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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미발(未發)과 기질(氣質)의 계는 화론(中和論)과 이기론(理氣

論)이라는 주자학의 두 논의범주가 첩되면서 발생하는 논리  문제로, 
이는 율곡학  특유의 논 과 결합하여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주희는 화신설을 정립하며 미발을 상 머의 월  본체가 아닌 ‘마
음’의 한 국면으로 규정하 는데, 여기에 심(心)을 기(氣)로 보는 율곡학

의 인식이 투 되자 심의 한 부분인 미발 한 결국 기의 조건에 좌우되

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송시열과 박상 은 

미발을 기질 개념과 결부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이론 으로 

립한다. 박상 에게 미발이란 ‘ 상사물과 감응하기 이 ’이라는 마음의 

한 시 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시간  념이 우선하며 특정한 도덕

 함의가 들어있지 않다. 그에게 미발은 곧바로 (中)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박상 은 마음을 이루는 기의 청탁(淸濁) 여하에 따라 

미발시에도 (中)과 부 (不中) 는 선과 악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입

장에 선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성인과 보통사람은 각각 기질이 다르기 때

문에 미발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성범부동론(聖凡不同論)의 견

해로 이어진다. 반면 송시열은 미발이란 곧 마음이 의 상태에 있음을 일

컫는 것이요, 미발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기질의 편차는 고려 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미발은 단지 사물과 하지 않은 시 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도덕  이상태로서의 의미를 그 자체로 함축한다. 그는 기

품 여하와 무 하게 천리와 소통하는 마음자리로서 미발의 이념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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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자 하며, 이에 기질의 향이 실제화되는 시 을 이발(已發) 이후

로 한정하여 미발과 기질의 상 성을 아  차단시킨다. 송시열에게 미발이

란 본성 는 천리와 동등한 보편성을 가지며, 따라서 성인과 범인을 막론

하고 구에게나 동질 으로 체험될 수 있는 심  상태로 간주된다. 이러

한 두 사람의 견해차는 훗날 호학과 낙학의 입장 립과 큰 틀에서 부합

한다고 할 수 있다. 

Ⅰ. 서  론

일반 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선 성리학에서 미발(未發)과 기

질(氣質)의 계가 본격 으로 토론된 것은 18세기 의 일이다. 이 

문제는 한원진(韓元震, 1682∼1751)과 이간(李柬, 1677∼1727)이 벌

인 논쟁을 통해 조선 사상사의 면에 등장하게 된다. 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두 사람 간에 크게 쟁 화되었던 것은 ‘인물성동이’의 문제와 

‘미발심체의 순선 여부’ 는데, 이 가운데 후자의 쟁 이 바로 ‘미발

과 기질의 상 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

었다. 이후 미발과 기질의 계를 해명하는 논의는 한원진과 이간 두 

사람의 토론을 넘어 호락의 주요쟁  가운데 하나로 확 되어 갔으며 

조선 후기 기호학 의 학술  성격을 특징지우는 주요한 테마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쟁 이 호락논쟁의 참여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문제

시된 것은 아니었다. 미발과 기질의 상 성에 한 쟁론의 싹은 일

이 16세기말 성혼과 이이의 논쟁에서도 발견된다.1)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분석할 송시열(宋時烈, 1607∼1689)과 박상 (朴尙玄, 1629
∼1693)의 논변 한 그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면 으로 다룬 17세

기 조선 성리학의 담론 상황을 보여 다. 그 게 볼 때 미발과 기질

의 상 성에 한 성찰이 18세기에 이르러 매우 첨 하고 정치(精緻)

1) 이 규, ｢성리학에서 미발의 철학  문제와 17세기 기호학 의 견해｣, 韓
國思想史學13, 한국사상사학회(1999), 252-2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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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으로 표면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의 발아를 

굳이 18세기 조선의 특수한 사상사  정황에서 비롯된 산물로 간주

할 이유는 없을 듯하다. 오히려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여

러 세 의 학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맥락의 문제가 반복 으로 물림

되어온 이유는, 아마도 이 논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철학  딜 마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은 결국 미발이라는 개념이 담지

하고 있는 고유의 난해함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것이다. 미발 개념의 

해명은 주자학 내부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상이 되어 왔던 난제로, 
이는 조선 성리학에서도 외가 아니어서 특히 17세기 이후 본격화

되는 양상을 띤다.
우암학단 내부에서 미발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추

인 치를 하는 논제 가운데 하나 다. 이와 련해 송시열과 토론

을 벌 던 박상 은 학단 내부의 주요인사 던 권상하ㆍ이희조 등과 

친분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송시열 자신이 ‘모년지기(暮年知己)’라고 

부를 만큼 각별한 친교를 가졌던 제자 다.2) 그는 송시열과 더불어 

1677년 6월부터 1680년 6월 경에 이르기까지 만3년에 걸쳐 미발에 

한 세부 사안들을 논의한다. 그들 간의 논변은 미발을 이해함에 있

어 철학 으로 문제시되는 핵심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에서 주목되

는데, 그 심에는 무엇보다 미발과 기질의 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곧 미발과 (中) 개념을 동일시할 것인지 구

분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되고, 한 이 성인과 보통사람에게 동

일하게 체험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물음으로도 이어진

다. 이는 모두 미발 개념을 둘러싼 주요논제들인 동시에 18세기 호락

논쟁의 선하(先河)를 이루는 화두들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박상 과 

송시열의 논변은 17세기 율곡학  미발론의 일단을 반 하는 텍스트

2) 박상 은 무엇보다 투첱한 명의리론자로서 송시열과 뜻을 같이 한 정

치  동반자 다. 그는 아들 박 일을 송시열의 문하에서 수학하게 함으

로써 父子가 모두 송시열의 제자가 될 만큼 스승에 한 존숭이 깊었다. 

제자군 사이에서 박상 ㆍ박 일 부자와 권상하, 이희조 등과의 교류는 

그들의 문집에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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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복원해야 할 가치가 크다. 이는 16세기에서 18세기로 이어지는 

율곡학  심론의 개양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미발이

라는 주자학 고유의 난제를 풀어가는 조선조 지식인들의 학문  고심

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지 까지 학계에서는 박상 과 송시열의 논변을 정 하게 분석한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지 논변상의 몇몇 구 만이 필

요에 따라 인용되는데 그치곤 하 다. 그나마 이들 간의 논변을 소개

한 성과물로는 이 규의 연구가 유일하다.3) 그러나 이 규는 본논변

을 거시 인 사상사의 맥락에서 조망해낸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시 인 각론을 소략하게 다루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인의 논변이 개된 논리  추이를 복기하며 그 견해차

에 함축된 문제의식과 쟁 을 선명하게 재구성하고자 한다.

Ⅱ. 미발과 기질의 상관성 문제

1. 미발과 기질의 계에 한 쟁

먼  미발과 기질의 계라는 논제가 고유의 철학  딜 마를 형

성하게 된 이론  배경을 고찰해 보자. 본래 주자학의 논리체계에서 

미발과 기질은 서로 짝을 이루는 단어가 아니다. 미발이란  용에 

근거를 두어 일차 으로 마음이 발 하기 이 을 뜻하는 용어이며, 
기질은 리(理)와 짝을 이루어 이 세계를 구성하는 질료  요소를 지

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표면 으로 볼 때 두 개념 사이에는 어떤 

공통분모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서로 논의범주를 

달리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 하 듯이 양자의 계는 16
세기 이후 조선의 기호학  내부에서 지속 으로 승된 문제의식 가

운데 하나 다. 이처럼 이질 인 두 개념의 상 성이 반복 으로 문

3) 이 규, 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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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며 뚜렷한 맥락을 형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율곡

학 의 주자학 해석에서 화론(中和論)과 이기론(理氣論)이라는 서로 

다른 문맥의 논의가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구조 인 딜 마와 무 치 

않다. 이른바 ‘ 화론’이란 마음의 모든 역에서 이상 인 도덕  상

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종지로 삼는 수양론  논의를 말하고, ‘이기론’
이란 리와 기라는 두 요소를 통해 세계와 만물의 구조를 해명하는 

존재론  담론을 뜻한다. 물론 성리학 체계의 특성상 양자는 큰 틀에

서 유기 인 면이 있지만, 화론과 이기론은 나름의 독립 인 담론

역을 구성하는 별개의 논의범주다. 그런데 화론과 이기론의 논리

가 첩되면서 하나의 체계 안에 이론  정합성을 요구받게 될 때, 
미발과 기질의 계가 일정한 논리  긴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면 두 논리의 첩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시되는가? 이와 

