미가 보다 더 명료하게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년에 최한기는 氣의 두 차원을 구분하면서 근원 인 神

氣와 형체 수 의 氣質[形質]로 구별했는데, 이 같은 두 측면을 임시

으로 달리 표 하기 해 종종 理와 氣 혹은 性과 形[質]이라는 

통  용어들을 혼용했고, 혹은 本然과 氣質이라는 주자학의 형 인 

개념들을 그 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理란 氣의 條理이며 性

이란 天氣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한다고도 말했지만, 여러 갈래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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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이 혼용됨으로 인해 빚어지는 혼란과 의구심을 완 히 지울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어들은 후기에 오면 氣의 理와 性으

로 명료하게 재해석되면서, 더 이상 理 혹은 性 개념을 氣와 병렬

으로 나열하여 설명하는 경우는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 은 1850
년  반 새로운 천문학 지식을 수용하면서 지구공 설을 하게 된 

이후, 최한기가 活動運化하는 氣의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얻어진 결과

다고 볼 수 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운화기의 본성을 통해 더 이

상 고요한 靜의 세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된 최한기는 인 動의 

세계 속에서, 기존에 자신이 주장해온 ‘靜時 氣象 體認’의 공부 혹은 

‘平生未發’을 이해하려는 ‘推測之體’의 공부법에 해 회의하게 된 것

으로 보인다. 이제 未發已發 등을 따지는 것 자체를 공소하다고 여기

게 된 최한기는, 어느 때든 항상 유행하는 객  運化氣를 함양하고 

성찰하며 그에 으로 승순할 것을 강조하게 된다. 특히 운화기를 

 거로 삼은 測驗의 공부가 交接運化 상의 구체  事務를 통

해서 검증되어야 함을 거듭 역설하고 있다. 기존의 推測法을 유지하

면서도, 공부의 제 조건이 活動運化하는 運化氣 자체라는 을 좀 

더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최한기 사유에 있어 몇몇 미세한 변화의 지 들을 주로 논

하다보니 논문의 성격이 무 소해진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든

다. 그래서 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한기의 氣學이 가진 역사  

의미가 무엇일지 략 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본 논의를 마무리하고

자 한다. 가령 기존의 선배 유학자인 정약용의 경우만 해도 西學의 

향을 크게 받긴 했지만 결과 으로 시 에 맞는 유학의 재건, 다시 

말해 새로운 유학상의 정립을 해 헌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

해 최한기는 비록 儒術을 강조하고 五倫을 시하는 등 유학  규범

을 여 히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재건하는 것을 마

지막 이상으로 꿈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의 氣學은 국  

조선 혹은 서양  동양의 구도 속에서 보이는 심과 주변의 변주

를 넘어, 동서 보편학문의 체계화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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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학의 발생 역사를 따져보면 결국 국에 가 닿을 것이며, 당시 

최신의 과학 역사를 소 해 보아도 한 서양문명에 의존하게 될 뿐

이었다. 그러나 최한기는 등한 동서간의 학문  만남, 혹은 개체들 

간의 등한 인간  만남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비록 그의 사유

에 여러 가지 문제 과 한계가 보일지라도 이것을 으로 최한기 

본인의 역량에 따른 한계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93) 여 히 

구에게나 시 에 따른 불가피한 한계가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따라서 

최한기의 학문  실험이 동서간의 사유 통을 주체 으로 종합해보

려 한 것이었다는 기존의 한 가지 평가는 지 도 여 히 유의미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94) 

93) 박성래는 최한기의 과학사상이 서구 과학지식의 잡다한 내용들을 취사선

택 없이 그 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 으로 평가한 바 있다

(1978, pp.257-292). 최진덕의 경우도 최한기 사유 속에는 이질 인 두 문

명의 패러다임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여 히 합되기 어려운 틈새, 애매

모호한 이 성 등이 많이 보인다는 을 강하게 비 하 다(2004, 

pp.161-165). 물론 그 다고 해서 혜강 사상이 헛  투성이의 실패한 신

크 티즘(syncretism)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비 하려는 것이 본인 논

문의 목 이 아니라고 최진덕은 해명했지만, 결국 최한기가 지나치게 

통과의 단 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사상 동향에 몰두하고 성 하게 새로

운 체계를 종합하려고 했던 이 문제가 된다고 본 것이다(上同, p.165). 

이것은 사실 동서사상을 융합하려고 했던 최한기의 시도 자체가 무 지

나친 포부 다고 평가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서구문명의 압도

인 도래 앞에서 약소국의 지식인이 보인 극  응의 한 가지 사례라

는 측면에서 최한기의 사유경향을 보다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

는 여 히 남아 있다고 본다. 

94) 이러한 평가의 한 사례로 혜강 최한기: 동양과 서양을 통합하는 학문  

실험 (청계,  2000년)의 자들이 모토로 내세운 최한기에 한 

을 로 들 수 있겠다. 그는 동양과 서양의 학문 통을 두루 숙고하면서 

이 양자의 핵심 내용을 종합할 만한 새로운 보편체계를 구성하기 해 

평생을 바쳤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다. 물론 그의 철학 체계에 한 평가

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 혹은 서양을 종주로 하는 학문의 오

래된 편향성을 시정하려고 했던 에서는 그의 학문  가치를 정 으

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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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into Choe Han-Gi’s
philosophical alterations 

－ centered upon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the former 

thoughts and the later thoughts －

Baek, Min-Jeong 

This paper intends to investigate the modes of philosophical 
alteration in ChoeHan-Gi’s thoughts from the 1830’s to the 
mid-1850’s. Thus, I place an emphasis on the discontinuity in Choe 
Han-Gi’s philosophical development. In fact, his philosophical 
structures were formed about the time he had wrote Gicheukcheui氣
測體義, which was before the 1830’s. In his early works, Choe 
Han-Gi divided Gi氣 into Shingi神氣 and Hyôngjil形質. In order to 
explain the two dimensions of Gi, he used Neo-Confucian concepts 
such as Li理 and Gi氣, or Sông性 and Jông形. However, these 
Neo-Confucian usages disappeared in his later works. The reason is 
that he accepted the doctrine of Earth’s revolution in the 
mid-1850’s. Furthermore, he regarded the nature of Unhwagi運化氣 
as dynamic, and he rejected the static view of the world. Naturally, 
his early doctrine of such static self-cultivationas Mibalgisangchein未
發氣象體認was overcome. Instead, Choe Han-Gi said that we should 
follow the route of Unhwagi, and check the process of 
self-cultivation in concrete human relations according to the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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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uhôm推驗. To explain these issues in this paper, I consider 
several modes of philosophical alteration in his Gikak氣學. 

Keywords: Li-Gi(理氣), Sông-Jông(性情), BonyônGijil(本然氣質), 
Chucheukjiche(推測之體), Mibalgisangchein(未發氣象體認), 
the doctrine of Earth’s revolution(公轉說), Hwaldongunhwa 
(活動運化), Unhwagi(運化氣), Hyôngjil(形質), cheukhôm(測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