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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소론 철학의 정체성에 한 논의는 상 으로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만큼 소

론 철학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서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金載

海의 유고인 �雙湖草稿�는 소론 철학의 통일성과 흐름을 악하는 데 더없이 요한 자료가 된

다. 여기에 수록되어있는 들은 한편 한편이 성리학의 핵심 주제에 한 완성된 논문의 성격을 

띠고 있고, 호론․낙론과의 논쟁을 거치며 소론의 견해를 집약해놓은 것이어서 소론 철학의 특징

을 밝 가는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외부의 자극을 인지하고 이에 해 반응하는 기제를 知覺이라 하는데 이에 한 이해의 차이

가 학 를 형성한다. 이이․송시열을 계승한 호론에서는 그 사람의 기질이 그 사람의 지각을 결

정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지각론에 따르면, 윤리 의식도 지각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禮를 배우고 익 야만 비로소 발 된다. 이에 반하여 김재해는 마음의 기인 神明과 육체의 기인 

形氣를 엄 히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심층의식과 감정을 체와 용으로 구분하기 한 비과정

으로서, 결국 심층의식이 安定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어떤 사태를 만나도 한 지각 반응

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심층의식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부 한 지각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어떤 학 의 에서 보더라도 지각은 생존을 한 반응이어서 이기 인 면모를 띠기 마련이

다. 그래서 이러한 이기 인 면모가 개입되지 않은 이상 인 상태를 상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未

發이라고 한다. 호론에서는 기질이 아  작동하지 않은 상태를 미발로 보고, 김재해는 심층의 순

수의식을 미발로 본다. 김재해의 지각론과 미발론을 다른 소론 학자들의 견해에 견주어보면 주장

* 이 논문은 2016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신진학자 청 연구 교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 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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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가 체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령을 심층의 순수의식으로, 지각을 감정으로 구분

한 뒤 허령을 실질 인 리로 보는 것이 소론 철학의 일반 인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핵심어 : 호 고, 김재해, 허령, 지각, 미발

1. 머리말

李滉(1501-1570) 철학을 계승한 남인의 철학과 李珥(1536-1584) 철학을 계승한 

노론의 철학에 해서는 꾸 히 연구가 축 되어왔고 재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이에 비하면 소론의 철학에 한 논의는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고, 소

론의 철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이러한 실이 반 되어 있다.

소론의 철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소론

의 철학에는 단일한 정체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1)1)소론 철학의 특징을 밝 내기

가 쉽지 않다는 제로부터 소론 철학에는 단일한 정체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

는 것은 아니지만, 소론 철학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서를 발견하기 어렵

다는 사실이 이러한 시각의 배경이 되고 있다. 소론의 연원으로 회자하는 인물이 

成渾(1535-1598)인데,2)2)성혼의 서에서 철학 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은 이이에

게 보낸 편지 몇 통이 부이다시피하고 그 의미도 명료하지 않다. 尹拯(1629- 

1714)의 문인인 閔以升(1653-1697)은 당 를 표하는 소론 학자로서3)
3)낙론을 창

시한 金昌協(1651-1708)과 지각 논쟁을 펼친 인물이지만4)
4) 해오는 이  없

고, 표 인 소론 학자인 朴世 (1629-1703)의 �사변록�은 경학 주석서라는 한계

1) 명제의 성격상 연구논문에서 이 게 주장하는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연구자들의 담화

에서 흔히 하게 되는 시각이다.

2) 최완기, 1989 �한국성리학의 맥�, 느티나무, 221-222면 참조.

3) �숙종실록� 1696년 6월 8일 ; �숙종실록� 1697년 5월 20일.

4) 문석윤, 2006 �湖洛論爭 형성과 개�, 동과서, 120-136면 ; 최천식, 2016 ｢김창  철학 연

구: 지각론을 심으로｣, 서울  박사학  논문, 59-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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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5)5)소론의 최종 주자인 沈大允(1806-1872)의 작은 경학 주석서라는 한

계와 아울러 시 가 동떨어져 있다.6)6)이런 배경 때문에 소론 철학에 단일한 정체

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7)7)

둘째, 이황 철학과 이이 철학의 충으로 소론 철학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제시한 것은 일제강 기 변사학자 다카하시 도루이고8)
8)그 이후 배종호,9)9)

유명종,10)10)윤사순,11)11)성교진,12)12)안은수,13)13)이동희14)
14)등으로 이어져 왔는데, 애 부

터 성립하기 어려운 논리를 안고 있다. 이황은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고, 이

이는 마음을 기로 본다. 이 두 견해가 맞부딪친 역사 인 사건으로 문묘 종사 논

쟁을 들 수 있다.15)15)인조반정(1623) 때부터 숙종 7년(1681) 때까지 60년 동안, 남

인과 서인 양쪽에서 수십 수백 명씩 연명으로 상소하여 이이․성혼의 문묘 종사를 

찬성하거나 반 했다.16)16)1650년 안동 유림 900명이 올린 소에서는, 이이와 성혼이 

마음을 기로 본 것을 문묘에 배향할 수 없는 핵심 인 이유로 내세웠고,17)17)송시열

 5) �사변록�을 비 하는 일이 국정 차원에서 진행되었는데(�숙종실록� 1703년 4월 17일 

조), 비 의 논리를 세우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최천식, 2016, 137-170면 참조).

 6) 심 윤의 경학과 철학을 주제로 한 박사학  논문은 다음과 같다. 장병한, 1995 ｢심 윤 

경학에 한 연구｣, 성균  박사학  논문 ; 김재화, 2018 ｢심 윤 철학의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7) 황의동, 2005 �우계학  연구�, 서 사, 5면, “우리가 하나의 학 를 말할 때는 어도 그 

학  나름의 철학  특성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역할과 상이 역사 속에서 객 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염두에 두었을 때 과연 우계학 는 가능한가?”

 8) 다카하시 도루, 1929 ｢조선유학사에 있어서의 주리 ․주기 의 발달｣(이형성 역, 2001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 문서원, 97-278면).

 9) 배종호, 1974 �한국유학사�, 연세 학교 출 부.

10) 유명종, 1991 ｢ 충 의 비조 우계의 이기철학과 그 개｣, �우계학보� 4.

11) 윤사순, 1991 ｢우계철학의 입장과 성격｣, �성우계사상연구논총�.

12) 성교진, 1994 ｢율곡과 우계의 성리학 논변｣, �율곡사상연구� 1.

