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子훌외 톨인’장(1]'輪홈폼J1 19:12)에 해판 

朱熹요# 謝 ~1쪼의 애석 

I. 서론 

이완석 

(서 울대 첼학과 대학원) 

젊은 시절 고민의 고민올 거돕했던 문제가 『논어(說語)J의 ‘자하의 

문인[子夏之門人小子]’장1)에 대한 이해였다고 주회(朱熹)는 회상하고 

있다. 

어느 날 밤 앉아있는데 두견새가 우는 소리흩 들었다. 선생님째 

서 “예전에 동안(同安)에서 주부(主뿔)로 있올 때， 시팔로 가 절에 

서 잠올 자는데 이불이 앓아서 잠올 잘 수 없었다. 이때 바로 ‘자 

하의 문인’장에 대해 생각했는데 두견새가 매우 애닮게 우는 소리 

률 들었다. 지금 두견새가 우는 소리률 들으니 그때률 기억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하셨다.2) 

마당에 물 뿌려서 청소하고 손님접대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수양 

[酒橋應對進退]으로 대변되는 일상의 예절올 중시하는 자하(子夏)의 

문도는 말단[末]에 몰두할 뿐이라며 자유(子游)가 비판하고， 이러한 

자유의 비판올 전해 듣고서 자하가 반박하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1) W說語」， 「子張J12. “子游B， 子夏之門A小子， 홉i西播$훌협進退， 則可롯. 빼1末也， 

本之則無. 如之何. 子夏閒之日， 應! 름游過쫓. 君子之道， 執先|훌훌. 軟後港옳. 
톨諸草木， 區以別훗. 君子之道， 훌可짧也. 有始有후者， 其堆聖A乎"

2) r朱子語類」 卷41 ， 55. “-8夜坐， 聞子規홉. 先生日， 홉짧同安鷹時， 下흉宿웹츄 
中， 젖훌훌不能縣‘ 是時正뿜、톨子夏之門A小子章， 聞子規훨甚切‘ 今빼빼子規隔， 
便記得是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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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자하의 문인’장이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주회를 

괴롭혔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올까? 주회는 고민외 내막울 다음과 

같이 제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쇄소웅대(酒橋鷹對)’장에 있는 정자(程子)의 네 가지 혜석에 대 

해서 질문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구절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젊은 시절 ‘리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理無大小]란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따름이었다. ‘理에는 크고 작음이 없 

다’는 구절과 바로 위의 ‘사람올 가르치는데는 순서가 있다’[敎A 

有序]는 구절은 완전히 반대였다. 이전 사랍들에게서 참고해 보았 

지만 사상채(謝上蔡;1::驚는 號이며， 이름은 良左)가 훌륭하게 말 

해서 따로 생각할 것이 없는 것 갈았다. 동안에 있올 때 하루는 검 

시(檢視)로 파견되어 산중에 있는데， 밤중에 사상채의 혜석이 옳 

지 않다는 것융 갑자기 생각하게 되었다.3) 

위 인용문을 보건데， 정자는 “자하의 문인”장에 대하여 서로 모순 

되는 혜석윷 하였다. 첫째， 정자는 “마당에 물 뿌려 청소하고 손님 

접대하는 [일상예절이] 곧 본질[形而上]"이라고 말하면서 “리(理;법칙 

성)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고 해석한다. 둘째， 사랍옳 가르철 때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두 해석은 서로 어긋 

난다. 곧 “마당에 물 뿌려 청소하고 손님 접대하는 [일상예절이] 본 

질”이라면 사람올 가르철 때 굳이 순서률 두어야 할 이휴가 없다. 일 

상예절만 행하면 곧 도(道)를 체득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 이후의 

단계롤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사람올 가르철 때 순서 

가 있다면 “일상예절이 곧 본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일상예절[酒 

補應對]이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처음부터 사람에게 형채률 초월하여 

있는 고차원적 영역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일상예절올 

학습하여 고원한 진리률 깨닫는다"[下學而上達]라는 『논어』의 구절4) 

3) r朱子짧類」 卷41.43. “問酒橋慮훨章程子四條. 日， 此훌難훌. 少年只管까裡會 
得理無大小是如何.JIt句與t條敎A有1f. 都相反7. 多問之빼輩， 亦只似짧a;說 
得홈妙， 更無提훌處. 因在同安時， -日差入山中梅視， 흉間忽思톨得不如此" 

4) r꿇語J r훌問J35. “子日， 莫我知也夫. 子頁日， 何짧其흉知子也 子日， 不찜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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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로 모순펀다. 과연 정자가 “마당에 물 뿌려 청소하고 손님 접대 

하는 [일상예절이] 본질”이라고 말했던 의도는 무엇이었올까? 

