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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이동욱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道學派1)는 기원에서부터 하나의 정합적인 체계가 발전한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주장들의 결합이었으며， 南宋의 2세대 도학자들인 여조 

겸， 주회， 장식의 시대에는 더욱 분명하게 초기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1) 일반적으로 도학파라는 명청은 『宋史」， r道學傳」에 의거하여 사용된다. 현대 
에는 풍우란이 1983년 이 명칭율 채태했으나， 이 명청은 정의와 범주가 확정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이 때문에 다수의 학자 
들에 의혜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명청은 아니다. 大島 見(f朱子學的思推J ，
東京， 많古훌院， 1990, 493-500쪽 참조)에 의하면 r道學傳」은 도학올 4시기로 
구분한다. 1시기는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소옹이며， 2시기는 二程 문인들 
의 활통 시기이고， 3시기는 주회와 장식， 4시기는 주회 문인들의 활동 시기이 

다. 그러나 大옮 見 자신의 말처럼， ‘道學’이라는 말은 1086-1093(元祐)에 둥 
장하기 시작했고， 1174- 1l89(淳熙)에 널리 사용된다. 그렇다면 元祐 이전 시 

기에 이미 사망한 주돈이<1017-1073)나 장재(1020-1077) ， 소용(1011-1077) 

의 경우에는 도학파라는 범주와 직접적인 판련올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도학파가 형성된 직접적인 계기는 二程， 특히 정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 

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r도학전J OJl ^ì 도학파의 주요한 학자들로 간주되는 
학자들 중에 주돈이， 장재， 소용올 제외하면， 모두 二程의 문인들과 그들의 제 

자들이다. 따라서 도학파는 二程의 학문적 • 정치적 입장의 계숭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r도학전j이 주돈이， 장재， 소용융 도학파의 범주에 포함 

시키고 있는 것은 r도학전」 자체가 주자학이 주도적인 권위를 획득한 이후에 

연찬되었다는 것파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학파의 다른 학자들에 비 

해서 주회는 이들 북송 세 학자들의 철학융 통일 • 집대성하는 것에 많은 열정 
올 보였으며， 또 그의 이러한 열정은 실제로 그의 철학에 반영되어 있다. 이 
점 때문에 r도학전」은 장재와 소용올 도학파에 편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174 哲學論등E 第30輯

여조겸(1137-1181) ， 주희(1130-1200) ， 장식(1133-1180) 세 사람이 

도학파의 통일과 순수성을 위해 보인 열정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열정과 노력의 정도만큼 도학파 내부의 다양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었다. 그리고 이들 세 사람의 철학에서의 다양성 

은 이미 이들의 노력에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고， 

또 그것은 그들에게 현실화되었다.2) 

北宋代 초기 도학파 학자들의 다양성 이 南宋代의 도학파 학자들에 

게 나타나는 양상은 논쟁이라는 방식이었으며， 그 중의 하나가 中和

說縣)이다. 중화논변은 당시 도학파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호상학의 학문적 대표자였던 장식과， 한때 호상학에 경도되었지 

만 비판적 성찰을 통해 호상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학문적 지향을 찾 

고자 고심하던， 주희 사이의 논쟁이다. 중화논변에 대한 연구에서 간 

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논변이 단순히 주희와 장식의 개인적인 

논변이 아니라， 초기 도학파의 학문적 정체성 고민이 논변에 고스란 

히 담겨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논변에서 초기 도학파의 사유가 문제 

2) 세 사랍이 도학파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었으나， 통일을 위한 방법은 차별적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희의 경우 도학파의 순수성을 확보함으로써 내부적인 

통일성을 획득하려고 했는데， 이는 이론적인 정합성을 갖춘 철학 체계를 요구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회는 이전 세대 도학파 학자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또한 정합적인 이론 체계의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올 들인다. 주회 
에 비해 여조겸과 장식은 철학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통일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주회의 순수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학 
파 내부의 이견에 대한 포용적인 방식올 통한 통일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세 사람은 도학파의 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인 작업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을 노출한다. 세 사람이 이견이 노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朱子大傳~(束景南， 福建， 福建敎育出版社， 1992) 8장에서 자 
세하고 다루고 있다. 

3) 중화논변은 1167년부터 1169년 무렵까지 주희와 장식이 서신 혹은 직접 방문 
을 통해 性과 心에 대해 논쟁한 것올 말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性에 대한 토 
론과 함께 t에 대한 토론올 병행하는데 t어l 대한 토론은 1163년부터 1173 
년 무렵까지 진행된다.t에 대한 토론이 性에 대한 토론보다 빨리 시작되지 
만， 본격적인 토론은 性에 대한 토론에서 두 사람이 자신들의 입장을 완전히 
정리한 이후에 다시 이루어진다 중화논변은 기본적으로 性과 心의 관계에 대 

한 토론이기는 하지만， 넓게 본다면 仁에 대한 토론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왜 
냐하면， t에 대한 토론은 중화논변에 나타난 두 사람의 입장이 t이라는 문 
제에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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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것은 ‘道와 理， 性과 같은 세계의 본질’(本體)이라는 것에 대 

해 어떤 이해를 세우는가 하는 점이었다. 

도학파 학자들의 이론적인 체계는 대부분 修養 -善에 대해 통찰 

적인 이해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행위자를 훈 

련하는 방법 -에 수렴되지만 근본적으로 수양에 대한 논의는 세계 

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 

간과 인간의 행위의 터전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어떤 것이 

선이며， 인간이 어떻게 해야 선을 성취하는가에 대해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화논변에서 장식이나 주회의 주된 관심이 자 

신들의 수양론인 察識說이나 未發뼈養에 집중되었다고 하더라도 논 

쟁의 출발점은 道와 性에 대한 규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중화논변에 나타난 本體에 대한 논의를 분석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논쟁 당사자들의 본체에 대한 논의가 자신들 

의 독특한 수양론을 입안하는데 어떻게 근거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논쟁에 대한 분석은 초기 도학파의 本體에 대한 이해 

가 그들의 논쟁에 어떻게 홉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올 맞출 것이 

며， 이를 위해서 비교적 초기 도학파의 학문적 논의를 잘 담고 있는 

호상학의 입장에 주목할 것이다. 

II. 본론 

1. 본체는 善인가， 善惡을 초월한 것인가? 