13) 안은수, 1999 ｢성혼과 이이의 이기론｣, �동양철학연구� 19.

14) 이동희, 2003 ｢우계 성혼의 성리설과 조선 후기 충 ｣, �우계학보� 22.

15) 김용헌, 2003 ｢活齋 李榘의 栗谷 비 ｣, �율곡사상연구� 6, 69-77면 참조.

16) 허권수, 2013 �조선후기 문묘종사와 송�, 술이.

17) �효종실록� 1650년 2월 22일, “雖然, 此特其粗淺處耳, 至其學問之弊, 尤有大於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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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주장에 립해서 본성과 마음을 리와 기로 구분해온 역사를 알지 못하

는 것은 사가 앞을 못 보는 것과 같다고 비 했다.18)18)마음은 리와 기의 합이다

는 명제와 마음은 기이다는 명제는 모순 계여서 충이라는 말이 논리 으로도 

불가능하거니와 이러한 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60년 동안 국 으로 일어난 

논쟁을 통해서도 입증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으로 소론 철학의 특징을 

담아내기는 어렵다. 충으로 보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아  소론 철학을 이황 철

학의 범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지만,19)19)같은 이유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시각이다.20)20)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金載海(1658-1722)의 �雙湖草稿�는 소론 철학의 통일성

과 흐름을 악하는 데 더없이 요한 자료가 된다. 여기에 수록되어있는 ｢人心道

心圖幷說｣, ｢心圖幷說｣, ｢四端七情分善惡理氣圖幷說｣, ｢妙衆理宰萬物說｣, ｢大學正心

章兼體用說｣, ｢氣質之性說｣, ｢大學自欺說｣, ｢知覺說｣ 등은 한편 한편이 성리학의 

핵심 주제에 한 완성된 논문의 성격을 띠고 있고, 소론․낙론․호론 삼 에서 

소론의 견해를 집약해놓은 것이어서 소론 철학의 특징을 밝 갈 수 있는 단서들을 

충실히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재 소론의 철학은 조선 시  성리학 연구의 사각

지 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데, � 호 고�는 소론 철학의 특징을 밝 가는 기

폭제가 될 만한 자료이다.21)21)

且珥之學, 主氣字, 認氣爲理, 故以理氣爲一物, 而無復分別, 至以爲‘心是氣也, 四端、七情

皆氣之發’。是其病根, 元出於陸家不分道、器之見, 其爲害同歸於釋氏作用爲性之體也。… 成

渾之學, 大抵 珥同一關捩, 所 理氣一發等語, 畢竟於大本上未有得力｡”

18) 宋時烈, �宋子大全� 卷21, 1651 ｢擬兩賢辨誣疏｣, 7右-8右面, “㮨等又以心是氣也之語爲珥之

病, 從古聖賢以氣論心 多矣。… 自孔子至宋儒, 皆分而 之。以性道屬理, 以心屬氣 , 不

翅詳矣。正如大明中天而瞽 不見。故珥以一 直截說破, 使聖賢之意粲然於世, 此亦可見珥

之有功於後學也｡”

19) 김기 , 2000 ｢우계의 사단칠정설에 한 재조명｣, �우계학보� 19 ; 유연석, 2011 ｢우계 

후학의 율곡 성리학 이해와 비 ｣, �율곡사상연구� 23.

20) 최천식, 2014 ｢成渾의 人心道心共發說: 충론으로 보는 시각에 한 반론｣, �태동고 연

구� 32.

21) � 호 고�는 두 종의 필사본이 해지고 있다. 하나는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고 다른 하나는 단국 학교 율곡기념도서  소장본이다. 규장각 소장본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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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고�에 주목한 연구논문은 조호 의 ｢숙함 김재해의 성리학설 연구｣가 

유일하다. 조호 의 연구는 김재해의 정리된 진술에 힘입어, 김창 의 지각 이론에 

한 의미 있는 연구성과를 보여주었다.22)22)그런데 정작 김재해의 술에 담겨있는 

소론 철학의 특징에 해서는 주목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

서는 그 부분을 으로 다루려고 한다.

2. 김재해의 생애와 삼 의 형성 과정

1) 김재해의 생애

� 호 고�의 자인 김재해에 해서는 밝 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먼

 기 인 인물 정보 몇 가지를 고찰하고 나서 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김재해가 1701년에 지은 ｢祭從父兄參判公｣23)은,23)태어날 때 어머니를 여읜 김재

해에게 을 가르쳐 , 74세로 별세한 사  형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다. 제문이

어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사 이라면 이름에 載 자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부터 추 해보면 여기에 근 한 인물이 金載顯(1627-1700)이고, 김재 에 

한 정보는 權尙夏(1641-1721)의 ｢參判金公神道碑銘｣24)24)등에 자세히 실려 있다. 김

재해가 지은 제문과 권상하가 지은 신도비명을 비교해보면, 김재해가 1701년 1월 

28일에 지은 제문은 1700년 12월 12일에 별세한 사  형 金載顯을 애도하는 이

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리고 김재해가 지은 제문에 사  형이 1698년 개성부 

자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8권  3권만 해오고, 율곡기념도서  

소장본은 8권 모두 갖추어져 있긴 하지만 자료 이용에 제약이 많다. 진 된 연구를 해

서는 정본을 만들어 인하는 일이 시 하다.

22) 조호 , 2000 ｢숙함 김재해의 성리학설 연구｣, �철학논구� 28.

23) 율곡기념도서  소장본에 수록되어있다. 율곡기념도서  소장본의 목록상 서명은 ‘雙湖遺

藁’이고 표제는 ‘祖 遺藁’이다.

24) 權尙夏, �寒水齋集� 卷25, ｢參判金公神道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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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鄭澔(1648-1736)의25)｢都承旨金公墓誌銘｣25)에 의

하면 金載顯이 바로 1698년 여름에 松都 유수가 된 사람이다. 송도는 개성의 옛 이

름이므로 김재해가 말한 사  형은 경주김씨 金載顯임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해가 지은 제문에 의하면, 사  형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김재해

보다 세 살이 많고 작은아들은 김재해보다 한 살이 다. 권상하와 정호의 제문에 

의하면, 김재 의 장남은 胤豪이고 차남은 性豪이다. 金胤豪의 생몰년은 확인이 어

렵고 金性豪의 생몰년은 1659-1720이다.26)26)이로부터 김재해의 생년이 1658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종실록� 1723년 1월 28일 조를 보면 ‘故 副率 金載海’라는 

구 이 나오는데 작성 시기를 참작하면 김재해의 몰년은 1722년 무렵이다.