주회의 고민 이면에는 세 가지 논점이 게재되어 있다. 그것은 첫 

째， 일상예절올 실천하는 것[下學]이 곧바로 고원한 진리의 깨달음 

LI:達]올 결과하는가， 둘째， 다양한 상황의 동일성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셋째， 하나의 개별적 일상적 실천에서 전체적인 리(법칙성)를 

한번에 파악활 수 있는가이다. 이 세 논점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 

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논고에서 주회와 주로 비교될 

사량좌(謝良뾰; 1050-1103)는 위 세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 

율 하게 되는 반연， 주회는 부정적인 답올 내리게 되는데， 두 사람의 

입장이 왜 다른지 밝히는 작업이 본론의 주제이다. 

2. 程顧의 “子夏의 門À"장 해석 

문제의 발단은 정호(程願; 1032 -1085)가 “자하의 문인”장올 비일 
관되게 해석했다는 데 었다. 그러면 “자하의 문인”장은 웬래 어떤 의 

미를 담고 있길래， 비일관된 해석올 유발하게 되었을까? 정호의 해석 

을 검토하기 이전에 먼저 원문올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원문은 다 

음과같다. 

자유가 말하였다. “자하의 제자들은 마당에 물 뿌려서 쓰는 일 

[輝橋]， 손님 접대하는 일[應對]， 나아가고 물러서는 일[進退]은 잘 

하지만， 이는 말단이다. 근본은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자하가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아! 자유의 말이 지나치구나. 

군자의 도(道) 중 어느 것올 먼저라 하여 전하고 어느 것올 나중 

이라 하여 게올리 하겠는가? 초목에 비유하면 분류에 따라 구별 

하는 것과 같다. 군자의 도가 어떻게 속이겠는가? 처음과 끝을 구 

비한 사람은 오직 성인이다 "5) 

不尤人. 下學而上達，~마我者其天乎" 

5) r論語』， r子張J12. “子游日， 子夏之門A小子， 當i西構鷹對進退， 則可횟. 柳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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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마당에 불 뿌려서 쓰는 일" “손님 접대하는 일”， “나아가 

고 물러서는 일”이 지엽말단이라고 간주한다. 이렇게 지엽말단에 해 

당하는 수양만 할 경우 군자의 도를 이롤 수 없다는 것이다. 자하는 

이러한 자유의 비판에 대하여， 수양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능력에 적합한 수양법을 받아들여서 수양을 해 나가야 하며， 그 

결과 성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자하의 입장은 “비록 

소인(小Á)의 기술[道]이라도 볼만한 것이 있기 마련이지만 원대한 

것에 이르는데 장애훨까 두렵다"6)라거나 “배우거훌 널리 하되 뭇올 

독실하게 하고，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올 생각하면 인(仁)이 그 가 

운데 있올 것이다"7)는 말에서 이미 추론해 불 수 있는 바， 소인의 

기술올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정과 자신에게서 가까운 것올 절실 

하게 묻고 생각하기률 긍정하는 점은 위 인용문에서 보이는 자신의 

논지와 상통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자하는 절실하게 묻고 가까 

운 곳에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인의 덕목옳 체득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여기서 일상예절[酒補應對]과 성인의 경지가 연관되는 방식을 엿 

볼 수 었다. 요컨대， 자하는 인 혹은 도률 직컵적인 추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일상의 실천윷 정성껏 행하다 보면 저절로 획득되는 덕성 

으로 보고 있다.8)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당율 청소하고 손님올 용대하는 것”과 같 

은 일상예절이 성인이 되는 길일 수 있는가? 다시 말하여， 어떻게 

해서 일상예절이 고원한 진리 체득올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자하는 

단지 “절실하게 묻고 자신에게서 가까운 곳에서 생각하면 인이 그 

本之則無， 如之何. 子夏閒之日， 憶. 름游過쫓， 君子之道， 執先Q훌훌， 執後卷훌. 
훌諸草木， 區以}JIJ훗. 君子之道 훌마짧也. 有始有직E者， 其堆!fEÁ乎 ” 

6) w짧語』， r子張A “子夏日， 雖小道， 必有可觀者意， 致遠恐lJè‘ 是以君子不廳也"
7) w꿇語』， r子張J6. “子憂日， 陣學而驚志， 뼈펌而近思， 仁在其中훗 ” 
8) 子游와 子夏의 논쟁에서 드러나는 子憂의 입장은 이후 不動心에 대한 굶子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부각된다 w굶子』， r公孫표」上2. “ ß , 不動心有道乎. 日，

有. 北宮했之養勇也， 不R를燒， 不텀逃. 思以-豪햄於Á， 若權之於市朝. 不受於編
寬博， 亦不受於萬乘之君， 視후U萬乘之君， 若wU觸夫. 無嚴諸候 惡、활至， 必反之.
굶施舍之所養勇也， 日， 짧不勝， 홉勝也. j훌敵而後進，，*勝而後會， 是賢三軍也.
舍뿔能짧&i、勝짧， 能無{훌而E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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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있기” 마련이라고 말할 뿐이다. 그는 “철실하게 폴옴[切問]" 

과 “자신에게서 가까운 것올 생각함[近思]"이라는 두 방법이 인의 획 

득과 어떻게 관련올 맺는지 그 구체적 사정을 생략하고 있다. 그렇다 

면 정호(程顧)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올까? 