中和論辦에서 주희와 호상학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주제의 

하나는 性을 善이라고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善惡올 초월한 것으로 

설명하는가의 문제이다 r知言疑養」에서 주희는 호상학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문제들이 ‘性은 善惡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예컨대， 주회는 호굉의 ‘천리와 인욕은 본질에서는 

같지만 그 기능은 다르고， 작용은 같지만 상태는 다르다’라는 주장이 

나， ‘好惡가 性이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性無善惡說이라고 보고 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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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無善惡說에서는 性을 형이상학적인 本體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호상학의 독특한 주장이다. 주희는 장식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장 

식의 스숭이자 호상학의 가장 중요한 학자인 호굉(1105-1161)의 性

에 대한 관념을 비판하지만 사실 호굉과 주회의 性에 대한 함의는 

서로 다르다. 호굉의 性이 ‘현상의 궁극적 근거(本體)’로서 太極이나 

理은 같은 차원의 것이라면， 주희의 性은 ‘A性’을 의미하는 것이다，5) 

따라서 주희가 아직 太極이나 理 등의 개념을 통해서 장식과 논쟁하 

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둘의 性에 대한 

논쟁이 대둥한 본체에 개념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6) 그러 

나 우리는 性을 형이상학적 본체로 설정하는 호상학의 관정과 주희 

의 비판을 살펴봄으로써， 호상학의 性이 人性과 함께 형이상학적 본 

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될 때 가지는 의미와， 그것을 비판하는 주회 

의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호상학의 性에 대한 관점은 호굉에 의해 가장 명료한 형태로 제시 

된다. 호굉에 의하면， “性은 선악으로 나눌 수 없고 是非로 가를 수 

도 없으며，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다. 그러므로 性은 中이라고만 규정 

될 수 있다 "7) 이러한 주장은 ‘세계의 근거인 본체가 현상의 일부만 

을 담고 있다면， 이 본체는 세계의 본체로서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고민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호굉은 性無善惡說을 통해 

서 본체는 善惡이나 是非에서 善과 是 惡、과 非의 어느 일면만이 아 

니라， 그 모두를 자신 안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호핑은 善惡이나 是非와 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가 

치의 부여는 세계의 근거인 性의 차원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 

4) “至言日‘天理A欲， 同體而異用， 同行而異情. 進修君子， 宜深別뚫 1 熹按，1It章亦

性無善惡之意， 與好惡性也}章相類， 似恐未安" “知言日 ‘好뚫 性也. 小A好惡

以己， 君子好惡以道 察乎此， &1]天理A欲마知 ’ 熹按; 此章~n性無善惡之意"
(if朱熹集」 권73， r胡子知言疑義J ), 

5) 陳來l'宋明理學~， 153-154쪽 참조 

6) 陳來에 의하면， 호굉의 性은 주회에게서 理나 太極에 해당된다 W宋明理學~， 

1~H52쪽 참조. 

7) 不可以善惡辦， 不可以是非分 無過也， 無不及也. 此中之所以名也(W朱熹集』 권 
73, r胡子知言疑義J) ，



흥확논변에l 나타납 道와 뾰 깨닙억I I:H~ :긴잖 177 

위자가 본체의 현상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위하는가에 의해 결정된 

다고 설명한다.8) 이러한 호굉의 관점에 따르면， 도덕적인 행위의 정 

당성은 이미 규정된 도덕적 원리에 행위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 

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감정이나 사유가 주어 

진 조건과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 

굉의 ‘적절함(中節)’에 대한 강조는 그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진 것이다. 왜냐하면 도되적 행위의 善과 惡이란， 이미 원리적 

으로 先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적절함(中節)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호굉의 적절함(中節)에 대한 강조는 두 가지의 문제를 

내포한다. 첫째， 적절함이라고 할 때， 적절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즉 

무엇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상태를 적절하다고 하는가의 문제가 제 

기된다. 둘째， 행위의 정당성이 적절함에 의해 판단된다면， 적절함이 

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첫째 문제를 검토해보자. 적절함(中節)의 기준이라는 문제는 

주희가 중화신설의 확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이다. 일단 

호굉의 적절함이 과연 무엇에 대한 적절함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대답의 가능하다. 하나는 호굉의 ‘적절함은 객관적이고 외 

재적인 禮를 따르는가 아닌가 효}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9)고 파악하 

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호굉의 적절함은 ‘상황과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호굉의 적절합이 

禮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할 경우 호상학은 수양론에서 禮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와 제도적인 강제를 주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상황과의 

결합이 적절함(中節)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禮보다는 행위자의 주체 

적인 해석과 판단， 과감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게 된다. 적절함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은 상반될 수 있다. 

호굉의 적절함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가능한 이해를 전제하고， 두 

8) 聖A發而中節， 而聚A不中節也， 中節者鳥是， 不中節者옳非. 快是而行則짧正， 
快非而行則짧$. 正者짧善， 째者옳惡 而世簡乃以善惡、言性， 遭乎遭歲w朱熹‘
集』 권73， r胡子知言疑義J)

9) 정원재 r지각설에 입각한 이이의 철학적 해석 J ， 서울대 박사논문， 1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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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문제， 즉 ‘그러한 적절함(中節)은 모든 사랍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인가’의 문제를 검토해보자. 만약 호상화이 禮를 따르는 것을 수양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들의 적절함은 누구에게나 적 

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禮는 행위자의 판단과 행위 이전에 

이미 先在하는 것이고， 또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때의 禮가 형식적인 禮로 이해될 경우， 호 

상학자들은 규범과 제도에 대한 강한 확산과 강조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호상학이 상황에 대한 적절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경우 호상학은 자신들이 말하는 적절함이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함 

을 필연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상황과의 만남에 

서 그때그때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위하는 것은 도덕행위의 한 모범 

적인 예로 제시될 수는 있어도 그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적용에 대한 

강제성을 가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극단적으로 호상학은 

윤리적 상대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호굉의 적절함(中節)에 이와 같은 두 종류의 해석가능성에서， 호굉 

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시에 진행 

된 주회의 호상학 비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주회는 장식이 사망한 이후에 여조검이 호상학이나 육구연의 

학문과 친연성을 보이자， 사량좌와 호굉이 “任意、”의 병폐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10) 이러한 주희의 비판은 호상학이 ‘자의적인 행위 

를 도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도학파는 불교를 이와 같이 비판한다) 