련하여 주희의 화론 체계가 함축하는 지향 이 무엇인지 잠시 상기

해 보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희의 화신설은 미발 개념을 상 

세계 머로부터 인간의 심리  실로 끌어들 다는 데 주요한 의의

가 있다. 화구설을 견지할 당시 주희는 마음이란 단지 이발(已發)의 

장일 뿐 미발은 상세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월  본원을 의미

한다고 보았다. 그 경우 미발은 형이상의 본체로서 굳건한 상을 부

여받게 되지만, 그 신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일상  마음의 바깥

에 치하게 된다. 즉 구설에 따르면 인간주체는 오로지 본체로부터 

드러난 상만을 인식할 수 있을 따름이며, 본체의 역은 주체에게 

체험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주희는 본체로서의 상을 견지하면서도 

미발을 체험가능한 마음의 범주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깨달음에 도

달하여 화신설을 제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 미발은 일상 인 마음

의 한 국면으로 재정 된다. 이 때 미발은 아직 구체 인 정서[情]로 

발 하기 이 에 본성[性]과 일치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되, 그 개념

이 속한 역은 ‘본성’이 아니라 ‘마음’이 된다. 화신설을 거쳐 미

발 개념은 ‘리와 직  소통하는 마음의 자리’라는 새로운 도덕 ㆍ존

재론  상을 얻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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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희는 미발에서의 (中)과 이발에서의 화(和)를 견지하는 것

을 공부의 요체로 삼는 수양론 체계를 정립한다. 이처럼 주희 화론

의 문맥에서 미발이란 본디 수양론  심이 강하게 투 된 개념이

다. 수양론의 에서 미발은 리가 왜곡되지 않고[不偏不倚] 온 히 

보존되어 있는 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을 지칭하는 개념

이 곧 이다. 따라서 주체가 ‘미발의 때를 체험한다’는 것은 곧 ‘본
성이 있는 그 로 보존되어 있는 의 상태를 체험함’을 뜻한다. 그

게 본다면 미발과  두 개념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치된 상태

로 이해하는 것이 수양공부의 목 에 부합하는 사고방식일 것이다. 
이 때 리(理)-성(性)-미발(未發) 등의 개념군은 모두 의 의미를 내함

한다는 에서 상통한다.4) 다시 말해 화신설의 의도에 비추어볼 때 

미발과  사이에는 아무런 균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후 성리학에 한 이론  논의가 진척되고 이기론의 맥

락이 화론에 틈입함에 따라 미발에 해 수양론과는 다른 각도의 

근이 이루어진다. 이른바 과 화, 미발과 이발 등의 개념을 리와 

기의 구조 속에서 해명하는 시도가 개된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이

기론의 문맥에서 주희의 화설을 읽을 때, 신설 이후의 미발 개념은 

논리상 기와 결부되지 않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구설에서 신설로의 이행은 곧 미발이 속한 역을 형이상에서 형이하

로 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발이 월  본체가 

아니라 상세계의 심리  실이라면 곧 형이하의 세계에 편입됨을 

의미하고, 그 다면 미발이란 기의 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된

다. 즉, ‘ 상 머’가 아닌 ‘ 상 안’으로 귀속될 때 미발은 리의 세

계로부터 기의 세계로 넘어오는 셈이다. 그 다면 심의 한 역에 속

하는 미발을 논하면서 기질의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

가 한편에서 성립가능해진다. 이처럼 이기론의 이 투 될 때 주

요 심사는 미발 개념이 지니는 도덕론  함의보다는 그것이 리와 

4) 이상돈, ｢주희의 수양론-未發涵養工夫를 심으로｣, 서울  박사학 논문, 

2010,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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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계 속에서 어떻게 정 되는가라는 존재론  물음에 가까워진다.

그 게 볼 때 딜 마는 결국 형이상과 형이하라는 두 세계가 모두 

미발 개념 안에 첩되어 있다는 에서 기인한다. 심리  실로서 

불가피하게 형이하의 차원에 귀속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발은 결

코 기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기는 순선한 리와 달리 선과 악이 섞여 

있기에, 이 경우 미발은 선악이 병존하는 존재조건 가운데의 한 국면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반면 리인 본성과 근원 인 합일상태라는 측

면에서 본다면 미발은 인간의 본래  순선을 확보하는 요한 이론  

교두보가 되며, 이 때 기는 미발상에서 굳이 고려의 상이 되지 않

는다. 순선한 리와 달리 가치상 성을 함유한 기는 오히려 미발의 순

선함을 퇴색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발은 보는 

에 따라 선악이 공존하는 기의 세계 속 한 국면이 될 수도 있고, 
기와 무 하게 순선한 리와 동등한 지평[中]에 놓일 수도 있는 이

성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화론과 이기론의 논법이 착종되면서 ‘청
탁수박한 기의 조건 하에 귀속된 미발에서 과연 이 확보될 수 있

는가’라는 물음이 두되는 것은 어  보면 주자학의 논리상 필연

인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음은 화신설의 논리구조에 잠복해 있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희 자신에게서는 그리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주희에게 화설은 애당  수양과 마음 공부에 한 논

설이었을 뿐 이기론 인 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미발을 기의 조건과 연 지어 악하는 논의가 특히 

조선의 율곡학  내부에서 뚜렷한 지류를 형성하게 된 것은 특기할만

한 일이다. 이는 무엇보다 “심시기(心是氣)”라는 명제가 17세기 이후 

학  내부에서 발휘한 력과도 무 치 않다. 애 에 이이가 “심시

기” 명제를 제출하게 된 경 는 성혼과의 논변 과정에서 무 자(無爲

)인 성을 실 인 정감으로 표출  하는 유 (有爲)의 매개자로서 

심의 역할을 설명하기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후 조선 성리학에서 

학 간 립이 첨 해져 감에 따라 “심시기”는 기호학 의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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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핵심 인 슬로건으로 부상하 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기

라면 마음의 일부인 미발 한 기의 향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문제

가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미발과 기질의 계에 한 인식이 율곡학

 내에 증폭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형이하의 세계에 귀속

되면서 동시에 형이상의 세계와 합일되어 있는 것이 심의 미발이라

면, 여기서 기가 간여하는 범 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마음은 기”라
는 철학  제와 ‘미발지 ’이 본래 담지하고 있는 도덕론 인 메시

지는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가? 송시열과 박상 의 토론은 17세기 

율곡학 가 당면했던 이러한 철학  문제상황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2. 박상 의 견해 : 미발지 과 기질의 상 성

논변은 리와 기를 통해 미발ㆍ이발을 규정한 송시열의 견해에 박

상 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1677년 6월, 박상 은 

송시열에게 편지를 보내 “미발이란 오로지 리를 일컫는 것이요, 발한 

후에야 기를 겸한다”는 스승의 발언에 의문을 표한다.5) 박상 이 문

제삼은 구 은 짧지만 송시열의 기본입장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언 은 송시열이 미발을 ‘ 시기( 是理)’로, 이발을 ‘겸리기

(兼理氣)’로 악하는 을 지녔음을 보여 다. 즉, 송시열은 미발 

개념을 기의 조건과 무 하게 리와 합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 박상 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 이란 리와 기가 순수하고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음을 말하며, 화

란 그 감응하는 바에 따를 때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음을 말합

니다. 그런 까닭에 미발이 순수하면 발하는 것이 화를 이루고, 미발이 

잡박하면 발하는 것이 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내면에서 보존하는 

것이 정한 연후에야 외물에 응하는 것이 모두 하여 화를 이루

게 되니, 본을 세우지 못하고서 달도를 행하는 경우란 없습니다. 이
미 발 된 정을 근거로 그 미발의 성을 알 수 있습니다.”6)

5) 寓軒先生文集2-18a, ｢上尤菴先生<丁巳六月>-別紙｣, “未發 之理, 至

於發後兼氣而 , 未詳其義. 敢乞指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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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 은 미발의 순수함을 오로지 리 개념 한 가지에만 의탁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당한지 문제삼고 있다. 이는 미발을 ‘오로지 리를 

일컫는 것’으로 본 송시열에 한 반론이다. 윗 에서 박상 은 과 

화를 개념 으로 정의하며 말문을 여는데, 이 때 그는 을 규정하면

서 주자학의 일반  정의인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은 상태[不偏不倚]’ 
신 ‘리와 기가 순수한 상태[理氣純粹]’라는 술어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을 이해하는 박상 의 특징  을 반 하는 표 이므로 유

념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개념을 서술함에 있어 ‘불편불의’와 ‘리기

순수’는 서로 모순되는 명제가 아니지만, 두 진술의 주안 은 다르다. 
이른바 ‘불편불의’라 함은 마음이 발 하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