우리는 『논어집주(論語集注).D에 수록되어 있는 정호의 말올 통하 

여 그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주회는 『하남정씨유서(河南程民遺書).D 

속에서 “자하의 문인”장에 관한 정호의 해석올 모아서 『논어집주』에 

기재하였다. 주회가 모은 정호의 해석은 모두 다섯 가지이다. 

CD 군자는 순서에 따라 사람올 가르치니， 먼저 규모가 작고 가 
까운 것올 전수한 후 규모가 크고 멀리 있는 것융 가르치는 것이 

지， 규모가 작고 가까운 것올 전수하면서 규모가 크고 멀리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9) 

@ 마당율 청소하고 손님 접대하는 것은 곧 본질[形而上]이니， 
리(理; 볍칙성 10))에는 대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차는 남들 

이 안 볼 때에도 조심스러워 할[뼈獨] 뿐이다.1 1 ) 

@ 성인의 도에는 따로 정밀함과 조야합이 없으니， 마당윷 청소 

하고 손님 접대하는 것으로부터， 핵심적 법칙성융 깨달아 완벽한 

감웅올 이루는데[精義入神]12) 이르기까지 하나의 리로 판통할 뿐 

9) r河南程民遺훌」 卷8， 20. “君子敎A有序， 先빼以小者近者， 而後敎以大者遠者，

非先障以近小，而後不敎以遠大也”

10) 鷹口雄三은 일관되게 理률 법칙성이라고 해석한다. 그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 
유는 중국사상사얘 대한 독륙한 이해에 기반하고 었다. 곧 漢홈代에는 天이 

의지률 갖고 있어서 인간의 운명에 관여하는 존재로 이해되었는데， 宋代에 들 
어서 程明道에 의하여 天올 자연법칙의 측면에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온 天의 主宰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다. 驚口雄드은 “天은 理이 
다”라는 程明道의 말이 이러한 새로운 사유방식올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명한 
다. 朱子에게서도 理는 같은 의미를 갖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朱子의 理

가 고정불변한 規律올 가리키지 않고 각 사태의 법칙성올 가리킨다는 점이라 

고 그는 말한다. 홉口雄三 r中國 εL 서視座~， 東京: 平凡社， 1995. p.60. 
11) r河南程~遺홉』 卷13， 9. “酒補應對， 便是形而上者 理無大小故也. 故君子只在

f홉獨" 

12) r周易』， r緊廳J下， 3章. “R뚫之屆， 以求信也. 龍뾰之훌훌， 以存홈也 精義入神，

以致用也. 利用安身， 以앓德也.”; 張활 w正훌』， r神化J. “‘精義入神’， 훌象홈內， 

求利홈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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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비록 마당옳 청소하고 손님 접대하는 것이라도 그런 까닭 

[所以然; 법칙생]훌 불 뿐 이다 13) 

@ 무룻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本末l이 있는데 근본과 말단을 

나누어서 두 가지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마당올 청소하고 손님 

접대하는 것은 현상[然l이며 반드시 그렇게 된 까닭이 있다 14) 

@ 마당알 청소하고 손님 접대하는 것으로부터 곧바로 성인의 

일에 이를 수 었다 15) 

정호의 해석에서 첫 번째 해석， 곧 가깝고 규모가 작은 것융 먼저 

가르치고 이후 멸고 규모가 큰 것을 가르친다는 해석은 나머지 네 

혜석과 의미가 다르다. 왜냐하면 나머지 네 해석은 모두 “마당올 청 

소하고 손님 접대하는 것”이라는 일상의 수양이 본질[形而上]의 영역 

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논지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얼상 

예절 이외의 고원한 진리률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된다. 과연 정 

호는 어떻게 해서 얼상얘절이 곧 본질의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 

으며， 그 진의는 무엇일까? 

우선 정호는 일상얘철이 본질의 영역일 수 있는 근거가 리에 대소 

(大小)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명제룰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는 그의 “物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는데 근본과 짤단을 나누어서 두 

가지로 여기면 안 된다”는 말에 의거하여 일상예절의 의미를 규명해 

야 한다. 정호(程願)의 논리에 따르면 마당융 청소하고 손님올 접대 

하는 일상예절은 ‘물(物)’이다. 여기서 ‘물’은 굳이 외연올 갖고 있는 

사물이 아니라 일정한 현상올 가리킨다. 일상얘철어 열정한 현상[物] 

이므로 “마당올 청소하고 손님올 접대하는 것”은 본말(本末)의 구조 

를 갖는다. 정호는 일정한 현상의 본말올 ‘연(然)’과 ‘소이연(所以然、)’ 

13) r河南程民遺훌J， 卷15， 75. “聖人之道， 更無精組， 從홉械廳휩至精훌λ빼， 賣通
只一理. 뚫뼈播훌훌생， 只훌所以然如何" r輪훌훌集注J얘서는 “從酒播뚫협종精훌훌 
入빼”의 “至”자훌 “與i자로 바꾸어 놓고 있다. 여기에는 i맴%홈應훌i와 精훌훌入神 
올 서로 다른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朱子의 의도가 담져 었다. 