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무기력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우려이다. 주 

회는 또한 호상학이 ‘단서의 드러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서 

에 대한 강조는 단서가 드러나는 그때의 상황에 적절하게 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제자의 평가에 동의한다 11) 

이와 같이 주희가 여조검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호상학 비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호상학 이론에 근거할 경우 나타나게 될 수 있 

10) r朱熹集』 권47， r答呂子約」

11) 又問: “‘發見’說話， 未是. 如Jlt， 則全賴此些時節， 如何倚뿔?" 日: “湖南皆如此

說 "(r朱子語類J 권100-46) 호상학에 대한 주회의 이러한 비판은 『朱子語類』
권7-45과 권 103 잃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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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의성에 대한 비판이며， 그러한 자의성올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의 필요성이다. 이와 같온 보편적 기준의 필요성을 본체론의 영 

역에서 확보하려는 것이 바로 주회의 性善說에 대한 주장이다. 그러 

므로 논리적으로는 호굉의 적절함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려있지만， 최소한 당시 주회와 장식， 여타의 호상학자들이 진행한 

토론에서 ‘호굉의 적절함은 상황에 대한 적절함’으로 이해되었다. 

주회의 性善說에 대한 주장은 그가 호상학에 가장 근접했던 시기 

에도 유지되었다 12) 그러나 주회의 性無善惡說에 대한 직접적이고 날 

카로운 공격에 비해， 장식이 주회의 性善說올 대하는 태도는 소극적 

이거나 관대하다. 물론 장식의 이러한 태도가 호상학과 자신의 본체 

론에 대한 논리적인 옹호의 임무를 둥한시하거나， 호상학 본체론이 

가진 특징적인 주장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회의 

성선설과 호굉의 성무선악설에 대한 주희와 장식의 논란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은 r胡子知言疑義」이다 13) r胡子知言疑義」에서 이루 

어진 토론에서 장식은 기본적으로 호굉의 性無善惡說의 정당성올 옹 

호하고 있다.14 ) 장식은 性無善惡說을 옹호하기 위해 정호의 입장에 

근거해서 주회를 논박한다. 

性에 대해서 논의함에 “‘善으로 이륨 붙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元臨(주회)의 이론 

이다. (性의) 정미하고 순수한 것은 마땅히 至善이라는 이름을 불 

12) 但性不可以善惡名， 此-義훌훌‘終疑之. 蓋善者無惡之名， 夫其所以有好有惡、者， 特
以好善而惡惡耳， 初安有不善했?(f朱熹集』 권32， r答張敬夫J4-중화구셜제3서). 

13) 장식도 기록된 r지언의의」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회가 
r지언의의」를 편집한 것율 서신으로 보내자， 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한 
다는 답장을 보낸다. “「知言疑義J ， 反復甚詳， 大振於흩6意無甚疑， 而所以開發則
多훗."(W南와集』 권21 ， r훌朱元悔행훌15) 그러나 장식의 r지언의의」에 대한 

동의는 주회의 비판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라기보다는 기록된 r지언의의」가 
자신들이 토론한 것율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올 표현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r지언의의」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럽， 장식용 몇 군 
데에서 주회에게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가 동의하지 않은 쟁점들은 장식과 
호상학의 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14) 試日 “好훨性也”此一語無훔(f朱熹集4 권73. r胡子知言疑義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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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龜山이 ‘A欲은 性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 

도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 말한 바가 간단명료하 

다. (그러나) ~遺書』에서 말한 ‘善한 것이 진실로 性이다. (그러나 

또한) 惡、도 또한 性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1.5) 

장식의 주장에 대해 주희는 정호와 장식이 말하고 있는 것은 氣質

之性일 뿐이라고 짤막하게 대답한다 16) 그러나 장식이 호굉의 性無善

惡說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정호의 본체론에 대한 관점을 논쟁에 

끌어들인 것은 둘 사이의 논쟁의 범위를 도학파 초기 학자들의 관점 

을 해석하는 문제에까지 확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본체론에 대한 논 

쟁의 전개는 초기 도학파 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해석이라는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전개된다. 

장식이 호굉과 자신의 관점을 옹호하기 위해 二程， 특히 정호를 

논쟁에 끌어들인 것은 어느 정도는 주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錢種

은 『朱子語類』에서 주희가 정호의 이 명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끝 

없이 불평하거나， 정호의 性에 대한 이해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 

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주회는 정이의 ‘性맨理’를 고 

수하였으며， 이것은 공자 이래로 이해한 사람이 없는 통찰이라고 주 

장했다 주회의 이러한 언급은 실제로는 은연중에 정호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錢樓에 의하면 性에 대한 二程 형제의 관점은 분 

명히 달랐다J7) 

위와 같은 錢種의 연구에 근거하면， 주희는 중화신설의 정립과 더 

불어 자신의 본체론에 대한 이해와 정합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정호 

의 체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二程의 학문 체계를 분리 

15) 試日 “論性而日‘善不足以名之’， 誠鳥未當.. 如元悔之論也 夫其精微純際， 正當

以至善名之. 앓山謂‘A欲非性也’， 亦是見得分明， 故立言直載耳. 遺書中所謂‘善
固性也， 惡、亦不可不謂之性也’， 則如之何?(위와 같은 곳). 

16) 性甚善 但明道所謂‘惡亦不可不謂之性’ 是說氣훌之性(위와 같은 곳). 

17) 田浩~朱熹的뽕、推世界~ (Hoyt Cleveland Tillman, C‘'orifUc.따n Discourse 
and Gñu Hsi's Ascendancy, Honolulu: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의 중역본)，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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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율 의미한다. 여기서 또한 분명한 것은 주회의 

관점에서 정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호의 性에 대한 이해는 호굉 

의 성무선악설과 연결될 가능성올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호의 

입장을 논거로 제시하는 장식의 태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중화논 

변에서 본체론에 대한 논쟁의 전개는 『中庸』의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부분적인 문제를 주제로 하거나 혹은 둡 사이의 우연한 토론이 

아니라， 二程의 도학파 혹은 보다 큰 범주인 신유학의 본체에 대한 

고민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초기 도학파 형성 과정에서 유 

학적 세계관의 본체를 셜정하는 문제률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며， 주 

회와 장식의 性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그와 같은 초기 도학자들간의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유학의 본체를 둘러싼 북송 시기 학자들의 토론과 이견에 대해 