거나 기울지 않는 원형 인 정함을 표 하는 술어다. 즉 액면 그

로 ‘ 이란 어떤 상태를 지시하는가’에 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박상 이 말한 ‘리기순수’는 그러한 원형 인 정함이 

가능한 이유를 구체 으로 제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즉, 마음이 미발

시에 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리와 기가 모두 순수한 상태이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게 볼 때 여기서 ‘리기순수’라는 술어는 

‘ 한 상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한 답을 내포하고 있

다. 말하자면 의 진술에는 ‘불편불의’한 이 가능하기 한 조건으

로서 ‘리와 기가 모두 순수해야 한다’는 제를 강조하는 박상 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서술방식이 특징 인 면모를 지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으로 주자학에서 ‘불편불의’라 함은 본래 정하고 순선한 리

의 특성을 서술하는 데서 연유한다. 그에 따라 이란 성의 본래상태

를 형용하는 개념으로 규정되곤 한다.7) 말하자면 이란 원래 리의 

상태를 지시하는 용어이지 기에 한 진술이 아니다. 그런데 박상

6) 寓軒先生文集2-17b∼18a, ｢上尤菴先生<丁巳六月-別紙｣, “所 中也, 理

氣純粹而寂然不動之 也, 所 和也 , 隨其所感而無過不及之 也. 是故未

發 純粹則所發 和, 未發 雜糅則所發 不和矣. 所存乎內 中正, 然後所

應乎外 必皆中節而和, 故不立大本而能行達道 未之有也. 因其已發之情, 

可知其未發之性.”

7) 朱子語類62-131, “‘中’是虛字, ‘理’是實字, 故中所以狀性之體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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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을 규정할 때 ‘리의 순수함’ 뿐만 아니라 ‘기의 순수함’이라는 

조건 한 함께 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을 규정함에 있어 리

의 순수성은 당연히 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와 아울러 기의 순수함

이 제될 때에야 비로소 미발에서의 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게 볼 때 ‘리기순수’라는 새로운 술어를 제시하면서 그의 

방 은 실질 으로 ‘기의 순수함’에 놓인다. 박상 은 ‘불편불의’라는 

기존의 에 한 규정이 리와의 연  속에서만 논의될 뿐 기의 차

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미발지 ’을 이해

함에 있어 기의 맥락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나아가 박상 은 미발시에 ‘리기가 모두 순수한 상태’인 을 이발

시에 ‘과불 이 없는’ 화의 제조건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미발이 

순수하면 이발시에 화를 이루고, 미발이 잡박하면 발하여서도 화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그가 ‘순수한 미발’과 ‘잡박한 미발’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언 하고 있음에 주목하자. 그의 견해 로라면 화ㆍ불

화의 갈림길은 이발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발시의 상태 

여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발시의  여부는 

이미 미발시의 ㆍ부  여부로부터 연쇄 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다. 그 게 볼 때 박상 의 견해는 ‘리기가 순수하면 → 고요할 때 

이 되고 → 감응할 때 화가 된다’는 논리 개를 가지게 된다. 그

런데 이 견해는 역으로 ‘리기가 잡유(雜糅)하면 → 고요할 때 이 

되지 못하고 → 감응할 때 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논리를 아울러 함

축하고 있다. 리와 기가 모두 순수해야만 미발에서 을 이룰 수 있

다는 그의 주장은, 달리 말해서 리와 기가 순수하지 못할 경우 미발

시에도 을 이룰 수 없다는 논리를 필연 으로 내포한다. 즉 그의 

논리구조에서 미발은 곧바로 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으며, 미발과 

은 별개의 개념이 된다. 그 게 볼 때 기질의 순수함 는 잡박함 

여하에 따라 미발에서는 과 부 의 두 가능성이 병존하는 셈이다. 
이에 박상 은 “이미 발 된 정을 근거로 그 미발의 성을 알 수 있

다”고 말한다. 이는 곧 발 된 마음의 양상이 화인가 불화인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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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으로 소추하여 그 미발의 상태가 인지 아닌지를 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박상 에 따르면 이발시의 화ㆍ불화는 미발시의 

ㆍ부  여하에 달려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곧 그 마음을 이

루는 기의 순잡(純雜) 여부에 달려 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성의 본체를 말하면서 기의 한 측면을 배제한다면 아마도 그 가르

침이 제 로 갖추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 본연의 리가 비록 선하

더라도 품수받은 기는 모두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성 

한 선악이 있다’는 것은 미발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발이란 선하여 

잡박함이 없다고 한다면 정의 악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의 의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8)

이를 통해 박상 이 생각하고 있는 화론의 문제의식이 그려진다. 
그는 기존의 화설이 －아울러 송시열의 화설이－ 이발시의 마음

에 해서만 기질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단한다. 그런데 미발 

한 마음의 한 국면이고, 더욱이 ‘마음은 기’라는 율곡학 의 제에 

비추어본다면, 미발에서 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논리상 문제를 야

기한다. 마음이 본디 기라면 미발시의 마음 한 기인데 어째서 미발

에서는 기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가? 미발에서도 기의 측면을 고려

한다면, 이란 리 뿐만 아니라 기의 순수함을 제해야 비로소 가능

한 것이 아닌가? 그는 본, , 성, 본체 등의 개념을 모두 기와 결

부시켜 악하는 입장을 견지한다.9) 그리고 자신의 견해가 이이의 종

지에 따라 ‘리기불상리(理氣不相離)’, ‘리통기국(理通氣局)’의 논리에 

충실한 것임을 피력한다.10)

8) 寓軒先生文集2-24b, ｢上尤菴先生<丁巳九月>-別紙｣, “所 大本 , 性之

體也. 所 達道 , 性之用也. 論性之體而 氣一邊, 則恐其訓之不備也. …… 

本然之理雖善, 而所稟之氣不可 皆善矣. 所 ‘性且有善惡’云 , 豈非是未發

乎? 今以未發 之善而無所雜糅, 則情之惡 , 是從何而發出來耶? 愚迷

之惑, 正在於此矣.”

9) 寓軒先生文集2-24b, ｢上尤菴先生<丁巳九月>-別紙｣, “所 大本 , 性之

體也. 所 達道 , 性之用也. 論性之體而 氣一邊, 則恐其訓之不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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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 은 기질의 맥락을 배제한 채 오로지 ‘리를 일컫는 것’으로만 

미발을 규정할 경우, 결국 ‘리가 기를 버리고 독립 으로 존재하는 

때’를 상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를 통해 그가 제

기하는 문제는 미발시의 성을 말할 때도 기질지성의 차원에서 다루어

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국 그의 기본입장을 요약하면 미발과 이

발 는 과 화가 모두 ‘마음(氣)’에서의 사태인 한, 이들 개념을 논

할 때 어느 쪽에서든 기질의 맥락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3. 송시열의 비  : 미발지 과 기질의 분리

박상 의 서신을 한 송시열은 곧바로 답장을 내어 그의 견해를 

비 한다. 그는 먼  에 한 박상 의 이해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 한다. 

“그 의 편지에서 ‘ 이란 리와 기가 순수하고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음을 말한다’고 하 는데, 내 생각에는 에 해서는 리와 기 두 

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란 성의 덕을 형용하는 것이다. 성이

란 비록 기를 버리고 독자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성 들이 

성을 말할 때는 항상 기 가운데서 리의 한 측면만을 드러내 말한다. 
이제 그 가 기와 더불어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하다.”11)

여기서 송시열은 박상 의 특징  명제 던 ‘리기순수’를 문제삼는

다. 즉, 이 되기 하여 리와 기 양자가 모두 순수해야 한다는 제

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리는 애당  순수ㆍ순

선한 것이므로, 여기서도 사실상 쟁 이 되는 것은 기의 순수함이다. 

10) 寓軒先生文集2-33b, ｢上尤菴先生<己未十一月>｣, “夫理無 氣獨立之時, 

故栗谷先生曰‘氣之偏則理亦偏, 而所偏非理也, 氣也. 氣之全則理亦全, 而所

全非理也, 氣也.’ 此實千古不易之定論, 而洞見理氣之妙也.” 