14) r河南程t{;遺홉』 卷15， 41. “凡쩌有本末， 不可分本未1.&兩端훌， 뼈橋廳휩훌其然， 
~，‘有所以然"

15) r河南程t{;遺홉』 卷5， 31. “ 自뼈補廳對上 便可到聖A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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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곧 현 

상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소이연”은 현상율 그 현상이게끔 만뜰어 

주는 까닭， 곧 그 현상 이변의 법칙성올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쇄소웅대"(酒補應對) 역시 마당에 물 뿌려서 쓸고 손님접대 하는 

외면적 모습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이변에 법칙성올 갖고 었다. 그 

법칙성이란 정호가 말한 바 “천지만물의 리는 ‘훌로 있음’이 아니라 

반드시 ‘그 대립물이 있음’이다. 이 모두는 스스로 그러하여 그런 것 

이며 인위적으로 안배된 것이 아니다"16)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물 • 사건을 구성하는 음양의 상호작용이라는 법칙성이다. 

그런데 정호(程願)는 현상과 그 법칙성을 구분해서 보면 안 된다 

고 말한다. 근거률 따져볼 때 현상과 법칙성은 비록 분리혜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 현상과 그 법칙성은 분리되어 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현상과 법칙성이 현실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 

라도 현상파 법칙성은 각기 따르는 원리가 서로 다른데， 현상은 외연 

을 갖기 때문에 물리척 대소로 구분하여 볼 수 있지만 법칙성은 외 

연을 갖지 않기 때문에 대소로 구분하여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리에 

는 대소가 없다”고 볼 수 있다 17) 

“리에 대소가 없다”는 명제가 뭇하는 바를 검토했으니 이제 이 명 

제와 “마당올 청소하고 손님 접대하는 것이 곧 본질”이라는 명제가 

서로 어떤 논리적 연관성율 갖는지 규명해야 한다. 리애 대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의 도에는 정밀함[精] . 거침[租]의 구별이 없다. 

다시 말하여 비록 성인이 일상대화에서 한 거친 말이라도 그 본질에 

는 도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논어』의 r향당(鄭黨)J 편에서 보이 

16) r河南程民遺홉』 卷11 ， 46. “天地萬빼之理， 無鋼必有對， 皆自然而然， 非有按排
也 每中夜以思， 不知手之舞之， 足之짧之也 ” 

17) 이는 주자의 “不相雜， 不相離”롤 연상케 한다. 어떤 연구자는 이 명제홀 해석 

하면서， “不相離， 不相雜”이라는 구절은 중국철학의 두 경향， 곧 1. 형이상의 
영역과 현실 영역온 발생적 인과관계이다 2. 현실은 道가 반영된 것이며 道라 
는 영역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경향이 있었으며， “不相離， 不相雜”은 이 
두 경향의 조합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주자의 理氣觀에서 “不相離 不相雜”
은 “존재의 측면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不相離) “의미의 영역에 

서는 서로 다르다"(不相雜)고 해석된다. 이봉규， r송시혈의 성리학셜 연구J ，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6.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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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성인의 일상행동 이변에도 역시 도가 었다. 따라서 마당올 청소 

하는 것과 같은 일상행위를 대활 때 그 현상만 보지말고 본질올 보 

아야 한다. 그래서 정호는 위의 해석 @과 같이 “비록 쇄소웅대(酒橋 

應對)라도 그 까닭[所以然]윷 볼뿐이다”라고 짤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일정한 현/없物]의 본말올 나누어서 두 가지로 여기면 안 된다 

고 말했듯이， 쇄소웅대(酒補應對)와 그 법칙성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당을 청소하고 손님 컵대하는 것이 곧 본질” 

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정호의 강조점을 표현하고 있다. 

정호의 해석 @처럼 마당율 청소하고 손님접대하는 것에서 “핵심적 

법칙성올 깨닿아 완벽한 감용올 이루는데[精藏入神] 이르거까지 하나 

의 리가 관통할 뿔이라면， 일상예절만 열심히 반복해도 우리는 리률 

체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구태여 핵섬적 법칙성올 깨달 

아 완벽한 감용올 이루는 단계까지 밟올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데， 

정호는 해석 CD처럽 “가르침에는 순서가 었으며， 가캅고 규모가 작은 

것융 먼저 가르치고 멀리 있고 규모가 륜 것올 나중에 가르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정호의 여러 해석온 서로 모순올 이루고 있다. 