장원목은 간결한 이해를 제시한다. 유가철학에서 우주의 생성과 변화 

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설명은 太極과 陰陽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18) 그러므로 形而下者와의 관계에서 본체는 그 본성상 陰陽 모 

두의 본체여야 한다. 본체는 음과 양 모두의 폰재론적 근거로 기농해 

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본체는 陽뿐만이 아니라 陰의 성격도 아울 

러 담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치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체 

는 그것이 현실의 善과 惡 모두의 본체인 한에서 참된 본체일 수 있 

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체는 ‘有善有惡、’ 혹은 ‘無善無惡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가철학의 본체는 현실의 善올 보장해주고， 

현실의 惡에 위협올 가할 수 있는 것이기를 요구받고 있다. 즉 그것 

은 ‘절대선’이기를 요구받는 것이다. 따라서 본체는 ‘절대선’과 ‘無善

無惡’ 사이를 배회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張載는 인간의 심성에 깃들어 있는 본체， 즉 性이 순선무악함， 즉 善

하지 않옴이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참된 本體氣의 善은 상대적 대 

립적인 善과 惡、 모두를 넘어서 있어야함이 요구되므로 ‘惡이 제거되 

면 善 역시 제거된다’라고 말한다. 이는 本體氣가 無善無惡올 그 본 

질로 해야함올 지적한 것이다. 

18) r周易」， 「緊鷹傳」 上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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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체가 ‘절대적인 善’이기도 하며 無善無惡、이기도 하게 

되는 문제는 道 · 佛敎와의 이론적인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문제로， 

이것은 다음과 같은 본체에 대한 이중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다. 

첫 번째 요구: 유교적 본체는 道 · 佛敎의 본체와는 달리 본체를 

현상과 단절시키지 않아야 한다. 즉 본체가 현상과 진정환 관계를 맺 

기 위해서는 현상과 연속되어 있어야 하고 현상을 포괄하고 있어야 

만 한다. 性無善惡說로 귀결된다. 

두 번째 요구: 유교적 본체는 불변하는 유교적 가치를 담지할 수 

있을 만람의 형이상학적 설득력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性善說로 귀 

결된다. 

장재는 이러한 본체에 대한 이중적인 요구에 대해서 두 번째 요구 

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즉 그는 本體氣와 現象氣를 구분하고 

本體氣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19) 그와 같은 방향 

성 때문에 장재는 “형체가 생긴 이후에 氣質之性이 생겼으니， 기질지 

성을 잘 돌이키면 天地之性이 보존된다. 그러므로 기질지성은 군자가 

性으로 인정하지 않는다"20)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즉 유가가 주장 

하는 도되적인 善의 확보를 위해 장재는 본질과 현상을 분명하게 구 

분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정호의 경우에는 장재와는 다른 방향을 선택한다. 만약 현상세계 

가 天理의 실현이라면， 현상 세계에 엄연히 존재하는 善과 惡의 대립 

역시 天理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천리는 인간에게 性

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性에도 善惡이 공존하게 된다. 그리고 性에 

善惡、이 공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인간이 도덕적 수양을 하게 될 필 

요성이 제기된다. 즉 인간에게 惡의 측면이 있다는 것은 수양의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다 21) 정호의 경우 위의 본체에 대한 요구에서 첫 

19) 위의 본체론에 대한 서술은 장원목 r성리학의 본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의 62-65쪽올 정리 • 인용한 것이다. 

20) 形而後有氣質之性， 善反之， 則天地之性存붉. 故氣質之性， 君子有蘭性者뚫(r正 
쫓』， 「誠明篇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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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요구에 보다 충실한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장식과 주회가 논챙한 호굉의 性無善惡說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 

은 신유학의 본체론에 대한 도학파 초기의 논의를 배경으로 전개되 

는 것이다. 장식의 경우 호굉의 性無善惡說에 찬성하고 있으며， 호굉 

의 견해를 합리화하기 위해 장재보다는 정호의 노선에 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서， 주회는 장재나 정이의 입장에 근거해서 善과 

惡、이 각각의 기원을 가진다는 性善說의 관점에 선다. 그리고 이와 같 

은 두 사람의 차이는 본체와 현상의 결합과 불가분리성올 강조하는 

입장R장식)과 본체와 현상을 분리함으로써 유가의 도덕적 선의 근거 

로서의 본체를 현상에 비해 강조하는 입장(주희)의 차이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굉의 性無善惡說올 매개로 한 장식과 주 

회의 관점의 차이는 도학파 형성기부터 나타난 본체와 현상의 관계 

설정이라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었으며，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이론 

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초기 도학파 학자들의 관점을 원용한다. 그리 

고 이러한 본체와 현상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善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개의 문제를 함축한다. 즉 호상학의 이 

론에 의하면， 善惡이라는 가치를 본체가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성’은 도덕적 善올 확보하기 위한 판건이 된다. 그리고 주회에 

의하면， 도덕적인 善은 이미 본체에 그 내용과 형식이 규정되어 었 

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는 본체와 性의 관계와 개념규정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2. 性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 

주회와 장식은 性이라는 말올 논쟁에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性에 대한 이해는 같지 않다. 두 사랍의 性에 대한 이해 

의 차이점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性을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 이해하는가? 둘째， 太極과 性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개 이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초기 도학파의 본체에 대한 관점올 주회와 장식이 어떻게 수용하고 

21) 이현선 r정호의 수양론 연구J ，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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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하는 점과， 또 두 사람의 ‘본체를 수용하는 관점의 차이’가 결 

국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수양 방법의 차이로 귀결되고 있음 

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장식은 앞에서 「知言疑義」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氣質之性의 관 

점에서 性을 이해한다. 이것은 주희가 氣質之性만을 말했다고 비판하 

는 정호의 性에 대한 입장에 장식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미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장식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가 氣質之性을 염 

두에 두고 性을 말하고 있음과 그와 같은 性에 대한 이해가 함축하 

는 도덕 행위에 대한 호상학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늘이 사람올 낳을 때，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법 