11) 宋子大全113-11a, ｢答朴景初<丁巳六月十八日>｣, “來諭 中也 , 理氣純

粹而寂然不動之 也. 竊 於中不必下理氣二字. 蓋中 狀性之德也. 所 性

, 雖非 氣獨立之物, 然聖賢 性 , 每於氣中拈出理一邊而 , 今便以氣

並 , 恐未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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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 의 주장처럼 미발시의 을 확보하기 해서는 반드시 기의 순

수함이 제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해 송시열은 이란 다만 성

의 본질  특성(德)을 기술하는 개념일 뿐이며, 이 때 이 기술하고 

있는 성이란 기질지성이 아닌 본연지성, 즉 기를 배제하고 리의 측면

만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곧 을 리와의 

련 하에서 이해해야할 뿐, 기의 차원을 고려하여 을 규정할 필요

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미발에서의 은 리를 지칭하는 

것일 뿐 기의 청탁수박 여하는 미발상에서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송시열은 주희의 발언을 빌려 이 다만 성을 기술하는 

술어(狀性之德)임을 피력한다.12) 즉, 이란 심[氣] 안에 갖추어진 성

[理]만을 단독 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성이 본래 으로 ‘치우지거나 

기울지 않음’을 나타내는 형용사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 게 볼 때 표면상 박상 과 송시열의 견해차는 을 규정할 때 

기를 겸지(兼指)하여 말하는가, 리만을 단지(單指)하여 말하는가의 차

이로 귀결된다. 박상 이 을 규정할 때 기를 겸언해야 한다고 본 

것은 이이의 ‘심시기’ 명제를 가장 요한 거로 채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마음은 기이기 때문에 미발 한 기의 역이고, 미발시

의  한 기와 결부시켜 논해야 한다는 것이 박상 의 기본입장이

다. 그와 달리 송시열의 경우 을 미발시의 마음 체에 한 상태

규정이 아닌 미발시 성의 본질  특성만을 지시하는 것으로 한정함으

로써 을 기의 상태 여하와 무 한 개념으로 악한다. 그는 성이 

기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임을 인정하면서도, 성 들이 기를 배제하

고 리의 측면만을 단언(單 )할 때는 본체를 드러내기 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13) 즉 기품을 부각시켜 성을 기질지성으로만 

이해할 경우, 본이 밝게 드러나지 않아 성선의 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송시열은 박상 의 주장이 미발시의 본성에 선악이 

12) 宋子大全113-11a, ｢答朴景初<丁巳六月十八日>｣, “然則朱先生所 中

狀性之德 , 可 至精至密也.”

13) 宋子大全113-12a, ｢答朴景初<丁巳六月十八日>｣, “夫性固在於氣中, 然聖

賢 性, 皆不雜乎氣而單 其理, 以明其本體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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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하는 것으로 보는 오류를 안고 있다고 본다.14) 그는 정이(程頤)
의 유명한 명제인 “성을 말하고 기를 말하지 않으면 갖추어지지 않고

[不備], 기를 말하고 성을 말하지 않으면 밝지 못하다[不明]”는 구

을 빌어 박상 을 비 한다. 즉, 박상 이 성에서 기의 측면을 강조

한 것은 ‘불비(不備)’의 오류를 피하고자 한 것이지만, 오히려 기가 

지나치게 부각되어 본체에도 선악이 있다는 견해로까지 나아가는 바

람에 본을 제 로 드러내지 못하는 ‘불명(不明)’의 병폐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다.15)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의 본체를 말하면서 기의 한 측면을 배제한다면 아마도 제 로 

갖추어지지 않은 듯하다’는 그 의 말이 내 생각에는 옳지 않다. 성의 

본체는 인의 지요, 인의 지는 곧 리이니, 어  기와 함께 거론할 수 

있는가? 이른바 성이란 다만 기질 가운데서 리의 한 측면을 드러내 말

한 것이다. 기 가운데의 리라고 말하면 옳지만, 한 쪽은 기이고 한 쪽은 

리라고 하여 서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로 안 된다.”16)

이 같은 송시열의 입장은 성을 논할 때 반드시 기의 맥락을 유념

해야만 한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떨어져 있다. 그 게 볼 때 이

이의 계승자를 자임하는 송시열의 율곡학에 한 해석은 박상 과 다

소 각도가 다르다. 율곡학의 논리에서 볼 때 기는 양날의 칼과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이상자인 리가 반드시 형이하자인 기를 통해 

드러난다는 에서 기는 리의 실 자이며, 동시에 상 으로 기에 

14) 宋子大全113-12a, ｢答朴景初<丁巳六月十八日>｣, “大抵高明之意, 以性爲

理 氣合而成 , 故似若以爲方其性之未感也, 已有善惡二 相 於其間 . 

然此實高明所見之誤處.”

15) 宋子大全113-12a, ｢答朴景初<丁巳六月十八日>｣, “故程子曰‘論性不論氣不

備, 論氣不論性不明’. 今高明之見則必欲其 之備, 故雖於只指其本體 , 亦必

兼氣而 , 太無分別, 而轉入於不明之境. 語句之間, 病敗疊出, 此不可不知也.”

16) 宋子大全113-14b, ｢答朴景初<丁巳十月十四日>-別紙｣, “所 ‘論性之體而

氣一邊則恐其不備也’ , 於鄙意有所未安. 夫性之體, 仁義禮智也. 仁義禮

智, 卽是理也, 安得幷 氣而爲說乎? 蓋所 性 , 只於氣質中剔出理一邊而

也. 若 之氣中之理則可也, 若以爲一邊是氣一邊是理, 有若相 然則大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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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리가 제약된다는 에서 기는 리의 실 을 해하는 장애물이기

도 하다. 그런데 실 자이든 장애물이든 기는 리를 운용하는 실질  

매개체이므로, 상세계에서는 기의 상태 여하가 리가 드러나는 방식

을 규정한다는 것이 율곡학  이기론의 핵심주장이다. 기국(氣局)의 

측면을 강조하는 박상 의 논지는 이러한 기본 제에 입각하고 있다. 
물론 송시열 자신도 그와 같은 율곡학의 기본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박상 의 견해가 균형을 상실했다고 

본다. 즉 박상 은 미발과 본체에서조차 리와 기를 종합 으로 인식

하는 데 치 하 지만, 오히려 유학  이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실패하 다는 것이다. 송시열은 율곡노선의 일면을 극단화한 박상

의 논리가 자칫 본으로서 본연지성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종국 으

로 성선의 제를 해치는 방향으로 개될 수 있음을 의식한다. 이에 

송시열은 기국을 강조하는 박상 과 달리 리통(理通)의 측면이 율곡

학의 본령에 가깝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기의 조건 여하에 무 하게 

본체로서의 리는 항상 그 본연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기국과 비

되는 리통의 의미다.17) 그러한 취지에서 송시열은 ‘기질 속의 리’를 

단지하는 화법을 통해 기질지성에 함몰되지 않는 본연지성의 상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미발이란 본연지성과 일치되어 있는 심

리상태로서 오로지 순선할 뿐 기질에 의한 오염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 가 말한 ‘미발이 잡박하면 발하는 것이 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은 크게 잘못된 듯하다. 미발의 때에 어  잡박함이 있겠

는가? 그러므로 정자는 ‘미발의 때에 어  불선함이 있겠는가’라고 하

고,  주자는 조치도가 ‘(선과 악을 병립시킨다면) 천명지성 한 

오염되고 순수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한 것에 하여 옳다

고 한 것이다.”18) 

17) 栗谷全書10-26a, ｢答成浩原｣, “乘氣流行, 參差不齊, 而其本然之妙, 無乎

不在. … 至於淸濁粹駁, 糟粕煨燼, 糞壤汚穢之中, 理無所不在, 各爲其性, 

而其本然之妙, 則不害其自若也. 此之 理之通也.”

18) 宋子大全113-11b, ｢答朴景初<丁巳六月十八日>｣, “來諭所 未發 雜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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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은 이발시에 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미발시 기질이 잡

박하여 을 견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박상 의 견해를 정면

으로 반박한다. 그 비 에서 핵심 인 요지는 미발과 불선(不善)은 양

립불가능한 개념이라는 것, 다시 말해 ‘미발시의 부 (不中)’이란 성

립할 수 없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박상 의 주장 로 불화(不和)
의 원인을 미발시의 부 으로 본다면 곧 미발에서 불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셈이고, 이는 ‘미발에도 불선의 묘맥이 있다’고 본 성혼의 

학설과 유사해진다. 송시열은 그러한 성혼의 입장을 비 하고 미발에 

불선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야말로 이이의 정론이라고 단언한

다.19) 이처럼 송시열은 이이의 언  가운데서 박상 과는 다른 강조

을 부각시킨다. 즉 그는 기품에 의한 리의 제약이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궁극 인 본체상에서 기품을 배제하고 리의 순수성을 강조한 

것이 이이의 정론이라는 것이다. 이 을 강조하기 해 그는 미발을 

기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순선의 역으로 규정한다. 그 게 볼 때 

송시열의 미발개념은 리ㆍ성ㆍ본체와 궁극 으로 합일된 상태라는 의

미에 이 맞추어져 있다. 그에게 있어 미발과 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4. 기품의 작용과 선악의 발생시

그러나 와 같은 송시열의 응을 박상 의 문제제기에 실하게 

부응한 응답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박상 의 근본취지는 미

발 한 마음의 역이므로 기품이라는 조건과 무 할 수 없다는 것

이었다. 이에 한 송시열의 답변은 미발과 을 말할 때는 리의 한 

측면만을 단언해야 본체를 밝히려는 성 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발 하지 않은 마음에서 리의 한 측면을 지시하여 이

則所發 不和矣, 此說恐大誤. 未發之時, 何嘗有雜糅 乎? 故程子曰未發時

何嘗有不善, 且朱子於趙致道天命之性亦甚汚雜之說, 以爲得之.”