이는 결국 ‘리(理)’와 ‘사(專)’의 관계， 다시 말하여 법칙성[理]파 개 

별 상황[事1과의 관계 설정융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한 

다. 하나의 개별 상황[專]에서 법칙성 전체[理-]률 오롯이 체득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개별 상황[事]에는 그 상황에 해당하는 법칙 

[分珠理]이 었울 뿐 법칙성 전체흘 알 수는 없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두 입장 중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량좌(謝良住)의 입장 

과 주회의 입장이 구분된다. 미리 밝히자연， 첫 번째 입장울 따르는 

이는 사량좌이고， 두 번째 입장올 따르는 이는 주희이다. 

3. 짧良住의 “子훌훌외 문인”장 해석 

사량좌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子I외 를보l’정(If鷹훌.n 19: 1':2빼 CIIft 후聊# 흩械홉외 애액 31 

사(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킬， “도(道)는 모륨지기 ‘일상예절 

융 습득하고 고원한 진리룰 깨달아야I下學而上違]’ 한다. 옛 사람 

들이 마당을 청소하고 손님접대하면서 수양해나가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라고 하셨다. 

제자가 말했다. “마당을 청소하고 손님접대하는 것은 공부방법 

이 매우 번쇄하고 협소한 것 같습니다" 

[謝良住]“수양을 할 때 꼭 고원할 필요는 없으니， 작은 것부터 

알아야 한다. 이는 동전 한 님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천하를 

다론 사람에게 주는 것이 비록 규모는 다르지만 그 실질[實]은 똑 

같은 것과 같다. 내가 만약 물건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용 갖고 었 

다면， 천하를 다론 사람에게 주는 것은 동전 한 남울 다른 사람에 

게 주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일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동전 

한 닝을 다른 사랍에게 주는 것이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갇올 것이다- 또한 천척(千Rl의 망대 가장자리를 걷는 경우 마음 

은 두렵고 떨리며， 평지륨 걸을 때는 마음이 편한데， 만약 두려운 

마음올 없앤다면， 비록 천 길의 험곡울 가더라도 평지를 걷는 것 

과 똑같윷 것이다. 마당올 청소[酒補]하는 경우 ‘이런 마옴’올 먹 

지 않는다연 어떻게 마당올 청소할 수 있올 것이며， 손님접대[應 

對]할 때 이런 마음올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손님접대할 수 있울 

것인가? 따라서 증자(曾子)가 중요하게 여긴 도 세 가지 18)는 이률 

위한 것이니， 옛 사랍들은 마당올 청소하고 손님접대하면서 진실 

한 뭇[誠意]올 길러 내고자 한 것이다 19) 

사량좌의 해결방향은 정호(程顆)의 두 해석 중， 가르침의 순서롤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상예절이 곧 본질이라는 쪽의 해석을 따르 

18) r꿇語」， 「泰伯A “曾子有族， 굶敬子問之. 曾子흠B. 鳥之將死， 其嗚也哀.Á之

將死， 其톰也善. 君子所賣乎道者三 動容鏡， 斯i훌훌慢훗， 표類色， 斯近信훗， 出
짧氣， 斯遺郵倍훗. 훌豆之事， 則有司存"

19) r 1::蔡語錄J 1::. 32. “謝子日， 道須是下學而1::j훌始得， 不得古人顆엠補應對t做 

起? 日. i西補應對1::. 學회]似太짧웹不展fú. 日， 凡事不必須要高遠， 且從小處間，
只如將一金與Á. 與天下與Á. 雖大小不同，其實-也.我若有흉物底心，將天下 
與Á. 如一金與A相似我若有홉底心，將-金與Á，如天下與A相似. 又若行千
R훌邊， 心便恐團， 行平地1::. 心월l安穩， 我若去得恐體底心， 雖庸千찌之險， 亦只
與行平地1::-般 只如훌橋不著此心’ ‘ε뼈補得， 應對不著此心훈應對得， 故曾
子欲動容鏡正願色出階氣寫此， 古A須要就i뼈橋應對上， 養取識意出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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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정호는 “마당옳 청소하고 손님접대하는 것 

[酒橋廳對l에서 핵심적 법칙성올 깨달아 완벽한 감웅올 이루는데[精 

義入神] 이르기까지 하나의 리로 관통할 뿐”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 

호의 사유를 따르고 있는 것이 위 인용문에서 “롱전 한 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천하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의 경우 대소는 

다르지만 그 실질은 똑같다”는 말이다. 글의 맥락을 보자면， 사량좌 

의 “동전 한 남올 남에게 주는 것”은 일상혜절[i뼈觸應對]을 비유한다 

고 볼 수 있고， “천하률 다론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핵심적 법칙성올 

깨달아 완벽한 감웅율 이루는 것”울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동전 한 

냥올 남에게 주는 일과 천하률 선양(輝훌)하는 일은 그 규모가 분명 

다르다. 그러나 사량좌는 그 실질은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상 

황의 다양성에 주목하기보다 각 상황의 근본원리에 주목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사량좌와 정호의 업장이 미묘하게 냐뉘는 부분이 있는 