김재 의 부친은 金敏斅(1608-?)이고, 金敏善(정보미상)과 金敏愼(정보미상)이 

그 동생들이다. 따라서 김재해의 부친은 金敏善 는 金敏愼인데, 이들에 해서는 

드러나 있는 정보가 없다. 김재해의 외조부는 林㙐(1593-1664)이고, 그 셋째 딸이 

김재해의 어머니로 載漢, 載溟, 載海 3형제를 낳았다.27)27)林一儒(1611-?)가 김재해

의 외삼 이고28)
28)林泳(1649-1696)이 김재해의 외사  형이다.29)29)

김재해는 朴世采(1631-1695)의 문인으로, 박세채 사후에 윤증 문하에 출입했

다.30)30)박세채의 �南溪集�과 윤증의 �明齋遺稿�에 ‘金叔涵載海’에게 보낸 편지가 수

록되어있다. 崔錫恒(1654-1724)의 추천으로 翊衛司가 되어 1712년과 1713년에 세

자[경종]에게 � 용�을 강의했다.31)31)1713년, 박세채의 문인이면서도 스승을 한 

辨誣疏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당 로부터 많은 비 을 받았는데, 사문

난 으로 지목된 윤증의 문하에 출입한 것이 김재해를 비난하는 실질 인 이유

25) 鄭澔, �丈巖集� 卷13, ｢都承旨金公墓誌銘｣.

26) 한국역 인물정보시스템 참조.

27) 金載海, �雙湖遺稿�, ｢外王 通政大夫尙州牧使曾吏曹參議林公墓碣銘幷序｣(율곡기념도서  

소장본).

28) 金載海, �雙湖遺稿�, ｢淑夫人趙氏行狀｣(율곡기념도서  소장본).

29) 金載海, �雙湖遺稿�, 1696 ｢祭內兄大司憲林公｣(율곡기념도서  소장본).

30) �숙종실록(보궐)� 1718년 4월 1일.

31) �경종실록� 1723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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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32)김재해는 1713년 조정을 떠나 산림에 은거하며 학문에 매진하다가 1722년 

무렵 졸했다.33)33)�雙湖草稿�라는 서명으로 볼 때 김재해의 號는 ‘雙湖’인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밝 져 있지 않다.

2) 삼 의 형성 과정

송시열과 김수항이 사사된 1689년, 김창 은 송시열의 지각 이론을 비 하며 자

신의 지각 이론을 세웠고, 1692년에는 농암서실을 지어 자신의 지각 이론에 따라 

후학을 양성하며 기존 노론[호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론[낙론]을 창립했다. 이

로부터 소론, 낙론, 호론이 삼 을 형성하게 된다.34)34)

삼 이 가시화된 것은 김창 과 민이승의 지각 논쟁에서부터이다. 이 논쟁은 

후 에 많은 향을 미쳤지만, 재 민이승의 은 해오지 않는다. 민이승은 윤

증의 문인으로 그 시 를 표하는 학자  한 사람이었다. 1696년에는 정제두, 이

희조, 김창흡 등과 함께 서연 으로 천거되었고,35)35)김창 과 지각 논쟁을 벌이던 

1697년에는 권상하와 함께 세자를 輔 하는 자리에 천거되었지만36)
36)이 해에 별세

했다. 김재해와 민이승은 윤증 문하의 동문이었고, 민이승 사후 민이승을 이어서 

민이승과 같은 논리로 김창 의 주장을 논박한 이 1697년에 지은 ｢妙衆理宰萬

物說｣이다. 김창 과 민이승이 논쟁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김창 의 문인 

金時佐(1664-1727)와 송시열의 문인 李喜朝(1655-1724)가 호락논쟁을 고하는 

을 벌이고 있었다.37)37)

이 시기에는 지각 논쟁, 인성 논쟁, 미발 논쟁이 세 학  사이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데, 그것은 근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의미하는 바가 같기 때문이다.

32) �숙종실록(보궐)� 1718년 4월 1일.

33) �경종실록� 1723년 1월 28일.

34) 최천식, 2016, 25-61면.

35) �숙종실록� 1696년 6월 8일.

36) �숙종실록� 1697년 5월 20일.

37) 李喜朝, �芝村集� 卷13, 1697 ｢ 金道以｣ ; 최천식, 2016, 84-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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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문제를 포 하면서 미발 문제를 다루기에 합한 소재가 � 학�의 ‘正心’

이다. 김재해는 1694년 송시열의 문인 金榦(1646-1732)과 ‘正心’을 소재로 미발 논

쟁을 벌 고,38)38)소론의 주요 인물인 趙聖期(1638-1689)의 조카 趙正綱(1666-?)이 

바통을 이어받아 1698년 김간과 미발 논쟁을 시작했다.39)39)김시좌를 통해 조정강의 

을 건네받고 김창흡을 통해 김간의 을 건네받은 김창 은 조정강과 김간의 견

해를 혹독하게 비 했고,40)40)이것을 계기로 낙론의 개창자인 김창 과 호론의 구심

인 권상하가 편지 을 통해서 서로 미발에 한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

다.41)41)한편 1702년에는 박세당 비 이 국정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지

각 논쟁, 미발 논쟁과 아울러 ‘무엇이 人性이냐’에 한 논쟁이 소론, 낙론, 호론 

사이에서 일어난다.42)42)

소론 측 김재해와 호론 측 김간의 미발 논쟁이 일어난 것은 1694년이지만, 김재

해가 1702년에 洪錫輔(1672-1729)를 통해 그 을 낙론 측 김창 에게 해주며 

이에 한 논평을 부탁하자 김창 은 홍석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김재해의 견해

를 상세히 논박했다.43)43)자신의 견해를 간 으로 김재해에게 한 것이다. 그 

을 해 받은 김재해는 장문의 첫 편지를 김창 에게 보냈고,44)44)김창 은 섣불리 

이론을 펼칠 것이 아니라 원 의 문맥부터 충실히 악하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

다.45)45)�농암집�에는 이 이후의 일이 실려 있지 않다. � 호 고�에 의하면, 김재해

가 김창 을 방문해서 첫 면이 이루어졌고 편지도 주고받았다.46)46)� 호 고�에

38) 金載海, �雙湖草稿�, 1702 ｢ 金仲和書｣, “ 直卿論正心體用之說, 至今八年矣｡” 이 편지는 

1702년에 김재해가 김창 에게 보낸 편지이다. 直卿은 김간의 字이고, 1702년이 8년째 되

는 해는 1694년이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는 재 해지지 않는다.