19) 宋子大全113-14b∼15a, ｢答朴景初<丁巳十月十四日>-別紙｣, “栗谷先生以

牛溪先生所 未發亦有不善之苗脈 , 爲千萬不是 , 眞可 不易之定論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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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는 것은 인식논리상에서의 진술일 뿐, 여 히 그것이 처한 시

이 리가 아닌 기의 세계(혹은 형이하의 세계) 속의 한 국면이라는 사

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송시열의 주장처럼 미발개념이 

리ㆍ성ㆍ본체와 궁극 으로 합일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이 여 히 

기의 세계 속에 놓여 있음은 부정될 수 없지 않은가? 송시열은 본체

를 밝히려는 성 의 취지를 강조할 뿐, 미발 한 마음이기에 기의 

조건 안에 있지 않느냐는 존재론 인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그

런 에서 보자면 그의 답변은 성리학  이념에 호소하고 있지만 흡

족할만한 논리  응이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박상 의 질의에 함축된 문제제기는 마음을 기로 규정하는 

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 다. 참치부제한 

기의 실 안에서 마음의 미발이 리와 합치하여 을 유지하고 있다

고 주장하기 해서는, 논리상 미발과 기의 계에 한 두 가지 가

정  하나를 채택해야 한다. 첫째, 미발시의 기는 순수하고 맑기 때

문에 리와 합치함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즉 미발시에 기와 

리는 동질 이다(氣純善의 입장). 둘째, 미발시에는 기의 탁박함이 상

존하더라도 작용하지 않는다. 즉 미발시에 기와 리는 동질 이지 않

지만, 기의 편차는 잠복해 있을 뿐 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氣不用

事의 입장).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후 에 이간과 한원진의 논쟁에서 

이간은 자의 입장을, 한원진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여 미발의 순선

과 기질의 편차 사이에 놓인 간극을 해소하고자 하 다. 이 두 가설

은 모두 미발에서 기질과 의 양 측면을 모순 없이 양립시키려는 

의도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만약 송시열이 미발시 심기(心氣)는 청탁

수박의 편차가 없고 순수하므로 아무 굴  없이 리와 합치한다고 주

장했더라면, 이는 미발과 을 동일시하기에 유효한 해명 략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송시열은 이러한 ‘기순선’의 구도를 취하

지 않았고, 오히려 의 성립조건으로 ‘리기순수’를 주장한 박상 의 

견해를 무의미한 언사로 치부하 다. 그는 다만 미발을 논함에 있어

서는 기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할 따름이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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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미발’과 ‘청탁수박한 심의 기품’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문제

에는 그다지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처럼 송시열이 ‘미발에서의 기질’이라는 논제 자체를 도외시하

기에, 이 문제에 한 그 자신의 명쾌한 입장표명을 발견하기는 어렵

다. 다만 미발에서 선악의 공존 가능성을 인정한 박상 에 한 비  

논지는 선명하다. 송시열은 순선한 본성이 기의 청탁에 의해 선악으

로 갈라지는 시 은 모두 이발이라고 말한다.

“성은 하나이다. 맑은 기 가운데 실려 선하게 발 하면 선이라 하

고 탁한 기 가운데 실려 하지 못하게 발 하면 악이라고 하니, 모
두 이발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20)

이러한 발언은 선악의 발생을 모두 이발 이후의 사태로 보고 미발

을 기품의 맥락으로부터 배제하는 그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역시 앞서 그가 미발을 ‘ 시리( 是理)’, 이발을 ‘겸리기(兼理氣)’라
고 표명한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논리 로라면 미발의 때에는 

기의 청탁수박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이든 미발에서는 어떠한 악의 조짐이

나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흥미로운 것은 송시열이 

이발에서의 악조차 근원을 소 하면 미발의 선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이다.

“모든 사물은 반드시 근본을 가지고 있으니, 이른바 악이 성(誠)에 

근본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나왔겠는가? 주렴계는 ‘오성이 

감응하여 움직임에 선악이 나뉜다’고 하 고, 정자는 ‘선악이 모두 천

리’라고 하 다. 이러한 설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른바 악이 ‘성의 

본체가 아니고 천리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옳지만, 그것

을 일컬어 ‘성에서 근본한 것이 아니고 천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
고 한다면, 이는 천하에 근본이 없는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요 한 리 

20) 宋子大全113-15a, ｢答朴景初<丁巳十月十四日>-別紙｣, “性一也, 搭在淸

氣中而其發也善則 之善, 搭在濁氣中而發不能中則 之惡, 皆以已發而 之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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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의 사물이 있는 셈이다. 악이 성에서 근본하고 천리에서 나옴을 

그 가 이해하지 못하니, 청컨  한 가지 사례로서 밝 보자. 무릇 사

랑이라는 감정은 본디 인(仁)에서 나오니, 사랑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

음으로 발 한다면 인이 곧바로 나온 것[直出]이고, 이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 한다면 인이 으로 나온 것[傍出]이다. 비록 ‘곧바로 나

옴’과 ‘ 으로 나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인에서 나온다는 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한 것은 인을 실행하

는 일이니, 곧 ‘불이 붙고 샘이 솟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익을 사

랑하는 마음으로 발한 것은 인을 해치는 도 이 되니, 이른바 ‘구더기

가 식 에서 생겨나지만 식 를 해치는 데 구더기보다 심한 것이 없

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이 본디 사랑에서 나온다고 하여 성리의 

당연함으로 여긴다면 이는 곧 도 을 제 자식으로 여기는 셈이다.”21) 

이 에서 송시열은 순선한 본체가 선악과 어떤 계에 놓이는지

를 설명하며 박상 의 견해를 논박한다. 그 논지는 선 뿐만 아니라 

악 한 성의 본체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본성의 

차원에서 이미 악의 싹이 근본 으로 내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

은 이미 그 자체로 순선한 것이어서 악이 없다. 그 다면 그러한 순

선한 본체로부터 악이 발생한다는 것은 일견 모순이지 않은가? 이에 

해 송시열은 순선한 성이 상으로 드러날 때, 있는 그 로 표출되

느냐[直出] 아니면 왜곡되어 표출되느냐[傍出]에 따라 비로소 선악의 

구분이 생겨난다고 말한다. 즉 선악의 분기는 발 [出]이라는 계기 이

후에 결정되는 사태이지 본성의 차원에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 송시열은 이 을 인의 표출을 통해 시하는데, 이를테면 ‘어
버이에 한 사랑’과 ‘이익을 탐하는 애착’은 모두 무언가를 사랑하

21) 宋子大全113-13a∼b, ｢答朴景初<丁巳六月十八日>-別紙｣, “愚 凡物必

有本根, 此所 惡不本於誠則從何以出也? 周子曰‘五性感動而善惡分’, 程子

曰‘善惡皆天理’, 此說 , 皆何 也? 蓋所 惡 之非性之本體, 非天理之自然

則可, 之不本於性, 不出於天理, 則是天下有無本之物, 而亦有理外之事矣. 