데， 정호는 다양한 상황의 리가 동얼하다고 말했지만 샤량확는 리가 

같마고 말하지 않고 “실질[實]"이 잘다고 환다. 이어셔 사량좌는 ‘마 

옴[心l ’의 문제로 논정융 옮기고 있다. 사량좌는 “만얼 외물(外物)올 

가벼이 여기는 마음올 갖는다면， 천하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동 

전 한 남올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똑갈올 것이며， 만일 인색한 

마음을 갖는다면， 동전 한 남올 다른 사랍에게 주는 것이 천하를 다 

른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데， 동전 한 닝을 

다른 사랍에게 주는 일과 천하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올 동일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외물에 구애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점을 강조하 

고 있는 것이다. 곧 다양한 상황올 동일하게 여길 수 있게끔 하는 

일은 어떤 마음올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사량좌는 다양한 상 

황 속에서 일판되게 행동하기 위한 주체의 초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면 사량좌가 위 인용분에서 말한 “이 마음[1比心.]"은 어떤 뜻을 

갖는가? 우선 “이 마음”은 “외물에 구애되지 않는 마옴”이라는 소극 

적 규정올 갖는다. 이 어휘에 대한 적극적 규정올 찾기 위해서 우리 

는 ‘마음’에 대한 사량좌의 다른 언급올 보아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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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한다. 

마음은 무엇인가? 인(仁)일 뿐이다 인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이 인이며， 죽어있는 것은 불인(不仁)이다. 지금 사람의 몸이 마 

비되어 있어서 통증과 가려움을 모르는 것을 불인이라고 한다 복 

숭아와 은행의 씨앗이 파종되면 자라나는 것， 이률 도인(跳仁)， 행 

인(否仁)이라고 하니 생명을 갖고 있다는 뜻올 말한다. 이를 미루 

어보변 인을 알 수 있올 것이다.20) 

정호는 의학(홉學)의 인에 대한 용례를 이용하여 인의 의미률 밝 

히려고 한데서 그쳤옴에 비하여 사량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인 

을 마음의 차원으로 환원시키고 있다，2U 정호는 자기 자신이 천지만 

물과 하나 된 경지를 인이라고 규정하는데 사량좌는 그때의 마음 상 

태를 인이라고 본다. 그때의 마음이란 다른 사랍의 회노애락(喜恐哀 

樂)올 자신의 희노애락으로 여기는 적극적인 공감의 마음， 혹은 자신 

이 싫어하는 것올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으려는 마음[己所不欲， 꺼 

施於人]이다. 이러한 마음을 먹는다면 다양한 외적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사량좌는 이 마음올 가지려고 노력 

하는 것[著此心]이 “진실한 뭇[誠團”이라고 이해한다. “진실한 뭇”을 

길러냉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려는 마옴올 가질 때 그 마음은 

仁이 된다. 결국 사량좌는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수양함으로써 

성인의 도를 직접 체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량좌의 입장을 요약해 보자. 다양한 상황율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외물에 구애되지 않는 마음에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다면 여러 다양한 상황의 동일한 본질율 파악할 수 있올 것이다. 곧 

사량좌는 현실의 다양함에 주목하기보다 다양합의 동일성올 파악할 

20) w 1:蔡語錄』上， 6. “心者何也，t:是8. t:훌何也， 活者屬仁， 死者짧不t:. 今A身
體麻算不솟어홉홉， 謂之不仁. 挑홈之核， 可種而生者， 謂之挑仁흙仁， 言有生之훌 

推此t可見훗" 

21) W河南程民遺書J ， 卷2， 17. “훌훌홈手足樓算짧不仁， 此름最善名狀. 仁者以天地
萬物옳-體， 莫非己也. 認得옳己， 何所不至! 若不有諸己， 自與己不相주， 如手足
不仁， 氣E不貴， 皆不톨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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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마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물에 구속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법칙성 전체[理-]를 파악활 

수 있게 된다. 

4. 謝良住식 해석에 대한 주회의 비판 

『논어혹문(論語或問)J에서 주회는 “자하의 문인”장애 대한 여러 

학자둘의 해석올 인용하여 비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량좌를 

가장 비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젊었던 시절 “자하의 문인”장에 대 

한 이해훌 사량좌의 해석에 의탁했으므로，껑) 특히 사량좌의 견해활 

극복하는데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량좌에 대한 주회의 비판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폐， 

@ 일상예절 습득[下學]과 고원한 진리 깨달읍[上達]의 경계률 모호 

히 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 다양한 상황의 동일성융 마음[心]에서 

확보하려는 의도에 대한 비판이다. 우선 첫 번째 비판이 담고 있는 

의미부터 밝혀보도록 하겠다. 