39) 金昌協, �農巖集� 卷12, 1698 ｢答權致道(11)｣ 참조.

40) 金昌協, �農巖集� 卷19, 1698 ｢答道以(12)｣ ; 金昌協, �農巖集�卷19, 1698 ｢答道以(13)｣.

41) 金昌協, �農巖集� 卷12, 1698 ｢答權致道(11)｣ 참조.

42) 최천식, 2016, 139-147면.

43) 金昌協, �農巖集� 卷16, 1702 ｢ 洪錫輔｣ ; 金昌協, �農巖集� 卷16, 1702 ｢答金叔涵｣.

44) 金載海, �雙湖草稿�, 1702 ｢ 金仲和書｣.

45) 金昌協, �農巖集� 卷16, 1702 ｢答金叔涵｣.

46) 金載海, �雙湖草稿�, 1702 ｢仲和原書｣ ; 金載海, �雙湖草稿�, 1702 ｢答金仲和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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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이후에 김재해가 김창 에게 보낸 편지 두 통이 더 실려 있다.47)47)김재해는 

1715년에 이희조와도 편지 로 지각에 한 이견을 교환했다.48)48)김재해의 ｢大學正

心章兼體用說｣, ｢大學自欺說｣(1702), ｢知覺說｣(1712) 등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졌다.

3. 김재해의 지각론

우리는 배고픔, 추 , 더 를 느끼고 이에 반응함으로써 생존을 유지한다. 이

게 외부의 자극을 느끼고 반응하는 기제를 知覺이라고 한다. 낙론의 견해를 배제

하면, 지각은 략 감정의 동의어이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같은 사태에 

해서도 어떤 사람은 이 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게 반응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한 답변의 차이가 학 를 형성한다.

이이, 송시열을 계승한 호론에서는 그 사람의 기질이 그 사람의 지각을 결정하

는 것으로 본다.49)49)날뛰는 소도 훈련을 받으면 온순한 소로 변하여 밭을 갈 수 있

듯이 사람도 禮를 끊임없이 배우고 익  그 기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지각을 변화시

키고 그 결과 윤리를 실 할 수 있다는 것이 호론의 핵심 주장이다. 윤리 의식도 

지각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요소로서, 禮를 배우고 익 야만 비로소 발 된다. 비

유하자면 술에 취해 의식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행동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이 호론의 수양론이다.

아래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론의 지각론은 形氣와 神明의 명확한 분별이 그 핵

심 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지각은 감정이고 허령은 심층의

식임을 입론한다. 호론에서는 감정이 발생하면서 비로소 의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만, 소론에서는 항상 의식이 바탕에 놓여있고 그 바탕 에서 지각 작용이 일

47) 金載海, �雙湖草稿�, 1702 ｢ 仲和書｣ ; 金載海, �雙湖草稿�, 1702 ｢重 金仲和書｣.

48) 金載海, �雙湖草稿�, 1715 ｢答李同甫書｣ ; 金載海, �雙湖草稿�, 1715 ｢李同原書｣.

49) 정원재, 2001 ｢이이의 본성론｣, �철학사상� 13, 1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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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견해는 심층의식이 安定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만 한 반응이 가능하지, 심층의식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욕망에 압

도당하는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의식이 안정한 상태

에서는 만취하더라도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 소론의 수양론이다. 이에 

해 아래에서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50)50)

1) 지각에 한 민이승의 견해

지각에 한 첨 한 견해차가 학  간의 논쟁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된 것은 김

창 과 민이승의 논쟁에서부터이다. 김창 은 민이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각 논

쟁의 쟁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청컨  존형께서는 마음을 비우고 기를 평온히 하여 ① 먼  ‘마음의 신명’과 ‘허령

한 지각’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②  ‘허령지각’이 性의 體段인지 

아니면 마음의 妙用인지 생각해보고 … 피차의 견해를 비교해서 같고 다른 을 세

히 궁구하면 … 로 훤히 드러나서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51)51)

 문에서 김창 이 밝힌 지각 논쟁의 쟁 은 ① 신명과 지각은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② 虛靈知覺은 성이냐 마음이냐이다. 먼  김창 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에 해 김창 은 신명과 지각은 동의어라고 주장한다. 소론을 제

외한 모든 학 의 주장이 이러하다. ②에 해 김창 은 지각은 성이 아니라 마음

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지각은 리가 아니라 기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김창 의 독특한 주장으로 한국성리학에서 김창  이 에 이 게 주장한 사람은 

50) 이 논문은 소론 철학의 특징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미 논의가 진 되어 

있는 호론과 낙론의 주장에 해서는 기존 논의로 신하거나 논거 제시 없이 언 만 하

고, 소론의 주장에 해서만 문을 실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1) 金昌協, �農巖集� 卷14, 1697 ｢答閔彦暉(2)｣, 6左面, “只請 兄且試虛心平氣, 先思所 心

之神明 虛靈知覺是同是別; 又思所 虛靈知覺是性之體段, 抑是心之妙用; … 彼此參互, 細

究同異, … 自當犁然有見, 而無俟乎多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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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52)52)민이승은 ①에 해 신명[허령]과 지각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소론 철학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②에 해 마음은 

기이지만 리의 담지자라는 모범 답안을 제출한다.53)53)아래에서 민이승의 견해를 확

인한다.

“신명은 그 안에 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셨고,  “智의 리는 신명에 포함되어 

있다.” 하셨는데, … 보내오신 편지에서는  [이것으로] “虛靈不昧하여 뭇 이치를 갖

추고 만사에 반응하는 것이다”를 설명하셨습니다.54)54)

고명께서는 마침내 形氣에 떨어진 성은 마음에 담겨 드러나게 된다고 여겨서 마침

내 “마음을 본성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하시니 이는 음양을 태극이라고 바꾸어 부

를 수도 있다는 말인데 말이 되겠습니까?55)55)

 첫째 문의 “신명은 그 안에 성을 포함하고 있다”, “智의 리는 신명에 포함

되어 있다”는 말이 김창 의 편지 에 남아있는 민이승의 주장이다. 이 말은 神明

은 氣이고 性은 理지만, 신명은 성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기로 보면 안 된

다는 의미이다. 여기까지는 이이, 송시열의 견해와 체로 같다.

