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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 청대 중기의 고증학자이자 철학자인 대진(戴震, 1724-1777)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기(氣) 중심의 철학을 전개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하

지만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실상 그의 철학적 저작에서 기에 대

한 설명은 소략한 반면 리에 대한 설명은, 최종작인 맹자자의소증의 1/3

을 차지할 만큼 길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리(理)를 중심으로 대진 철학을 재구성하려 한다. 이는 바로 대진이 

리(理)를 개별 사물의 절대적 원칙이라 재정의하면서, 리가 결여된 인간의 

본성이 내 밖의 리를 받아들여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던 필연, 심지 등의 개념이나 

지, 인, 용의 수양론 등이 대진 철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명확

하게 해명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여러 저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진의 핵심적인 주장은, 자

연(自然)에서 필연(必然)으로의 이행이다. 대진은 자연으로 기의 변화와 관

련된 것을, 필연으로 리의 불변과 관련된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한다. 이러

한 자연과 필연의 구분을 인간에 적용하면, 자연은 본성이고 필연은 ‘선’이

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을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진의 철학에서 본성은 혈기(血氣)와 심지(心知)이며, 이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것이다. 혈기와 심지는 기의 변화로 생성된 신체에 근거하

여 생겨나는 것으로, 혈기는 육체를 움직이는 기운을 의미하며 심지는 외부

의 대상에 의하여 일어난 일차적인 반응에 대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심지의 능력에 달려있는데, 오로지 인간만

이 마음의 ‘지’를 계발하여 성인과 같은 신명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다.

대진은 인간의 혈기와 심지에서 파생되는 욕(欲), 정(情), 지(知)를 

나열하면서 ‘지’의 기능이 무엇인지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인간에게는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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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기에 외부의 대상과 접촉하면 소리, 색, 냄새, 맛 등에 대한 욕구가 자

극받아 희, 노, 애, 락의 감정적 반응을 산출한다. ‘지’는 욕구와 감정에 대

하여 시비 판단을 내린다. 대진은 심지의 판단 능력을 신하에 대해 가부를 

내리는 군주의 비유, 경중을 비교하는 저울의 비유, 생각함[思]을 들어 설명

한다. 이 세 표현은 모두 마음이 일차적인 반응에 대하여 명령하고, 계산하

고, 따지고, 판단을 내리는 이차적인 작업을 수행함을 지시한다. 대진은 리

는 사태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욕구와 감정에 대하

여 내리는 마음의 가부판단이 사태의 리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한다. 대진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동으로 혈기를 기르는 것처럼, 리를 묻고 배우는 과

정을 통하여 심지를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기름을 얻느냐 얻지 못

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성인과 범인의 차이가 있게 될 뿐이다. 심지는 리와 

의를 받아들여서 정확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에 성공하면 

인간은 맹자가 말하는 리와 의에 맞는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얻기 위하여 결국 인간은 심지를 키워서 ‘선’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대진은 낙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혈기와 심지 

하나이고, 하늘로부터 받은 이 본성은 ‘선’한 것이다.

혈기와 심지가 본성이라는 대진의 정의는, 그의 주요한 비판대상인 

송대의 신유학자들이 주장한 ‘기질지성’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육체에서 비롯된 특성들에 착안하여 본성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진이 보기에 송유의 본성론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

질을 악으로 취급하여 악한 기질지성과 순선한 본연지성을 만들어 맹자가 

하나의 본성을 말한 것과 어긋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송유의 본성론은 현실

적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첫째는 인간의 육체와 거기서 비롯한 

욕망을 악의 근원으로 여긴다는 것이고, 둘째는 별도로 리인 순선한 본연지

성을 만듦으로써 개인의 의견을 리라고 간주하여 백성을 핍박한다는 것이

다.

대진은 우선 맹자의 ‘재(才)’ 개념을 끌어들여 육체에서 비롯된 개

인의 특징들조차도 송유의 주장처럼 악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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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은 개인의 재질은 비록 천차만별이지만 하나의 선한 본성에서 재질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재질은 악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강변한다. 또한 대

진은 송유의 말대로 인간에게 리가 갖추어졌다고 여긴다면, 지위가 높은 사

람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검증되지 않은 생각[意見]을 리라고 내세움으로

써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마구 핍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대진은 성현이 말

한 리는 폐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송유가 말하는 리 개념은 틀렸다고 말

한다.

3. 대진은 리는 송유의 주장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

에 있는 것이라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래서 본성의 형태로 사람의 마음에 

갖추어진 리일에 대해 말하는 송유의 주장은 감각할 수 없는 단일한 현상의 

근원을 주장한 노자, 장자,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비판한다. 이 같은 

대진과 주희의 리 개념에 대한 차이는 장자의 포정해우(庖丁解牛)에 대한 

이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진은 포정의 칼날이 들어가는 모든 틈이 다 

리라고 강조한다. 반면 주희는 포정은 모든 리를 포괄하고 관통하는 리일에 

밝기 때문에 개별 틈새인 분수리까지도 어려움 없이 다 알게 되었다 강조한

다. 주희가 포정해우를 통하여 리일분수의 구도를 재서술하였다면, 대진은 

소의 모든 틈이 다 리라며 개별 현상 각각에 국한된 분수리의 세계관을 드

러낸다. 즉, 마음이 아닌 사물에 있는 리, 리일이 배제된 무수한 분리만을 

리라고 대진은 인정한다.