사량좌의 설명은 정자(程明道; 역자 주)의 의도에 근원하고 있 

는데， 크게 어긋났다. 일상얘철올 습득하되 그때의 방법울 지극히 

하면， 당연히 고원한 진려률 깨닫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 

상예절을 습득하는 초기에 곧바로 그 방법올 완성하여 고원한 진 

리률 깨닫는다는 못을 논하고 었다.있) 

주회가 보기에， 사량좌는 학문순서톨 정활 때， 따로 ‘고왼한 진리 

를 깨닫는’ 단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일상예절 습득， 예컨데 마당을 

청소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과 같은 각기 다른 일상의 실천에서， 그 

실천을 정성스럽게 하면 곧바로 ‘고원한 진리훌 깨달아 버린다’ 것이 

22) r朱子語鎭」 卷41， 43. “ ... 多問之前훨 亦只뼈觀a:說得高妙， 更無提훨훌處" 

23) r꿇語成問J ， “짧說則源於程子之意 而失之遠횟. 夫下學而훈其道， 固_b훌훗. 然‘
此方뚫下學之始뚫홉及夫極其道而t逢之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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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좌의 주장이라고 주회는 이해했다. ‘고원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따로 가르쳐야 하는 교육의 한 단계가 아니라 일상예철 습득을 열심 

하 한 결과 얻어지는 일종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량좌의 입장은 두 측면에서 비판될 수 있올 것이다. 첫 

째， 정호(程顆)는 ‘자하의 문인’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규모가 작고 

가까운 것을 전수하면서 규모가 크고 멀리 있는 것올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말했으므로， 그는 일상예절 습득의 단계와 

고원한 진리 체득의 단계를 구분해서 보며 각 단계에서 스숭이 제자 

에게 가르침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올 갖는다. 그런데 사량좌의 입론 

은 오히려 고원한 진리 체득을 교육의 단계가 아니라， 일상예절 습득 

올 열심히 한 결과 얻어지는 상태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의 

해석과 어긋나게 된다. 둘째， 일상예절올 습득하면서 곧 바로 진리롤 

체득할 수 있다면， 도대체 일상예절 습득 이후 스숭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정(二程)과 그 문도롤의 강학활동， 주회 자신 

과 그 문도들의 강학활동 심지어 사량좌와 문도들의 강학활동도 무 

의미해진다.24) 

주회는 사량좌가 이러한 입론을 가지게 된 논리적 구조률 탑색하 

여， 더욱 심충적인 문제훌 제기한다. 그는 사량좌의 주장용 옹호하는 

입장올 먼저 채시한 후， 이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 

[어떤 이가 말했다] “정자(程子)째서도 리에는 대소가 없고 ‘마 

당을 청소하고 손님접대하는’ 일상예절’과， ‘핵심척 법칙성윷 깨달 

아 완벽한 감웅율 이루는 것[精義入神]’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하 

셨는데， 왜 사량좌의 생각과 다르며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까?" 

“정자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그런 까닭(所以然; 법칙성)올 갖는 

다’는 구절은 동일성이 자연(自然、; 필연성)의 리에서 생겨난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량좌의 ‘마옴을 바르게 하고[正心] 뜻올 진실되 

게 한 후[誠意] 그럴 수 있다’는 구절은 동일성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한다고 여기는 것이다.정) 

24) r論語或問J. 19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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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량화의 입장과 정호의 입장이 미묘하게 나뉘는 지첨은， 마 

당올 청소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상예절[酒補應對]고} 혜섬적 법칙성 

을 깨달아 완벽한 감웅올 이루는 것[精義入神]의 동일성올 정호가 리 

(理)에서 확보한데 비하여 사량좌는 단지 “그 실질i實l이 같다”고 표 

현한 곳이었다. 주회는 위 인용문에서 바로 이 문제률 제기하고 있는 

데， 그는 사량화가 말하는 ‘실질[寶]’이란 다톰 아닌 ‘마옴[心]’이라 

고 파악하고 있다. 다양한 상황의 동일성[同]은 각 상황의 ‘소이연(所 

以然、)’， 곧 그 법칙성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각 개인의 마음에 

서 확보활 수 없다. 사량좌처럽 “마음올 바르게 하고 뜻울 진실되게 

하는 것[正心誠훌]"옳 주체의 조건으로 강조하면， 다양한 상황의 동 

일성율 마음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에 도딸하게 되는데， 이는 옳 

지 않다는 것이 주회의 입장이다. 

그러면 다양한 상황의 동일한 근거가 마융에 있다는 입장은 왜 비 

판되어야 할까? 비록 어떤 사량이 마옴율 바르게 하고 뜻융 진실되 

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올바르게 수양했는지 판별활 객관적 기준 

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수양상태에 대하여 판단율 유보할 수밖 

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 기준 없이 스스로 마음올 바르게 하 

고 뜻올 진실되게 하였다는 주판적 판단 하에 개별 상황에 대처하면 

서， 매우 중요한 상황(얘컨데， 天下를 남에게 輝훌하는 경우)융 사소 

한 상황(-金올 남에게 주는 경우)으로 가벼이 보아 넘기고 행동한다 

면 그 사랍의 행동이 옳올 리 없다.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 

관념울 가지고서 세계률 해석하고 나서 그 해석의 결과에 따라 행동 

하는 관념론자에 머물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상황의 동일성올 마음에서 확보활 수 있다는 견해는， 

외물에 구속되지 않는 마음올 가진다면 어떠한 상황도 동일한 의미 

로 나에게 다가오며， 그 결과 각 개별 상황에서 법칙성 전체[理-]훌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上達]는 입장과 연결된다. 따라서 문제는 내 

가 대하는 제반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이다. 