夫惡之本於性, 出於天理, 高明未嘗理 , 則請以一事明之. 夫情之愛 , 本出

於仁, 而此所 愛 爲愛親而發則仁之直出 也, 爲愛利而發則是仁之傍出

也. 雖其直出傍出之不同, 而其出於仁則均矣. 然其爲愛親而發 爲行仁之事, 

卽所 火燃泉達 也. 其爲愛利而發 , 爲害仁之賊, 卽所 蛆生於醋而害醋

莫如蛆 也. 然若以此爲本出於愛而 性理之當然, 則是所 認賊爲子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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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성인 인으로부터 발 된 양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익

에 한 애착이 불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다른 발생근원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선 안 된다. 이를 통해 그는 

상세계의 선과 불선이 모두 근원 인 선이 발 되는 시 에서야 비로

소 나 어지는 것일 뿐, 상의 이면에 선과 불선의 근원이 별도로 

병존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 게 보자면 기질의 왜곡에 

의해 악이 발생하는 시 은 본성의 발  이후, 즉 이발시의 사태가 

된다. 이러한 논지를 통해 송시열은 이미 본성과 미발의 차원에서 선

악의 가능성이 공존한다고 본 박상 의 견해를 비 한다.22)

결국 송시열의 논 은 ‘미발이란 순선하므로 조 도 악에 의해 오

염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사실 기품이 악의 발생계기가 

된다는 은 박상 과 송시열 모두 동의하는 바다. 다만 그러한 기품

의 향력이 미치는 범 를 미발을 포함한 마음 체에 용할 것인

지, 아니면 이발의 층 에만 한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두 사람의 견해

차를 가르는 기 이다. 송시열은 기질의 문제는 오직 이발시의 마

음과 계될 뿐이라고 보았고, 미발 개념을 기질과 굳이 연 시켜 

악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는 미발에서도 기질의 편차가 작용한다고 

보는 박상 의 입장과 기본 제에서부터 합치하지 않는다. 결국 이러

한  불일치로 인해 두 사람의 견해는 을 찾지 못한 채 평행

선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Ⅲ. 미발시 성범동이의 문제

1. 박상 의 견해: 성인과 범인의 서로 다른 미발

박상 과 송시열의 논변에서 간취할 수 있는  하나의 맥락은 성

인과 일반인의 동이(同異)에 한 토론이다. 성범동이 문제는 성리학

22) 宋子大全113-14b, ｢答朴景初<丁巳十月十四日>-別紙｣, “夫所 性惡 , 亦

是於發時隨其氣之或剛或柔而發之不中, 亦非於未發之前, 善性相 而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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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 인 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특히 17세기 조선에서

는 화이론이라는 시 정신과 부응하여 보다 강렬한 심을 끌었던 논

제 다. 뿐만 아니라 이는 호락논쟁의 주요쟁  가운데 하나인 인물

성동이론과도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주지하는 

것처럼 성리학에서 성인과 범인의 동이에 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

된 설명방식이 정립되어 있다. ‘리일분수(理一分殊)’ 논리에 비추어 

보면, 성인과 범인은 본래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양자는 

‘리일’의 측면에서 같고 ‘분수’의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그 기

에 ‘성인과 범인은 본디 같으면서 다르다’는 명제는 성리학자라면 

구나 인정할 수 있는 원론 인 공리에 해당한다. 건은 어디까지 같

고 어디서부터 달라지는가를 확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일반 으로 말할 때 성인과 범인은 동일한 리 혹은 본연지성을 공

유하고 있으나 품부한 기의 차이에 의해 달라진다. 그 다면 성범의 

차이를 낳는 기품의 향력이 개입되는 것은 어느 시 부터인가? 이

와 련하여 박상 과 송시열의 논변에서는 미발이라는 심  상태의 

동일성 여부가 심화두로 부각된다. 마음의 미발시에도 기의 편차로 

인해 성범의 차이가 엄존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미발에서는 기

의 차이가 작용하지 않기에 성인과 범인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지 않

는 것일까? 앞서 송시열과 박상  간의 논변은 본래 ‘미발심체를 규

정함에 있어서 기질의 맥락을 고려할 것인가’에 한 문제로부터 시

작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기질의 편차가 미발심체에 향을 미

치는지에 한 쟁 은 결국 ‘ 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미발을 체험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이된다. 이는 미발의 보편성

에 한 문제이며, 성인과 일반인이 차별화되는 경계를 확정짓는 문

제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미발과 기질의 계에 한 박상 과 송시열의 기본

입장은 성범동이 문제에 한 그들 나름의 을 이미 어느 정도 

함축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발에서 을 유지하기 해 기의 순수성

이 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박상 의 논리는 ―역으로 기가 불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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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을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를 겸하고 있다는 에서― 기품의 

선악에 따라 성인과 보통사람의 미발에 차이가 있다는 성범부동의 입

장을 내함하고 있다. 반면 송시열의 경우 미발과  개념을 오로지 

본연지성과의 일치성 속에서 악하면서 미발과 기질의 연 성을 부

정하므로, 성인과 보통사람의 미발에 차이가 없다는 성범동론의 입장

에 가까울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제 두 사람의 발언을 직  들어

보자. 박상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른바 이란 성인의 본성이요, 이른바 화란 성인의 정감입니다. 
보통사람의 성은 그 본체가 이미 치우쳐 있어서 발 하는 것이 조화

롭지 못하고 하지 못합니다. 이로써 말하자면 성인과 보통사람 모

두 미발의 때가 있지만 과 부 의 구별이 있으며, 모두 발하는 때가 

있지만 화와 불화의 나뉨이 있으니, 구별과 나뉨이 있는 까닭은 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기질이 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23)

“미발의 이 비록 리만을 오로지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는 기가 반드시 정한 연후에야 미발시의 으로부터 이발시의 화

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니, … 만약 정한 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화의 덕을 온 히 할 수 있겠습니까?”24)

박상 의 주장은 미발을 기질의 맥락에서 악했던 논조와 일 된

다. 그는 미발시의 과 이발시의 화란 기질이 청명하고 정한 성인

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즉 성인의 경우 리와 기

가 모두 순수하여 미발과 이 일치하고 장차 이발시에 자연스럽게 

화를 이루게 되는 반면, 보통사람의 경우 기질의 탁박함으로 인해 미

발시 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뿐더러 이발시에도 화를 이루지 

23) 寓軒先生文集2-27b, ｢上尤菴先生<丁巳十一月>-別紙｣, “所 中也, 指聖人

之性也, 所 和也 , 指聖人之情也. 衆人之性, 其體已偏, 故所發 不和而不

中節矣. 以此論之, 聖人 衆人, 俱有所未發, 而有中 不中之別, 俱有所發而

有和 不和之殊, 其所以有別, 其所以有殊 , 非理之不一也, 氣質之不齊也.”

24) 寓軒先生文集2-33a, ｢上尤菴先生<己未十一月>｣, “但未發之中, 雖是

理 , 而所乘之氣, 必其中正, 然後自中於未發之前, 而能和於旣發之後, … 

苟非是中正之氣, 何由而得全中和之德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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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발과 화가 동일한 개념일 수 없는 것처럼 미발과  역

시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는 박상 의 논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발 된 마음이 그 로 화가 되지 않듯이, 발 되지 않은 마음이 그

로 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게 볼 때 박상 에게 미발이란 말 그

로 ‘희노애락의 감정이 발동하지 않은 때’, 즉 외물이 도래하지 않

아[事物未至] 아무런 의식 ㆍ정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시 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상 은 이러한 ‘외물과 하지 않

은’ 시 이 성인과 보통사람을 막론하고 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란 그처럼 ‘사물미지’의 상태에 한 범 한 통칭

이 아니라, 오로지 ‘리와 기가 모두 순수하여’ 정한 상태를 유지하

는 성인의 미발만을 지칭한다. 따라서 기질의 탁박함으로 인해 미발

에도 불선이 잠재해 있는 보통사람과 달리 화를 이루는 것은 기질

이 청명한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25) 여기서 강조 은 타고난 

기질  바탕의 차이에 의해 성인과 범인의 미발상태가 동일할 수 없

다는 데 놓여 있다. 그는 보통사람의 경우 기질의 편차에 의해 그 기

질과 결합된 본체조차 치우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통사람의 성은 그 본체가 이미 치우쳐 있다[偏]고 한 것은 본연

의 본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기질 안에 있는 본체를 가리켜 말한 것입

니다. 주렴계는 ‘성이란 강유, 선악, 일 따름이다’라고 하 으니, 이

는 기질지성을 말한 것입니다. 보통사람의 성은 굳세거나 연약함이라

는 본체의 치우침이 없을 수 없기에, 제가 참람되오나 주렴계의 가르

침에 의탁하여 그 게 말한 것입니다.”26)

25) 寓軒先生文集2-33a∼b, ｢上尤菴先生<己未十一月>｣, “蓋致中和, 是聖人

之能事, 而學問之極功也. 聖人氣質淸明, 理無所蔽, 故不待修爲, 而自中

自和.”