칙이 있기 마련이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모두 물질이니， 각 

각의 법칙을 가지고 있을 터이다. ‘錢’이라고 하는 글자는 ‘말을 실 

천한다’라고 할 때의 ‘실천’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 말을 행동에 옮 

기는 것이다 사람이 비록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물질의 법 

칙을 잘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게 될 때 

그 법칙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 

들은 그 법칙을 잘 실천할 수 있는데 바로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 

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바로 나의 관점에서 보고 나의 관점에서 

들으며， 나의 관점에서 말하고 나의 관점에서 움직이는 것이다.긴) 

장식의 위의 글은 맹자의 말23)을 문인에게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장식이 말하고 있는 법칙이란 결국 性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性은 

形色의 性， 즉 기질지성을 말하는 것이다. 또 장식은 기질의 性을 잘 

실현하는 것은 사물과 만나게 될 때 행위자 자신이 과연 주체적으로 

그 상황과 자신의 性의 드러남(감정)을 얼마나 잘 결합시킬 수 있는 

가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희가 보기에는 장식 또한 

22) 天之生斯人也， 有物必有則. 凡具於콤身者皆物也， 而各有則뚫， 錢如隆言之錢，

寶屬之i.Q 凡A雖有形色， 而不能隆也， 感物而動， 不知所以錢之者也. 賢A則能
錢之찾， 由己故也. 以我視 • 以짧훨 · 以我言 • 以我動也(W南합集』 권31， r答吳

德夫J)

23) 굶子日 形色天性也 堆聖A然後 可以隆形(W굶子』， 「盡心J::J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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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좌나 호굉과 같이 행위에 있어서 자의성의 문제를 가질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식은 기질지성이라는 관점에서 정호와 연결되 

고 있으며， 이는 또한 맹자를 이해하는 장식의 관점이기도 하다. 그 

리고 장식의 錢形과 기질지성에 주목하는 관점은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를 도덕적인 경향성과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축하는 것이 

다 또 장식은 “사물이 시작될 때 어찌 善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善

이란 바로 天地之性이로구나”라고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性이 기질 

지성임을 고려하면， 그는 바로 인간의 경향성 자체가 도덕적 선과 결 

합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그것(본체)을 따르는 것이 善’

(繼之者善)이라고 하는 관점의 반영이다. 즉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잘 살피고 그것올 각각의 상황에서 만나는 타자에게， 그리고 결국에 

는 모든 존재에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인격적 성숙의 길이라는 것이 

다. 때문에 장식은 인간의 감정올 살피는 것이 도덕적 행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한편 주회의 경우 性에 대한 이해에서 張載나 程願의 노선에 주목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재나 정이， 주희의 性에 대한 이원적 수양 방 

법온 현상적인 인간의 기질을 극복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도덕의 내 

용을 학습(學)함으로써 본체의 내용을 부여받은 본성올 회복하는 방 

식으로 나타난다.갱) 주희는 물론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모두 강조하 

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장식 

에 비해서는 본연지성을 강조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러한 본연지성 

에 대한 강조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체에 대한 이중적 요구에서 

유가의 도덕적 善을 본체에서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지향(性善說)의 

결과이다 r知言疑義」에서 天理와 A欲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호 

굉의 ‘천리와 인욕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관점을 비판할 

때， 주회가 본체와 현상， 천리와 인욕올 각각의 근거가 가진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25) 

24) 이현선 r정호의 수양론 연구J ， 31 쪽. 

25) 熹按 此章亦性無善惡之意， 與好惡性也一童相銀 似恐未安. 蓋天理， 莫知其所
始， 其在Á， 則生而有之훗.Á欲者， 뺨於形， 雜於氣， m於習，;.於情， 而後有者
也 然많有而A莫之辦也，於是乎有同훌而異行者鳥，有同行而異情者훌.君子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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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식과 주회의 性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本然之性에는 배 

제되나， 氣質之性에는 포괄되는 감정이 수양에서 어떤 역할올 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장식의 경우 감정은 도덕행위를 위한 

출발점이자 근거가 된다. 그러나 주희에게서 감정은 현상의 惡과 연 

결된 것으로 本然之性의 원리적인 善함과 대비된다. 물론 주회에게서 

감정이 반드시 惡이라고 섣정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本然之性의 원리 

에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위상을 가진 것일 뿐이다. 즉 장식은 감정 

을 통해서 本然之性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주희는 감정을 善惡이 모 

두 공존하는 것으로 도덕적인 원리에 일치시키도록 할 때에만 善하 

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두 사람의 차이는 드러난 감정을 

확장하는 것이 수양의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는 관점(장식-찰식 

확충설)과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에 그 감정이 따라야 할 원리를 체 

득함으로써 모든 감정이 도덕적 원리에 자연스럽게 일치하도록 한다 

는 관점(주희 미발함양설)의 차이를 예비하는 것이다. 물론 본체론과 

수양론의 이러한 연결은 ‘本體와 개별자에게 내재된 본체인 性의 관 

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현상 그 

자체가 곧 본체의 드러남인가， 아니면 본체와 현상의 흐름으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논의되어야만 비로소 본체론 

은 수양론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性에 대한 장식과 주회의 관점의 차이는 太極과 性의 관계를 설명 

하는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태극과 性에 대한 두 사람의 

이견은 곧 위에서 말한 본체와 현상 그리고 마음(心)의 관계를 설정 

하는 문제이다. 태극과 性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하는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중화신설을 통해 비약적으로 변화된 주희의 관 

점과 주회에 비해서 비교적 초기 도학파 학자들의 관점올 유지하고 

있는 장식의 주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주희의 性과 未發에 대한 鍾彩錫의 연구는 中和新說에 나타난 性

에 대한 주희의 변화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鍾彩銷은 신유학의 體用

可以不察也. 然非有以立乎其本， 則二者之幾微慶萬變， 夫執能5]IJ之? 今以天理人
欲混寫→區， 恐未允當(W朱熹集』 권73， r胡子知言疑義J)



충확논변애 나타납 i흩와 뾰 1삐닙에 대맏 :긴힐 187 

을 통한 본체와 현상에 대한 관점을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한다.26) 

그리고 그는 주회가 절충주의에서 시작하여 내재적 생기론으로 옮겨 

가며， 결국에는 자신의 형이상학적 체계롤 건립한다고 보고 있다. 특 

히 鍾彩銷은 주희 37세부터 44살까지의 철학적 사유가 북송 신유학 

의 내재적 생기론을 점차 버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형이상학의 기본 

원리들을 구성해내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m 그의 이러한 주장에 대 

한 논증은 매우 설득력있는 것이다. 鍾彩銷은 중화신설에 접어들면서 

주희가 쓴 3종류의 글이 주희의 이러한 사유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가 검토하는 글은 (1) B發未發說， (2) 與湖

南諸公論中和第-書， (3) 答張軟夫의 순서이다. 