민이승의 견해는 첫째 문 하단에 그 흔 만 남아있다. “虛靈不昧하여 뭇 이치

를 갖추고 만사에 반응하는 것이다”는 구 은 주희가 � 학�의 ‘明德’을 풀이한 구

이고 주희에게 명덕은 지각과 동의어이다. 그런데 민이승의 언 은 ‘허령’과 ‘지

각’을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

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이 자체로는 민이승의 의도를 악하기가 어렵다.

민이승은  둘째 문에서도 形氣와 마음을 구분한다. 이이의 경우, 형기의 작

52) 최천식, 2016, 59-83면 참조.

53) 호론에서는 ①에 해 김창 의 손을 들어주고 ②에 해 민이승의 손을 들어 다. ①과 

②에 한 견해 차이가 소론, 호론, 낙론의 견해 차이이고 여기에서 삼 이 성립된다.

54) 金昌協, �農巖集� 卷14, 1697 ｢答閔彦暉(3)｣, 14左-15右面, “旣曰‘神明包性在其中’, 又曰‘智

之理包在神明’, … 來諭又以‘虛靈不昧具衆理應萬事’爲比。”

55) 金昌協, �農巖集� 卷14, 1697 ｢答閔彦暉(1)｣, 5右-左面, “今以性墮在形氣爲心之所盛貯發用

而遂 其不妨以心 性, 則是陰陽可喚做太極也, 其可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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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를 모두 통틀어 마음이라 부르지, 마음과 형기를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는

다. 이에 반하여 민이승은 마음과 형기를 두 가지로 구분한 뒤, “마음을 본성이라

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 낙론을 제외하면, 지각은 성리학자 구에게나 

감정과 동소이한 개념이다. 그 다면 감정과 구별되는 마음의 작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의식’밖에 없다. 따라서 민이승은 의식

과 감정을 허령과 지각으로 구분하고 허령을 실질 인 본성으로 보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 김창 은 소론 학자들을 할 때마다 육구연․왕수인을 추종하는 

무리라고 비 하는데56)
56)김창 이 이 게 말하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 하지만 이러

한 논의는 추론의 결과일 뿐,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2) 지각에 한 김재해의 견해

김창 의 편지 에 조각조각 남아있는 민이승의 주장을 통해서 의식과 감정을 

허령과 지각으로 구별한 것이 소론 철학의 특징이라고 추론해보았는데 김재해의 

에는 이러한 특징이 명확히 서술되어 있다.

기의 명칭 에는 精爽․神明이 있는데 이 기는 마음에 있으며 지각을 발 시키는 

기이고, 形氣․氣質이 있는데 이 기는 육체에 있으며 지각으로 발 되는데 때때로 이 

氣 때문에 병폐가 된다. 이 두 가지 기에 어  구별이 없겠는가?57)57)

김재해는  문에서 ‘마음’의 기를 ‘精爽’ 는 ‘神明’으로, 육체의 기를 ‘形氣’ 

는 ‘氣質’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각의 소이연으로 설명하고 있

다. 앞에서 언 한 로 낙론을 제외하면 지각은 성리학자 구에게나 감정과 

동소이한 개념이다. 이제 확인할 것은 ‘마음’의 의미이다.

56) 金昌協, �農巖集� 卷13, 1690 ｢答朴大叔｣ ; 金昌協, �農巖集� 卷16, 1703 ｢答朴大叔｣ 등 

참조.

57) 金載海, �雙湖草稿�, ｢四端七情分善惡理氣圖說｣, “其氣之名, 有曰精爽 , 有曰神明 , 是氣

在心, 所以發知覺 也。有曰形氣 , 有曰氣質 , 是氣在形, 知覺之發, 或 爲是氣所病耳。

二 氣, 夫安得無別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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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각이 행해지면 칠정의 조목이 갖추어진다.58)58)

② 마음은 몸의 주인이요, 의식[意]이 마음의 발 이다.59)59)

 문 ①에 의하면 지각은 감정이다. 일곱 가지를 구분 없이 통틀어 이야기하

면 지각이고 구체 인 조목으로 이야기하면 칠정이다. 지각과 칠정은 감정 발생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념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 ②에 의

하면 마음의 작용은 의식[意] 는 의지[意]로 나타난다. 의식을 마음으로 보는 

것이 소론 철학의 핵심 인 특징임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정의 발생 이

부터, 감정의 바탕에 의식이 깔려있다고 보는 학 는 소론 이외에는 없다. 이로부

터 앞에서 민이승이 “마음을 본성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말한 이유를 다시 확

인할 수 있다. 이어서 살펴본다.

① 따라서 리와 ‘신명․정상’의 기를 비하면 리는 성이요 기는 마음이고 … ② 리

와 ‘기질․형기’의 기를 비하면 리는 마음이요 기는 몸이다.60)60)

 문 ①에 의하면 마음은 기이고 성은 리이다. 이 게 보는 것이 이이와 성

혼의 공통 이다. 그런데 마음과 지각을 구분할 경우 문 ②와 같이 마음은 지각

에 비해서 리가 되고 지각은 마음에 비해서 기가 된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감정과 의식을 지각과 마음으로 비하기 때문에 민이승은 

마음이 곧 성이라 하 고 김재해는  문에서 마음은 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

한 견해에 따라 사단과 칠정, 도심과 인심의 구분도 다소 독특하게 설정된다. 먼  

김재해가 그린 ‘四端七情分善惡理氣圖’를 살펴보기로 한다.

58) 金載海, �雙湖草稿�, ｢四端七情分善惡理氣圖說｣, “知覺旣行, 則七情之目具焉｡”

59) 金載海, �雙湖草稿�, 1702 ｢大學自欺說｣, “蓋心 一身之主也, 意 其發也｡”

60) 金載海, �雙湖草稿�, ｢四端七情分善惡理氣圖說｣, “是以理 神明精爽之氣相 , 則理是性也, 

氣是心也。… 若夫理 氣質形氣之氣相 , 則理是心也, 氣爲一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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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四端七情分善惡理氣圖｣

 그림 상단을 보면 ① 虛靈은 體고 知覺은 用이다. 이 부분은 호론의 설명과 

일치한다.61)61)② 허령은 기[神明 는 精爽]의 작용이지만 여기에는 그 소이연으로

서의 리[仁義禮智]가 타고 있다. 이 부분도 허령을 실제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호론의 설명과 같다. ③ 신명을 기로 보고 허령을 리와 기의 합으로 표시

61) 韓元震, �南塘集� 卷30, ｢虛靈知覺說｣, 13右面, “心之虛靈知覺, 孰體孰用? 虛靈是體, 知覺

是用也｡”



․ 김재해의 지각론과 미발론 143

한 것은 호론에서처럼 허령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지 않고 실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표 한 것으로 보인다. 허령을 실제 작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

단에서는 소론 철학의 특색이 표출된다.