25) r홉語勳쩨J 19卷， 13-a. “日， 程子亦훌以理無大小而酒補應對精鏡A神者不異， 
何以異於짧民之意 而以옳相反何也. 日， 程子所謂必有所以然者， 以짧同出於理 
之自然也 짧t\';以必正心載흉而後能者， 則以옳同出於心之使然、也" 



‘子훌외 를보l’장(Ii'聊廳1앉1외에 대얀 朱흙팍 ~~任외 애석 37 

이것이 사량좌의 입장이다. 

그러나 주희에게 있어 이는 현실올 무시하는 발상이다. 그는 다옴 

과 같이 말한다. 

“i뼈橋應對”와 “精義入神”에서 상황[事]에는 대소가 있지만， 리 

에는 대소가 없다. 상황에 대소가 있기 때문에， 가르침에도 차둥 

이 있어 엽둥(繼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리에 대소가 없기 

때문에， 곳곳에서 자기 마음울 다하지 않올 수 없는 것이다. 사량 

좌가 말한 “이 마음올 벅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는가”는 

잘못이다.26) 

주회는 ‘상황’과 “리”의 영역을 구분하여， 각 상황에는 차둥이 있지 

만 각 상황 이면의 리 곧 법칙성에는 차동이 없다고 말한다. 각 상 

황 이면의 리에 차둥이 없는데도， 사람을 가르철 때 차둥올 두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상황의 차둥 때문이라고 주회의 말을 바꾸어 이해 

할 수 있겠다. 어린 아이의 경우 역량이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구체적인 공부를 가르쳐야 하며 어른의 경우 역량이 보다 크기 때문 

에 규모가 크고 추상적인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상황’과 ‘리’의 관계 방식윷 추론할 수 있 

다. 상항과 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바꾸어 말하여， 현실에서 개별 

상황과 법칙성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추상화하여 생각해 

보면， 개별 상황온 외연을 갖지만 법칙성은 외연올 갖지 않는다. 그 

렇다면 외연을 갖지 않는 단일한 법칙성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현실 

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법칙성은 개별 상황에 국한하는 법칙이 

라고 할 수 있올 것이다. 따라서 주희는 한 개별 상황에서 그 법칙 

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칙이 전체적인 것임은 아니라고 주장 

할 것인데， 이는 사량좌의 입장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다. 이를 ‘이 

일(理， 법칙성 전체)’과 ‘분수리(分珠理; 개별법칙)’의 관계를 가지 

26) r朱子語類J 41卷， 46. “뼈播應對， 精義入神， 事有大小， 而理無大小. 事有大小，
故其敎有等而不可뿔. 理無大小 故隨所處而皆끼{、可不盡. 謝民所謂不著此心如何
做得者， 失之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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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살펴보자면， 사량좌는 외물에 구속되지 않는 마용옳 확립함으로써 

개별 상황에서 법칙성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주회는 개 

별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법칙이므로 법칙성 전체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들의 법칙올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야 한 

다는 입장이다. 

5. 결론 

외물에 구속되지 않는 마음， 곧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려는 마음올 

갖는다면 일상의 다양한 상황이 동일한 의미롤 갖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며， 때문에 하나의 개별적 상황에서도 인(仁)율 이룰 수 있다 

는 것이 사량좌의 입장이었다. 달리 말하여 개별적 상황에서 법칙성 

전체[理-]를 파악활 수 있는데 이때의 조건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사물 • 사건의 대소률 막론하고 모두 천리(天理)가 구현되고 

있으므로， 나만 아는 마읍[私]올 버렬 때 천리의 그물망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때 내가 참여하는 모든 상황에서 천리롤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개별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올 외 

물에 구속되지 않도록 만들고 아울러 다른 사랍에게 공감하는 마음 

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주회는 다양한 상황의 동일성율 마음에서 찾지 않고 리(理)에서 찾 

는다. 다시 말하여， 내가 아무리 진실한 마음올 갖는다고 하더라도 서 

로 다른 상황은 서로 다른 상황일 뿐이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리이지만， 개별적 상황에서 리 

는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의 개별 상 

황에 해당하는 리들올 하나하나 판별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파 

악된 리를 가지고 마음올 함양해야 한다. 그래서 사랍의 역량에 따라 

처음에는 마당에 물 뿌리고 손님 접대하는 것[酒補應對]과 같은 일상 

적 수양을 해야 하고 이후 그런 일상적 수양에 대한 이론적 근거률 공 

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리의 전체적 파악융 기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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