(1) 이때， 그것(감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은 마음의 실 

체가 끊임없이 흐르는 가운데 철저히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상 

태이다. 그 안에서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 완전하게 드러난다.엉) 

(2) 이때， 그것은 철저히 고요하고 옵직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 

이다. 그 안에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 실체로서 완전하게 드러난 

다.29) 

26) 신유학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본체론온 다음과 같다.1) 本心이나 本性올 
궁극적인 실체로 보는 불교적인 빼의 관점이다. 2) 진화론적 생기론 
(Evolutionary Vitalism)으로 도교와 절충적인 견해이다. 즉 도교의 體와 유 
학의 用율 연결시키는 것이다. 소씨 형제가 이러한 판점율 가지고 있으며， 주 
돈이률 도가적인 관점으로 파악한다면， 여기에 속한다. 3) 이상적인 생기론 
(Idealistic Vitalism)으로， 위의 절충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관 
점은 선불교의 이상척인 실체관을 생기론자들의 用개념과 연판시킨다. 장구성 
이 이에 속한다 4) 내재적 생기론(Immanent Vitalism)이라는 북송 신유학자 
들의 형이상학이다. 이 관점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고 생명력융 지닌 

어떤 것올 본체라고 보고 자연과 인간의 세상올 그 현현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5) 주회가 성숙한 시기에 확립한 형이상학이다. The De lJelopment 01 the 
Concepts of H eauen αld 01 Man in the Philosophy 01 Chu Hs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6. 45-46쪽. 

27) 위의 책， 89쪽. 

28) 當此之時， 郞是心體流行， 寂然不動之處， 而天命之性， 體段具꿇w朱熹集』 권67， 
re發未發說J)

29) 當此之時， ~n是此心寂~、不動之處， 而天빼之性， 當g훌具뚫!(i'朱熹集』 권64， r與
湖南諸公짧中和第一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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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음이 고요할 때， 아무 것도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 

떠한 생각도 생기지 않았지만 나뉘지 않은 본성 전체가 있는데， 

이 본성은 도덕 원리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30) 

첫 번째 글에서 마음과 性에 대한 주희의 관점은 중화구설과 별다 

른 차이가 없다. 이 글에서 주희는 마음의 실체는 이변에 있는 ‘끊임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으며 마음은 작용이라고 보고 있다. 단지 

주회는 이 글에서 미발 상태에서의 中과 이발의 和를 각각 마음의 

두 측면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글에서 주희는 

더 이상 마음의 실체가 ‘끊임없는 흐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마음의 실체가 철저하게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만을 

주장한다. 이 두 글은 매우 중요한 변화를 겹고 있는데， 첫 번째 글 

에서 주회는 마음의 실체와 본체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두 번 

째 글에서는 마음의 실체와 본체는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함의를 도 

덕 수양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마음은 이제 자기 결정권을 갖는 지 

위를 획득했다는 점이다. 즉 마음은 더 이상 끊임없는 본체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道의 흐름에서 독립적인 위치 

를 획득함으로써 주체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31) 

주희의 새로운 체계가 과연 개인의 주체를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 

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희가 본체와 독 

립적인 위치를 가지게 된 마음의 실체(性 未發)를 상정하고 있음은 

위의 논증에서 매우 분명하게 설명된다. 주희의 이러한 형이상학적 

체계는 미발의 수양을 본체론에서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그가 

도입한 주체성은 본체에서 현상으로의 끊임없는 흐름에 의해 방해받 

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고요함(寂然)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 

희는 중화신설을 통해서 ‘太極이라는 본체와는 구분되는 마음의 실 

체’인 性이라는 개념올 확립했으며， 이는 곧 이전 중화구설 시기의 

30) 方其靜也 事物未至， 思慮未朝， 而-性1單然， 道義全具(r朱熹集』 권32， r答張왔 
夫J18).

31) Chung Tsai-chun, The Development of the α'ncepts of H eaven αId of 
Man in the Philosophy 01 G'hu Hsi, 124-127쪽애서 발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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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인 태극과 未發을 동일시하는 판점에서 변화하여 태극-현상과는 

독립된 영역인 마옴에 未發올 정립하게 되었음율 의미한다. 이률 통 

해서 주회는 본체-현상과는 독립된 곳에서 寂然、함올 유지하고 있는 

도덕적 원리의 영역올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구도는 그의 미발 

함양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주회가 본체의 흐름에 대한 마음의 실체(미발)의 독립성을 확보했 

다면， 장식은 ‘본체의 흐름에 독립된 마음의 어떤 상태 혹은 계기’를 

상정하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주회에 의해 方往

方來로 표현된 호상학의 내재적 생기론의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한다. 

그는 인간의 감각기관의 활동과 먹고 마시며， 움직이는 활동의 순간 

에 道가 모두 내재해있다고 생각한다.32) 즉 마음의 활동 자체가 이 

미 道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그는 주희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性이 드러나는 시점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올 추 

동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은 곧 性의 드러남이다. 비록 發과 未發의 

차이는 있지만， 性은 內外가 없다"3.'3)라고 말한다. 이러한 장식의 관 

점은 본체에서 性을 독립시키고， 또 개체 차원에서는 ‘원리적인 상태 

의 未發’과 이미 ‘외물에 의해 간섭당하거나 惡이 개입된 B發’올 구 

분하려는 주회의 관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장식은 性과 太極과 마음올 분리해서 말하는 것에 분명하게 부정 

적인 태도를 취한다. 

性만 말하고 태극울 말하지 않으면， 단지 未發에서만 性올 알게 

되니 (수양에)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 태극율 말하게 되면， 性의 

신비한 작용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 ‘이처럽 말하면 性이고， 

이와 같이 말하면 太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34) 

32) 夫目視而耳聽， 口言而足行， 以至於食歡起居之際 謂道而有外夫是 烏可乎w南
ff集」 권10， r홈州重修鐵麗홉院記Jl. 

33) 非是方其發時， 別짧-物以主張之於內也. 情@p性之發見也， 雖有發與未發之珠，
而性~Ij無內外耳(W南빠集』 권20， r答朱元廳秘홉Æ. 