단에서 ④ 지각을 칠정으로 보는 것 한 호론의 설명과 같다. 지각을 사단과 

칠정으로 구분하는 이황 철학과는 출발부터 다르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⑤ 사

단과 耳目口鼻之欲을 도심과 인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칠정을 도심과 

인심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이의 경우 도심이 아닌 

지각을 인심으로, 인심이 아닌 지각을 도심으로 보기 때문에 도심과 인심이 동시

에 발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이는 성혼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 을 이 

강조했다. 한편 성혼은 도심과 인심은 동시에 발 된다고 주장했는데 김재해가 그

러한 주장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문과 함께 살펴보

기로 한다.

마음의 지각은 리와 기가 합해진 것이다. 왜 이 게 말하는가? 발 되는 것은 기이

지만 발  하는 것은 리이기 때문이다. 虛靈은 體요, 知覺은 用이다. … 칠정에는 善

惡이 있고 理氣가 있다. 무엇을 善惡이라 하는가? 인의 지의 단서를 도심이라 하고 

이목구비의 욕망을 인심이라 한다. 도심과 인심이 그 바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선이다. 

도심에 착오가 있으면 과불 이 있게 되고 인심이 [욕망 따라] 흐르면 인욕이 되는데 

착오가 일어나고 욕망에 따르는 것이 악이다. 무엇을 理氣라 하는가? 도심은 性命에서 

나오고, 성명은 理이며, 도심에 착오가 있는 것은 기질 때문이다. 인심과 인욕은 육체

에서 발생하는데 형기와 기질이 기이다.62)62)

 문 하단에서도 도심은 性命에서 나온다고 했으므로 도심의 본질은 허령이

다. 그런데 허령은 그 자체로도 작용하지만, 지각과의 계에서 허령은 體고 지각

62) 金載海, �雙湖草稿�, ｢四端七情分善惡理氣圖說｣, “夫心之知覺, 合理氣 也。何以 之? 發

之 氣, 所以發 理也。虛靈, 其體也; 知覺, 其用也。七情之中, 有善惡焉, 有理氣焉。何

善惡? 仁義禮智之端, 之道心; 耳目口鼻之欲, 之人心。道心、人心不失其正 , 善也。道

心之差有過不及, 人心之流爲人欲, 差 流 惡也。何 理氣? 道心 , 由性命出也; 性命, 理

也; 所 差 , 由於氣質。人心 人欲, 由於形氣; 形氣、氣質, 所 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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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用이므로 지각의 한 요소로도 나타나게 된다.63)63)지각에 드러난 허령, 그것이 곧 

사단이다. 다시 말하면 심층의식이 어떤 사태를 만나 감정에 스며들 때 그것을 사

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단에는 감정의 요소도 개입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의식

이다. 이 게 놓고 보면 김재해가 왜 칠정을 도심과 인심의 결합으로 설명하는지 

알 수 있다. 칠정은 사단이 인심[耳目口鼻之欲]을 주재할 때 나타나는 상이고, 

도심이 인심을 주재하지 못하면 인심은 곧바로 인욕으로 흐른다.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은 애  성혼의 편지 에 등장한다.

사단은 칠정 가운데 리에서 발한 것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부 한 칠정은 기가 

넘치거나 부족하여 악으로 흐른 것이라고 하면, 리발과 기발을 혼동하지 않으면서도 

한 두 갈래로 나 어질 염려도 없지 않겠습니까?64)64)

정이 발 하는 순간에 主理와 主氣의 흐름이 있습니다. … 미발의 때조차 두 개의 

흐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막 발하는 순간에 리에 근원을 둔 것과 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리와 기가 동시에 발출해서[理氣一發] 그 주된 것에 따라

서 주리, 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65)65)

 두 문은 성혼의 핵심 주장이 담겨있는 구 이다. 성혼은  두 문에서 

칠정을 理發과 氣發의 결합 는 主理와 主氣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理發과 主理는 사단을 의미하고, 氣發과 主氣는 耳目口鼻之欲을 가리킨다. 이것을 

에서 살펴본 김재해의 圖說과 비교해보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해보면, 감정이 발생하기 이 의 심층의식이 허령이고 어떤 사태가 일어났

63) 體用 개념에는 시간의 흐름이 담길 수 없다. 시간상의 선후와 련지어 이야기하려면 未

發․已發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64) 成渾, �牛溪集� 卷4, ｢第一書｣, 2右面, “曰四端指七情中理一邊發 而 也, 七情不中節是氣

之過不及而流於惡云云, 則不混於理氣之發, 而亦無分開二岐之患否耶?”

65) 成渾, �牛溪集� 卷4, ｢第六書｣, 30左面, “情之發處, 有主理主氣兩箇意思。… 非未發之前有

兩箇意思也, 於纔發之際, 有原於理、生於氣 耳。… 乃理氣一發, 而人就其重處 之, 之

主理主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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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耳目口鼻之欲을 주재하며 칠정을 형성하는 의식이 도심이다. 지각[칠정]을 

도심이 耳目口鼻之欲을 주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소론의 지각론이다.

4. 김재해의 미발론

지각은 본래 생존을 한 반응이기에 이기 인 면모를 띨 수밖에 없다. 성리학

은 이러한 지각의 특성을 윤리 인 반응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므로, 이기 인 면

모가 개입되지 않은 이상 인 상태를 상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未發이라고 한다. 

호론에서는 기질이 지각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미발이

란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뿐이고 이러한 상태는 이념으로서만 존재한

다. 소론에서는 의식과 지각을 구분하기 때문에 심층에 놓여있는 순수의식을 미발

로 본다.