26) 寓軒先生文集2-31a∼b, ｢上尤菴先生<戊午二月>, “衆人之性其體已偏云

, 非 本然之體也, 指其氣質之體而爲 耳. 周子曰‘性 , 剛柔, 善惡, 中而

已矣’, 此 氣質之性也. 衆人之性, 不能無剛柔之偏體, 故僭依周子之訓而有

所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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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 에 따르면 성인과 범인의 기질 차이는 곧 그 기질 안에 있

는 본체의 차이를 유발하며, 따라서 본체라 하더라도 한 본체와 부

한 본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기질지성의 차이를 말하

는 것이다. 이처럼 기질로 인해 성범의 본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그러한 본체를 담지하고 있는 미발 한 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박상 은 성인과 보통사람의 미발을 구분한다. 하지

만 한 미발과 부 한 미발의 차이는 있지만, 두 경우는 모두 미발

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박상 은 보통사람이 기질의 제약으로 인해 

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지언정, 미발의 시  자체가 없는 것은 아

니라고 본다.27) 그에게 있어 미발이란 기질 안의 국면이기에 그 자체

로 순선을 보장하지 않지만, 어도 의식 ㆍ정서  반응이 일어나기 

이 의 심리  단계라는 에서는 성인과 범인 모두에게 용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결국 박상 에게 미발이란 그 자체로 아무런 도

덕  함의를 지닌 개념이 아니다. 이 도덕  선함을 지칭하는 것과 

달리 미발은 단지 마음의 발  이 이라는 시 을 지시할 뿐이다. 그

의 주장은 이처럼 미발과 을 철 히 구분하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2. 송시열의 견해: 미발의 보편성

미발을 본연지성과 일치된 순선한 심리상태로 보는 송시열은 박상

과 같은 방식으로 미발과 을 구분하지 않는다. 엄 하게 따지면 

미발이란 마음의 한 국면을 지칭하고 은 성의 본질을 형상한다는 

에서 지시 상의 차이가 없지 않겠지만, 그러한 차이를 부각시키기

보다 양자는 실질 으로 등가의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

이 그의 기본입장이다. 그는 박상 을 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드시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으며 환히 밝아 혼란이 없어야 비로

소 미발이라고 할 수 있으니, 미발은 곧 이요, 이면 본체가 서며, 

27) 寓軒先生文集2-17b, ｢上尤菴先生<丁巳十一月>-別紙｣, “若曰衆人雖有七

情未發之時, 而 之非中則可, 今曰無未發之時則無乃未安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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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가 서면 작용이 조화롭게 된다. 어  과 미발을 두 가지로 여기

는가? 그게 아니라면 자사께서 어째서 희노애락의 미발을 이라 하

겠는가? 만약 그 의 주장 로 보통 사람에게 미발의 때가 있다면 

보통사람의 마음 한 모두 이 있는 것이 되니, 어  ‘미발이 있으

되 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28)

송시열은 ‘미발’과 ‘부 ’이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종 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그에 따르면 미발이란 그 자체로 을 지칭하는 

 다른 언술일 뿐, ‘ 하지 않은 미발’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송시열이 미발 개념을 단순히 ‘사물과 아직 하지 않은’ 심리  단

계의 의미로만 보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미발은 단지 의식이 

싹트지 않은 내면의 한 시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中正한 

본체로서의 의미를 내포한다. 아마도 이와 같은 가치부여는 송시열의 

미발론에서 가장 핵을 이루는 부분일 것이다. 그에게 미발이란 그

 외물과  이 의 고요한 때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 그 이상

의 특별한 도덕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 개념이다.  인용문의 표

로라면, 단순히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것[寂然不動]”에 그치지 

않고 “환히 밝아 혼란이 없는 상태[炯然不亂]”를 지칭하는 개념이 

‘미발’인 것이다. 이처럼 미발이 특정한 도덕  가치를 내포하며 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송시열의 미발론에서 일차 인 기 이 된다.
이와 련해 송시열은  용의 구 (喜怒哀樂之未發 之中)에서 

미발과 이 주어와 술어의 계로 동일시되고 있음을 시하고 있

다. 만약 ‘ 하지 않은 미발’이 가능하다면,  용의 경문은 오류일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박상 의 주장 로 이 성인의 미발만을 지칭

한다면,  용에서도 “성인군자의 희노애락이 발하지 않은 것을 

이라 한다”고 말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에서는 특정한 

성인의 미발이 아니라 ‘미발 일반’을 곧 으로 서술하 다. 그 다면 

28) 宋子大全113-16b∼17a, ｢答朴景初<丁巳臘月十五日>-別紙｣, “夫必寂然

不動, 炯然不亂, 然後方可 之未發, 未發則中矣, 中則體立, 體立則用和矣. 

何嘗以中 未發爲二哉? 不然子思何以曰喜怒哀 之未發 之中也? 若如來

敎而衆人有未發之時, 則衆人之心, 亦皆有中矣, 豈可曰有未發而無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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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게든 보통사람에게든, 미발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한 상

태를 지칭한다.
같은 맥락에서 송시열은 “보통사람의 성은 그 본체가 이미 치우쳐 

있다”는 박상 의 주장이야말로 심각한 어폐가 있다고 본다. 그의 지

론에 따르면, 원형 인 정함을 상실한 것은 ‘본체’라는 명의를 얻을 

수 없다. 즉, 본체[體]라는 용어는 본디 ‘치우치지 않은 것’의 의미를 

내함하기 때문에, 치우쳐 있다면 이미 본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다.29) 그 게 본다면 박상 이 말한 ‘치우쳐 있는 본체’라는 발언 역

시 ‘부 한 미발’처럼 그 자체로 성립불가능한 형용모순에 해당한다. 
이와 련해 송시열은 ‘치우침[偏]’이라는 어휘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흥미로운 논법을 제시한다.

“그 의 견해를 살펴보니 ‘치우침’이라는 자를 ‘ 으로 치우쳐서 

바르지 않다’는 뜻으로 여기는데, 이는 정주가 치우침이란 자를 해

석한 의미를 제 로 살피지 않은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아직 발 하지 

않았을 때 고요할 따름이요, 사물에 감응하면 때로는 기쁨으로 치우치

고 때로는 분노로 치우치게 되니, 이른바 치우침이란 하나의 사태에 주

로 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성인의 경우에도 그러할 따름이다.”30) 

앞서 박상 에게 ‘치우침’은 기질의 탁박함으로 인해 본연의 정

함을 상실하 음을 뜻하 다. 즉 그에게 ‘편(偏)’이란  개념과 가치

상 립하는 탈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박상 의 논리에서 

‘치우쳐서 하지 않다’는 것은 곧 ‘불선함이 있어서 정하지 않음’
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송시열은 치우침이라는 용어에 해 완

히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편’이란 가치상 불선을 함의

29) 宋子大全113-16a, ｢答朴景初<丁巳臘月十五日>｣, “來諭衆人之性, 其體已

偏○此論大誤. 蓋衆人體常不立, 則寧有偏不偏之可 哉? 旣 之體則又何可

以爲偏哉? 若 之偏則不可 之體矣.”

30) 宋子大全113-16a∼b, ｢答朴景初<丁巳臘月十五日>｣, “蓋詳來敎之意, 以

偏字爲偏側不正之義, 此不 程朱所釋偏字之意也. 夫人之心, 當未發也, 寂

然而已, 及其應物則或偏於喜, 或偏於怒, 所 偏 是 主一事之意也. 此則

聖人亦如此而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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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가 이발시에 드러나는 특정한 양상을 지칭하는 

가치 립 인 용어다. 이를테면, 아직 특정한 정감으로 드러나지 않은 

미발시의 본체는 어느 쪽으로도 향하지 않는 무덤덤한 상태를 유지하

고 있는데, 그것이 상으로 발 되면서 분노ㆍ기쁨ㆍ슬픔 등과 같은 

특정한 정감의 양태로 편향하여 표출된다는 것이다. 그 다면 보통사

람이 아닌 성인의 마음이라도 이발시에는 치우치지 않을 수 없다. 하

지만 이는 도덕  탈선과 무 한 감정의 발 양태, 즉 희로애락의 발

출을 지칭할 뿐이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치우침이라는 사태는 ‘외물과의 ’ 혹은 

‘마음의 움직임’이란 계기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되며, 그러한 

마음의 발동 이 의 본체에서는 어떠한 치우침도 있을 수 없다. 그

게 볼 때 송시열이 해석하는 치우침이란 그 자체로 부 하여 악을 

유발하는 기질  바탕이라는 의미와 무 하다. 그에게 (中)과 편

(偏)의 계는 선악의 계가 아니라 고요함[靜]과 움직임[動]의 계

로 악되고 있는 것이다. 송시열에게 있어 ‘치우쳐서 하지 않다’는 

명제의 의미는 곧 ‘마음이 특정한 형태로 발 하여서 더 이상 고요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의미에 가까워진다. 박상 의 경우와 달리 여기