34) 若只日性而不日太極， 則只去未發上認之， 不見功用 ... 言其如Ilt則日性， 言其如
此則日太極， 似亦不必如此說(W南빠集』 권19， r答吳廳뼈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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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장식의 性과 태극에 대한 이해는 性이 태극과 분리된 

존재론적인 위상을 가지지는 것이 아니며， 태극이란 곧 세계 전체의 

현상일 뿐이고 性은 그 태극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즉 장식에게서 

太極과 性은 존재론적인 위상이 같다. 따라서 그의 수양론은 개체의 

차원에서 전체성을 매개해주는 특별한 과정인 미발함양의 과정을 비 

판하고， 행위자가 상황과의 관계(딛發)에서 본체의 드러남을 체험할 

것을 강조한다. 鍾彩銷의 주희 중화신설의 본체론적 사유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비단 주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식의 본체론에 대한 

관점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즉 鍾彩銷의 섣 

명에 따르면， 주희가 중화신설의 확립과 함께 정립한 본체론은 인간 

개체에 소우주를 설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장식은 여전히 본체론 

에서 세계라는 현상을 道의 흐름이나 太極의 운동 그 자체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본체론은 북송대 도학파 학자들의 본체론에 대한 관 

점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장식의 본체론에 대한 이해는 초기 도학파 학자인 程顆의 관 

점에 매우 근접해있으며， 동시대의 학자로는 육구연의 관점과 유사함 

을 보인다. 정호는 『주역』 r계사전」에 대한 주석에서 “陰陽은 형이 

하의 폰재인데， 또 道라고 했으니 이 말이야말로 형이상과 형이하의 

의미를 가장 뚜렷하게 밝힌 것이다. 원래 陰陽만이 道일 뿐이다”퍼)라 

고 말한다. 한편 육구연의 태극에 대한 관점을 풍우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육구연은 변화의 구체적 상황을 열거하면서 그것이 바로 

道이지 그 상황 밖에 따로 하나의 道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 

겼다. 즉 이른바 ‘道器의 분별’ 즉 ‘형이상’과 ‘형이하’의 분별을 숭인 

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心學의 일관된 주장이다 "36) 정호와 육구연 

의 본체인 태극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형이상자를 현상과 분리하여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식은 태극에 대한 오필대와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35) 뽕鷹日. r形而t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J ... 陰陽亦形i메下者也， 而日r道J

者， 推此語載得上下最分明， 元來只此是道， 要在A默而識之也(f二程遺畵』 권 
11-13). 

36) 풍우란 r중국철학사J下， 않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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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이 있기 때문에， 낳고 나아 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낳고 나아 끝이 없다는 말은 원래 태극의 道가 그러한 것입니다 "37) 

즉 장식은 태극이라고 하는 형이상자가 세계라는 현상과는 따로 존 

재하고， 그것의 폰재함으로 인해서 세계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태극이라는 형이상자의 드러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형이상자란 바로 형이하자와 분리되어 설명 

될 수 없다는 정호나 육구연의 본체론에 대한 이해에 근접해었다. 또 

한 장식은 오필대가 “천지와 사랍은 모두 이 大本을 갖추고 있다”라 

고 한 말에 대해서 비판한다. 장식에 의하면， 사람이 仁하게 되면， 태 

극이 실현되고 천지의 거대함과 만물의 다양성이 모두 내 행위와 역 

할 안에 함축된다，38) 즉 장식은 세계의 본체와 도덕의 원리가 사람 

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올 부정하고， 사람이 仁을 실천할 

수 있게 되면， 본체가 실현되는 것이며 또한 세계가 자신 안에 포괄 

될 수 있게 된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鍾彩錫이 중화신 

설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3)에서 주희가 보이는 태도? ‘본성 

은 도덕 원리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 

다. 따라서 장식은 본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 주회에게 동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회는 장식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 중화신설 확 

립 이후에 일관되게 반대한다. 그는 62세 때 제자와의 토론에서도 

여전히 장식의 ‘태극은 E發과 未發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라는 주 

장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인다，39) 

이상과 같은 검토에 따르면， 주희와 장식은 세계의 본체와 性에 

대한 정의 자체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주회의 경우 세계의 본체인 태 

극과 개체에게 내재된 性은 구분되고 있으며， 둘 사이의 구분을 통해 

37) 又日“維其有太極， 故生生而不뿔s， 夫生生不흙， 固太極之道然、也(W南빠集』 권19， 

r答吳悔됐J). 

38) 又日“維天地及A具此大本”， 亦有病， At:則太趣立， 而天地之大， 萬物之多， 皆
홈分內耳(W南흙集』 권19， r答吳廳뼈J)， 

39) 問: “動靜， 是太極動靜? 是陰陽動폼?" 日: “是理動靜" 問: “如此， 則太極有模
樣?" 日: “無" 問: “南빠￡‘太極之體至뿜’， 如何?" 日: “不是" 問: “又￡‘所謂至
靜者， 貴乎E發未發而言’， 如何?" 日: “如此， 則쩌j成一不正當~~셰太極?’V朱子 
語類』 권9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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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체성을 도입한다. 그러나 장식은 性을 태극과 구분하지 않는 

다 40) 장식의 이러한 관점은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는데， 性과 구분 

되지 않는 태극이란 곧 性이 세계의 근거라는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주희의 소우주적인 本性과는 다른 함의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식에게 性은 본체 그 자체이며， 현상의 善惡 모두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性無善惡說)으로 이해된다. 

한편 장식은 주회와의 토론 과정에서 주희의 새로운 사유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주희의 性에 대해 

부분적인 수용을 모색하는 것4U은 전체적인 자신의 관점과는 일치하 

지 않는 것이며， 또 발전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그가 

주희처럼 다른 학자의 학설을 자신의 체계에 정합적으로 결합시키지 

는 못하지만， 또한 그러한 주회의 영향이 장식의 철학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체와 性에 대한 장식의 관점은 r西銘」과 그 속에 나타난 理-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장식은 「서명」에 대해 발문을 

작성하면서 r서명 J의 초점이 理-이라고 강조하고 었다 42) 이러한 

장식의 관점은 그가 본체론에서 道의 흐름이 곧 현상이며， 우리는 그 

러한 흐름의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주 

희 중화신설의 특정은 各具太極의 도입을 통해서 道의 흐름에 포함 

된 개체가 아니라， 그 흐름에서 어느 정도는 독립성을 가진 개체를 

긍정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장식은 道의 흐름을 강조하며， 이에 따 

라 그 道의 흐름 속에 있는 개체를 강조한다. 만약 개체들이 道의 

흐름을 거스르면 곧 인욕으로 채워져 개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흐 

름에 따라 합치하게 되면 현상은 곧 道의 드러남이다. 이러한 상태를 

구현하고 있는 것을 장식은 仁을 완전히 실현하여 公과 만물일체에 

40) 天可言配， 指形體也. 太極不可言合， 太極性也(W南확集』 권30， r答周允升J ). 