1) 미발에 한 성혼과 박세당의 견해

미발 논쟁은 이이와 성혼의 편지 에서부터 단편 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지각 

논쟁, 인성 논쟁과 마찬가지로 미발 논쟁도 삼  시 에 어들면서 학  간의 

첨 한 립으로 증폭된다. 아래에서 성혼의 미발론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이 태어나 육체를 부여받은 이후로 말하면 未發之性[自註: 기질을 포함해서 말

한 것]에도 일정한 선악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未發之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

다. 내가 未發之體라고 한 것은 氣稟이 일정하게 섞여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未發之中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66)66)

66) 成渾, �牛溪集� 卷4, 1572 ｢第四書｣, 17左-18右面, “從人生受形以後而 , 則未發之性[自註: 

竝氣質 ], 亦應有善惡之一定 矣, 然未可 之未發之中也。愚所 未發之體 , 指氣稟一定

而 也, 非 未發之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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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서 성혼은 未發之體와 未發之中을 구분한다. 未發之體 는 未發之性

은 기품 는 기질과 섞여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외부 사태에 직면하지 않

았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미발이라는 말을 붙여놓았을 뿐, � 용�의 미발과는 

별 상 이 없다. 未發之中은 감정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것

이 � 용�에서 말하는 미발이다. 이이와 송시열을 계승한 호론의 철학에서는 이러

한 구분이 있을 수 없다.67)67)이와 달리 소론에서는 의식을 미발로 보기 때문에, 未

發之體와 未發之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태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의 의

식이라 하더라도 형기의 작용으로 감정의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未發之

體일 뿐, 未發之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어서 박세당의 견해를 살펴본다.

[주희가] 不睹․不聞을 어떤 일의 맹아도 없는 寂然不動의 때로 여긴 것은 더욱 의

심스럽다. 마음이 연하면 戒懼하려 한들 무엇을 戒懼할 것이며, 戒懼하고 있다면 이

것을 어  연부동이라 하겠는가? … 戒愼이란 일에 직면해서 감히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고 恐懼란 일에 직면해서 마음을 잃을까 염려하는 것이다.68)68)

주희는 � 용� 1장에 나오는 ‘不睹․不聞’을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외부의 자극이  없는 때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戒愼恐懼’와 ‘愼獨’을 

미발 시의 공부와 이발 시의 공부로 구분한다.  문은 박세당이 이러한 주희의 

견해를 비 하는 내용이다. 박세당은 ‘不睹․不聞’을 타인의 감시가 없는 때를 가

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남이 지켜보든 안보든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한 것이

다. 문에서 거듭해서 말하고 있듯이 박세당은 이처럼 ‘戒愼恐懼’를 어떤 일에 직

면했을 때의 의식으로 상정했고, 이것을 이유로 여기에 寂然不動이란 말을 붙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박세당에게 ‘계신공구’는 ‘신독’과 마찬가지로 이발 시의 

67) 李珥, �栗谷全書� 卷9, 1572 ｢答成浩原(8)｣ ; 宋時烈, �宋子大全�卷113, 1677 ｢答朴景初

(10)｣ 참조.

68) 朴世 , �思辨 �, 1687 ｢中庸｣, 1:2, “其以不睹不聞爲萬事皆未萌芽寂然不動之時 , 尤爲

可疑。夫旣一心寂然矣, 雖欲戒懼, 何所寄; 旣戒懼矣, 又何云寂然不動也? … 蓋戒愼云 , 

是當事而不敢自放, 恐懼云 , 是當事而憂其失墜。設或事未及到, 猶爲先事而慮｡”



․ 김재해의 지각론과 미발론 147

공부이다. 그 다면 박세당이 말하는 寂然不動 곧 미발은 戒愼恐懼조차 개입할 수 

없는 심층의 安定한 의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2) 미발에 한 김재해의 견해

앞에서 언 한 로 김재해는 1694년 송시열의 문인 김간과 ‘正心’을 소재로 미

발 논쟁을 벌 고, 이것을 계기로 1702년에는 김창 과 미발 논쟁을 벌이게 된다. 

논쟁의 소재인 � 학� 원문은 다음과 같다.

[7:1] 所 修身在正其心 , 身有所忿懥則不得其正, 有所恐懼則不得其正, 有所好樂則

不得其正, 有所憂患則不得其正。[7:2] 心不在焉, 視而不見, 聽而不聞, 食而不知其味。

 � 학� 원문에서 7:1에 나오는 ‘忿懥’, ‘恐懼’, ‘好樂’, ‘憂患’을 ‘四有’라 하고 

7:2에 나오는 ‘視而不見’, ‘聽而不聞’, ‘食而不知其味’를 ‘三不’이라 한다. 여기에서 

논쟁의 쟁 은 ‘사유’와 ‘삼불’의 계, 다시 말하면 ‘감정’과 ‘의식’의 계이다.

김간은 ‘사유’를 ‘삼불’의 원인으로 본다.69)69)‘감정’이 바르지 못하면 그에 따라 ‘의

식’도 바르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욕망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선

의지가 나올 수 없고, 설령 선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약해서 그것으로는 감정

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는 조 으로 김재해는 ‘삼불’을 ‘사유’의 

원인으로 본다. ‘의식’이 바르지 못하면 이에 따라 ‘감정’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본다.

� 학�의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味”는 動靜 모두에 나타나는 병폐이고, “心

不在焉”은 병폐의 근원을 말한 것이다. 보는 것은 이지만,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靜할 때 보

존하지 못하는 것인데 昏昧가 이것이요,  하나는 動할 때 보존하지 못하는 것인데 

放逸이 이것이다.70)70)

69) 金榦, �厚齋集� 卷23, ｢大學｣, 1右面 ; 金榦, ｢大學｣�厚齋集�卷23, 6左面 참조.

70) 金載海, �雙湖草稿�, ｢大學正心章兼體用說｣, “視不見、聽不聞、食不知味爲動靜之通病, 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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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서 김재해는 ‘삼불’을 ‘사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삼불’이 ‘사유’보다 

선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김간의 김재해 비 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71)71) 

김재해는   문에서 ‘삼불’을 감정의 미발에도 나타나고 감정의 이발에도 나

타나는 병폐로 보고 있다. 미발 시라고 하더라도 昏昧라는 병폐가 없어야 비로소 

未發之中이라고 할 수 있다. 미발 시에 未發之中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병폐가 이

발 시의 放逸로 나타난다. 이발 시의 放逸은 도심이 인심을 주재하지 못하는 것이

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유’이다. 요약하면, 감정이 발생하기 , 심층의 순

수의식을 未發之中으로 보는 것이 소론 미발론의 특징이다. 마음이 곧 리라고 말

할 때의 마음이 바로 未發之中이다.