에는 어떤 불선의 함의도 없다.
이와 같이 송시열은 과 편을 립 인 정ㆍ동의 계로 환원하고 

‘편’에서 ‘기질의 편벽됨’이라는 의미를 탈각시킴으로써, ㆍ편을 가

치 립 인 선악의 계로 유비하여 ‘편’을 성범의 차등근거로 보는 

박상 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에게 있어 과 편이라는 술어

는 성인과 범인의 특성을 구분하는 표지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는 다만 고요함과 움직임을 지시하는 것이기에 ‘움직이지 않는 본

체’와 ‘드러난 마음’이라는 심리구조를 보여주는 것일 뿐, 본디 성범의 

구분과는 무 한 술어다. 이를 통해 그는 과 화를 성인의 성과 정으

로 규정한 박상 의 주장을 비 하며 화의 덕이 오로지 성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즉 성인의 수 에 미치지 못하는 

인과 인(衆人)의 경우에도 비록 정도차는 있을지언정 화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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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31) 나아가 송시열은 ‘ 화를 이룸’이 성인의 

경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학문으로써 진력하면 구라도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본 것이야말로 주희의 본의라고 본다.32)

송시열은 박상 의 주장에 따를 경우 성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화의 달성으로부터 소외될 뿐더러, 계신공구(戒愼恐懼)ㆍ신독(愼獨) 
등과 같이 보통사람을 상으로 설정된 수양공부론이 모두 공허한 말

장난에 불과해진다고 비 한다.33) 송시열은 박상 이 성범의 경계를 

상호불가침 으로 확연히 구분한다고 보아 이를 경계한다. 그는 과 

화라는 경지가 특별한 도덕능력을 가진 성인 뿐 아니라 만인에게 동

등하게 주어진 보편의 역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성범

동이의 문제에서 송시열의 주안 은 성인과 범인의 도덕  잠재성이 

궁극 으로 동일함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그에 따라 미발 문제에 있

어서도 송시열은 성범의 미발을 구분하지 않는 입장에 선다. 미발은 

곧 본체와 합일된 마음자리로서 구에게나 동질 이다. 애 에 미발

을 기질의 편차와 무 한 역으로 보는 그의 견지에서 성범 간에 

엄존하는 기질차이는 미발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논거로 간주되지 않

는다. 오히려 그에게는 미발의 보편성이야말로 성인과 범인이 각각의 

기질차에도 불구하고 같이 도덕  주체성을 이룰 수 있는 근본바탕

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31) 宋子大全113-15b, ｢答朴景初<丁巳臘月十五日>-別紙｣, “來敎中也 聖人

之性, 和也 聖人之情. ○賢人亦有中和, 而或有不中和時. 衆人亦或有中和

時, 而此則絶 矣.”

32) 宋子大全113-15b∼16a, ｢答朴景初<丁巳臘月十五日>-別紙｣, “故朱先生

於此, 雖以爲聖人之能事, 而亦以爲學問之極功則其意可知矣.”

33) 宋子大全113-16a, ｢答朴景初<丁巳臘月十五日>-別紙｣, “若如來諭則惟聖

人獨有中和之德, 而餘人不得 也. 然則其上所 戒懼謹獨, 凡爲學 設 , 皆

爲無用之空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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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미발을 기의 역 안에 포 하여 다루는 박상 의 은 ‘마음은 

기’라는 명제의 논리  요구에 충실하다. ‘심시기’를 핵심 제로 간주

하고 여기에 논리  우선순 를 두는 한, 그의 주장은 일정한 논리  

타당성을 가진다. 그에 따르면 미발에서의 을 확보하기 해서는 

‘리순선’ 뿐만 아니라 ‘기순선’이 제되어야 한다. 기가 순선하지 않

다면 그 기와 착되어 있는 리 한 본연의 정함을 보장받지 못

한다. 결국 박상 에게 미발의 을 확보하는 건은 기질의 상태 여

하에 달려 있다. 이처럼 박상 의 미발개념이 심에 한 논리  이해

에 충실하다면, 그와 달리 송시열의 미발은 다분히 이념 이다. 그에

게 최우선 으로 고려되는 이론  제는 ‘미발’이 본체와 합일된 순

선의 역이라는 이다. 그는 미발이 곧 이고 천하의 본이라는 

 용의 취지에 입각하여, 이러한 본이 기품에 의해 좌우될 수는 

없다는 입장에 선다. 그는 마음의 미발이 기품여하와 무 하게 본성 

는 천리와 소통하는 자리라는 이념  상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에 송시열은 기품의 향이 실제화되는 시 을 이발로 한정하여 미발

과 기질의 상 성을 아  차단시켰던 것이다.
심의 일부인 미발을 기질의 편차 속에서 읽어내고자 한 박상 의 

견해는 율곡노선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논리  요구에 부응한 입장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에 해서는 송시열의 응을 비논리 이

라고 폄하하기보다 미발 문제를 인식하는 양자의 이 다르다고 평

가하는 편이 온당할 수 있다. 하지만 송시열이 외면한 논리  문제는 

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에 분명 보완의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보완은 다음 세  낙학 계열 학자들에 의해 일정 부

분 이루어졌다. 이간을 비롯한 낙학 계열의 학자들은 미발과 을 일

치시키고 미발 개념에 보편  도덕가치를 부여하는 송시열의 을 

승계하되, 미발을 기의 역 안에서 다루는 논 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발시의 심기는 순선하다’는 주장을 통해 송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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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치했던 논리  공백을 메우고자 하 다. 그에 비해 율곡학  노

선의 한 특색이랄 수 있는 ‘주기 ’ 경향34)을 보다 명확하게 반 한 

박상 의 견해 한 일정한 보완을 이루며 그 기본논조를 이어간다. 
그의 논조는 오래지 않아 한원진에 의해 명료해지는 호학 계열의 미

발 인식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에서, 후  낙학 계열과 친연성을 

보이는 송시열의 입장과 조를 이룬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을 조

시켜놓고 볼 때, 체로 박상 과 송시열의 견해차로부터 후  호학

과 낙학의 립구도로 이어지는 유사한 논변의 패턴과 사상사  연속

성을 발견할 수 있다.

34) 여기서 필자가 사용한 ‘主氣的’이라는 표 은 다카하시 도루 식의 ‘主理論 

vs 主氣論’ 구도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율곡학 의 견지에서 볼 때 理의 

상화된 양태는 필연 으로 氣의 조건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다만 그러한 氣의 실  향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편의상 ‘主氣的’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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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bate on Mibal(未發) between Song Si-Yeol 
and Park Sang-Hyun 

- Focusing on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Mibal in Relation to Kijil(氣質) -

Yi, Sun-Yuhl

Debate on Mibal(未發) between Song Si-Yeol and Park 
Sang-Hyun: Focusing on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mibal in 
relation to kijil(氣質).

Song Si-Yeol and one of his disciples Park Sang-Hyun disagree 
with each other as to whether it is legitimate to understand mibal
(未發) in relation to kijil(氣質, temperament). The disagreement 
between them stems from the fact that their versions of mibal differ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Park, mibal is a certain time prior to 
the mind's making contact with an object. From this view, mibal is 
basically a temporal notion and does not contain any ethical 
implications in particular. For Park, mibal is not equated with the 
notion of centrality(中). He argues that centrality and incorrectness
(不中), or good and evil, may coexist, even in the state of mibal. 
This leads to the view that a sage and a layman cannot be the 
same in terms of mibal, for they differ in temperament. On the 
other hand, Song contends that mibal is the mind in the st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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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ity. According to him, the difference in temperament should 
not be taken into account when expounding the concept of mibal. 
He holds that mibal is not a mere temporal point prior to the 
contact to an object, but an ideal entity that contains moral 
significance by itself. Song aims to provide a metaphysical basis of 
mibal that interprets it as the realm of a mind that is connected to 
the Heavenly Principle(天理). For this reason, he claims that the 
difference in temperament can only be displayed in the state of 
yibal(已發), precluding the interconnection between mibal and 
temperament. According to Song, mibal, like sung(性) and li(理), is 
universally applied. Thus, it can be experienced by every member 
of mankind, sages and laymen alike. In general, the difference of 
opinion on this matter between Song and Park corresponds to the 
later disagreement between the Ho-hak line(湖學) and the Rak-hak 
line(洛學).

Keywords: Song Si-Yeol, Park Sang-Hyun, Mibal, Kijil, Zoong(centr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