41) 人能充其德之所固有， 以率夫典之所當然， 則必無力不足之愚 ... 堆四德之在人，
各具於其性， A病不能求之耳(W南환集』 권9， r훌州學記J ). 

42) 西銘之作， 健夫私勝之流也. 故推明其理之-以示A. 理則-而其分森然g不可

易， 堆識夫理- 乃見其分之珠， 明其分珠則所謂理之→者， 斯周流而無廠훗(W南 
휩集」 권33， r없西銘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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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한 것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므로 장식에게 있어서 道의 흐름(理 

-)과 현상에 대한 강조는 필수적인 것이며， 또 이에 대한 강조는 주 

희의 새로운 사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식이 r西銘」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주회는 장재의 『正쫓』을 강 

조한다. 그의 60세 이후에 정립된 理氣論의 체계에서 보이듯이， 주희 

는 우주론에 대한 형이상학적 체계의 확립에 많은 노력을 들였으며， 

그러한 노력의 한 축이 장재의 『정몽』이었음은 분명하다. Tillman에 

의하면， 장재의 대표적인 두 저작인 『정몽』과 「서명」은 뚜렷한 차별 

성을 지닌다고 한다.43) If'정봉』이 우주론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고찰 

을 담고 있다면， 「서명」은 현상적인 세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二程의 

장재 비판 이후 도학파 내에서 『정몽』은 중요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 

었고 단지 r서명」만이 주요한 텍스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여조 

겸의 깨정몽』보다 『지언』이 휠씬 훌륭하다”하는 말도 이러한 배경에 

서 가능한 것이었다.때) 장식의 경우， 장재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하 

지만， 모두 「서명」만을 토론할 뿐 『정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장식의 태도와 r지언의의」에서 장재 『정몽』의 心

統性情의 도식을 제시하는 주희에게 장재가 아니라 정이의 관점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식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식은 二程이 

주장한 도학의 툴에 한정된 사고를 하고 있었음에 반해서， 주회는 도 

학파의 이전 세대에서는 둥한시되던 장재의 형이상학적 툴올 도입하 

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올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주회의 모 

습에서 그가 도학파의 철학적인 툴올 새롭게 체계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식과 주회의 性에 대한 이혜의 결정적인 차이는 性을 본체와 동 

일시하는개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이다. 장식은 性을 본체와 동일하 

게 보고 있으며， 또 性과 본체는 현상 그 자체라고 파악한다. 이에 

비해서 주회는 본체와 性을 구분한다. 본체는 현상을 만드는 궁극적 

43) r서명」은 『정몽』의 일부분융 특별히 강조한 것에 불과하지만， 두 져작의 관점 
이 차별적인 부분이 있음은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 

에 여기서는 두 저작의 차별성올 강조하기 위해 분리시키는 방식융 따른다. 

44) w朱熹的뽕、推世界~， 97-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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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거이고 끝없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性은 개체의 

차원에서 태극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그 실체인 性이 현상의 흐름과는 독립된 지위를 가짐으로서 

주체적인 선택의 폭， 즉 主宰의 능력을 발휘할 여지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희에게서 善을 얻는 것은 惡으로 물들어 있는 현상이 아 

니라， 본질의 세계인 미발의 영역이고 本然之性의 차원이 된다. 그러 

나 장식은 현상에서 벗어난 본질의 세계는 없기 때문에 현상을 강조 

하는 현상론적인 관점을 보인다. 그는 주체성을 개체가 현상을 만나 

게 되는 시점에서 찾고자 한다.1- 때문에 그는 ‘개체가 현상과 만나 

는 시점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매우 강조하고 그것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식이 이와 같은 본체론에서 현상을 강조 

하는 태도는 호굉에 비해 더욱 철저한 것으로 보인다. 

111.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화논변에 나타난 本體에 대한 논의는 

초기 도학파의 본체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 때문에 초 

기 도학파의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논쟁이 전개된다. 논쟁의 당사자들은 초기의 도학파 학자들이 그러했 

던 것처럼， 불교를 극복하기 위한 본체론의 정립에 골몰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은 상반된 본체에 대한 이해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 

은 곧 그들의 이질적인 수양론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체론에서 호상학의 性無善惡說과 주회의 性善說은 결국 善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였다. 장식에 의하 

면， 善惡、이라는 가치를 본체가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성’은 

도덕적 善을 확보하기 위한 관건이 된다. 그리고 주회에 의하면， 도 

덕적인 善은 이미 본체에 그 내용과 형식이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이 

때문에 호상학은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감정을 도덕행위에 동원하는 

데 반해서 주회는 제한적인 감정의 범위만을 도덕행위의 근거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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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또 한편으로 주희와 장식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설명하고， 善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性이라는 말올 논쟁에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性에 대한 이해는 같지 않다. 주희의 경우 性을 

本然之性이라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반해서， 장식은 

性을 本然之性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고 氣質之性이라는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또 주희는 性이 세계의 궁극적 근거와 분 

리된 ‘어떤 것’이라고 설정함으로써 太極의 독자적 위상을 설정하는 

데 반해서， 장식은 性과 太極이 같은 내용과 같은 위상을 가진 것으 

로 설정된다. 두 사람의 이러한 차이가 곧 자신들의 수양론으로 연결 

된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감정을 도덕적 행위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맹자 이 

래의 유가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정의 하나이다. 감정이 행위의 가 

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면 그리고 그 감정에 근거해서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면， 관건은 인간의 감정 중에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중화논변에서 장식은 모든 감정이 행위자의 주체적인 적용에 

의해 도덕적 행위로 결과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주희의 경우 

제한적 형태의 감정을 통해서만 도덕적 선올 결과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