 

5. 맺음말

소론 철학의 정체성에 한 논의는 상 으로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러한 실은 소론 철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고스란히 반 되어 있다. 다수의 연구

자가 소론 철학을 이황 철학과 이이 철학의 충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60년 동안 

국 으로 일어난 문묘 종사 논쟁에서 마음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는 이황 학

와 마음을 기로 보는 이이․성혼 학 가 첨 하게 립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각은 성립하기 어렵다.  일부 연구자는 소론 학 에서 단일한 정체성을 발견

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시각들은 모두 소론 철학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서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련이 있다.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金載海의 �雙湖草稿�는 소론 철학의 통일성과 흐름을 

악하는 데 더없이 요한 자료가 된다. 여기에 수록되어있는 들은 한편 한편이 

心不在則其病源耳。…… 視 目也, 而所以視 心也 ……。夫心之不存有兩 說焉。一曰靜

而不存, 昏昧是也; 一曰動而不存, 放逸是也｡”

71) 金榦, �厚齋集� 卷23, ｢大學｣, 7右面, “金友叔涵以有所爲旣發後病痛, 以不在爲未發前病

痛。未發前豈有病, 其 大有病, 全失傳文本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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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의 핵심 주제에 한 완성된 논문의 성격을 띠고 있고, 소론․낙론․호론의 

삼 에서 소론의 견해를 집약해놓은 것이어서 소론 철학의 특징을 밝 가는 기

폭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론 철학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목 을 

두고 � 호 고�에 나타나는 특징 인 사유를 발췌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는 배고픔, 추 , 더 를 느끼고 이에 해 반응함으로써 생존을 유지한다. 

이 게 외부의 자극을 느끼고 반응하는 기제를 知覺이라고 한다. 낙론의 견해를 

배제하면, 지각은 략 감정과 동의어이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같은 사

태에 해서도 어떤 사람은 이 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게 반응한다. 그 이

유가 무엇일까? 이에 한 답변의 차이가 학 를 형성한다.

이이․송시열을 계승한 호론에서는 그 사람의 기질이 그 사람의 지각을 결정하

는 것으로 본다. 날뛰는 소도 훈련을 받으면 온순한 소로 변하여 밭을 갈 수 있듯

이 사람도 禮를 끊임없이 배우고 익  그 기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지각을 변화시키

고 그 결과 윤리를 실 할 수 있다는 것이 호론의 핵심 주장이다. 윤리 의식도 지

각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요소로서, 禮를 배우고 익 야만 비로소 발 된다. 비유

하자면 술에 취해 의식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행동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호론의 수양론이다.

� 호 고�에 나타나는 핵심 인 특징은 形氣와 神明의 명확한 분별이다. 이러

한 구분을 통해서 허령을 심층의식으로 설명한다. 호론에서는 감정이 발생하면서 

비로소 의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만, 소론에서는 항상 의식이 바탕에 놓여있고 

그 바탕 에서 지각 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견해는 심층의식이 安

定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 반응이 가능하지, 심층의식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욕망에 압도당하는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비유

하자면 의식이 안정한 상태에서는 만취하더라도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 

소론의 수양론이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소론의 연원인 성혼과 김재해의 동문인 민

이승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소론에서는 칠정을 도심[사단]과 인심의 결합으로 설명한

다. 허령은 그 자체로도 작용하지만, 지각과의 계에서 허령은 體고 지각은 用이



150 奎 章 閣 53  ․

므로 지각의 한 요소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도심[사단]이다. 따라서 사단에

는 감정의 요소도 개입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의식이다. 인심은 耳目口鼻之欲을 

가리킨다. 사단이라는 의식이 耳目口鼻之欲을 주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이 

칠정이고, 도심이 인심을 주재하지 못할 때 칠정은 인욕으로 흐른다.

지각은 본래 생존을 한 반응이기에 이기 인 면모를 띨 수밖에 없다. 성리학

은 이러한 지각의 특성을 윤리 인 반응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므로, 이기 인 면

모가 개입되지 않은 이상 인 상태를 상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未發이라고 한다. 

호론에서는 기질이 지각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미발이

란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뿐이고 이러한 상태는 이념으로서만 존재한

다. 소론에서는 의식과 지각을 구분하기 때문에 심층에 놓여있는 순수의식을 미발

로 본다.

김재해의 미발론은 金榦과의 논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감정이 바르지 않으면 

그에 따라 의식도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 김간의 주장이다. 욕망에 빠져있는 상태

에서는 선의지가 나올 수 없고, 선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약해서 그것으로는 

감정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김재해는 의식이 바르지 못

하면 이에 따라 감정도 바를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심층의식과 감정을 허령과 지각으로 구분하고 심층의 

순수의식을 실질 인 리로 보는 것이 김재해 철학의 핵심 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성혼, 박세채, 윤증, 민이승, 박세당 등의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 해서 이야기하면, 마음과 지각

을 구분하고 마음을 리로 보는 것이 소론 철학의 핵심 인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2018. 11. 11),   심사일(2018. 11. 21),   게재확정일(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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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Gim Jaehae’s theory of Jigak and Mibal

Choe, Cheonsik

Discussions about the identity of the Soron( 論) school remain relatively weak. The 

main reason i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 book that clearl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ron school. In this situation, Ssanghochogo(雙湖草稿) written by Gim Jaehae(金載

海) is very precious, because that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ron school.

Jigak(知覺, perception) is the mechanism that senses external stimuli and responds to 

them, and a school is formed according the opinion of it. The horon(湖論) school insists 

that Jigak(perception or emotion) is determined by the temperament(氣質), and 

consciousness(意志 or 意識) is also part of Jigak(知覺 and 感情). On the other hand, Gim 

Jaehae distinguished between Jigak(知覺, emotion) and heoryeong(虛靈, consciousness), and 

insisted that heoryeong acts on its own or lies deep in Jigak. According to this view, a 

person with stable consciousness would respond appropriately when something happens, and 

a person with unstable consciousness can’t do so in small situations.

Perception is inherently selfish because of responds to survival. However it can be 

assumed such state that there is no selfishness, and it is called mibal(未發). The horon 

school regards mibal as the state in which any emotion is not yet occurred, and Gim 

Jaehae regards it as pure consciousness in which emotion is not mixed. The view of Gim 

Jaehae is the key feature of the Soron school.

Key words : Ssanghochogo(雙湖草稿), Gim Jaehae(金載海), Heoryeong(虛靈), Jigak(知覺), 

Mibal(未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