대진은 이러한 리를 개별 사태 각각의 기준인 조리라 정의한다. 대

진은 내 밖에 있는 리에 대하여 다양한 설명을 제시하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대진이 주장하는 리는 사물 각각의 표준이다. 대진은 리에 대하여 서

언과 맹자사숙록에서는 식물과 동물의 사례를 모호하게 서술하였으나, 
맹자자의소증에서는 살결[肌理], 가죽결[腠理], 무늬결[文理]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에 조리가 있는데, 이 조리는 사물의 

차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구분해낸 것이라 주장한다.

대진은 조리의 존재방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전의 두 대목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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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 번째는 주역 ｢계사｣에서 착안한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다[生生
而條理]’이고, 두 번째는 맹자 ｢만장｣에 인용된 시경의 ‘사물이 있어야 

법칙이 있다[有物有則]’이다.

대진은 원선에서 낳고 낳는 것과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는 것을 

모두 도(道)에 해당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전자는 자연의 상태이고 후자는 

필연의 상태인데, 대진은 이 모두를 도라고 모호하게 서술한다. 이러한 혼

란은 서언에 이르러 어느 정도 정리되는데, 서언에서 대진은 도의 실제

[實體]는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기의 변화이며 리는 도의 실제

가 없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 같은 ‘도=기’의 구도는, 최후의 저작인 맹자

자의소증에서 선명해진다. 대진은 맹자자의소증에서 도는 움직임[行]이

자 음양오행의 변화가 그치지 않는 것이며, 리는 순수하게 아름답고 참으로 

좋은 것이라 구분한다. 여기서 대진은 ‘사물이 있어야 법칙이 있다[有物有
則]’는 맹자에 등장하는 시경 구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물이 있고

난 뒤에야 그에 맞는 조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대진에게 사물은 

감각가능한 기의 변화로 이루어진 실질이고, 조리는 인간이 실체 각각을 살

펴서 찾아야 할 사물 각각의 절대적인 원칙이다.

대진은 고전에서 여러 표현을 빌려와 사물 각각의 리에 대하여 다

양한 의미를 부여한다. 대진에게 조리는 주역의 제자리를 의미하는 ‘순수

하고 중정한[純粹中正]’ 것이며, 맹자에서 말하는 세상 모든 일의 기준인 

‘곱자, 그림쇠, 수평, 먹줄[規矩準繩]’과 같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조리는 

천하와 만세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心之所同然]이기도 하

다. 나아가 대진은 리는 실정에 과불급이 없는 것으로 ‘내 사정으로 네 사

정을 헤아려[以情絜情]’ 어긋나거나 잘못이 없는 것이라 설명한다. 따라서 

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가능한 욕망의 절도로 예와 같다. 결국 대

진이 말하고자 하는 조리는 일상의 여러 사건의 표준적인 해결책인 예(禮)

이다. 그래서 대진은 “예는 천지의 조리”라 단언한다.

4. 개별 현상이 있으면 그에 한정된 불변하는 리가 있다는 대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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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인간이 본성을 계발하여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별 사태에 있

는 조리를 끊임없이 심지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이어진다. 대진은 인

간이 자연에서 필연으로 나아가는 수양의 방법을 크게 고전의 세 대목에서 

찾는다.

첫째는 중용의 삼달덕이다. 대진은 중용의 성(誠)은 실질[實]이

라 주장하며, ‘실질로부터 밝아지게 되는 것[自誠明]’과 ‘밝음으로부터 실질

이 되는 것[自明誠]’을 성인과 범인으로 구분한다. 성인은 지인용의 덕을 실

질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상에서 인의예를 실현하면 된

다. 반면 범인은 묻고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지인용의 덕을 성인의 수준으

로 계발하여 인의예를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수양은 지인용의 덕을 계발하

는 것이다. 대진은 덕(德)은 내 밖에 있는 예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길러야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대진은 지인용 각각에 대하여 지는 리에 밝

아서 가부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을, 인은 이 판단을 실천에 옮기는데 

방해되는 사적인 욕망을 제거하는 것을, 용은 이 판단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라 풀이한다. 대진은 지인용 중에서도 지가 전제되어야 인과 용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지가 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리

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지가 판단을 내린 이후 인과 용은 

인의예를 실현하는 보조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초의 방향을 설정

하는 심지가 내리는, 조리에 맞는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대진

은 지의 덕을 계발하는 방법으로 한 사건에 활연함을 쌓고 또 다른 사건에 

활연함을 쌓아가는, 개별 사건의 리를 찾는 연습을 제시한다.

둘째는 논어의 충신(忠信)과 중용의 충서(忠恕)이다. 개별 사건

의 리를 찾는 행위는 충신이라는 태도를 통하여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나와 남을 같게 보아 사욕을 억누르는 충과 이를 미루어 나가는 서를 

통하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는 논어의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이다. 대진은 사람이 

예를 받아들여 심지를 계발함으로써, 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나와 내 주변을 

아끼는 인을,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서 달성하는 인으로 완성시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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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5. 인간의 본성에 예를 더해야 한다는 대진의 주장은 순자 철학의 

핵심과 근본적으로 같다. 하지만 대진은 자신이 맹자의 계승자이며 주희를 

비롯한 송유는 순자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송유와 순자 모두 악을 육체에

서 비롯된 것으로, 선을 하늘 혹은 성인이 내려준 별개의 것으로 여겼기 때

문이다. 반면 비록 내 심지를 계발하기 위하여 나의 밖에서 사물의 이치를 

가져오긴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나의 심지가 계발되는 것은 

인간의 단일한 본성이 ‘성장’한 것이다. 게다가 리와 의는 심지에 진정한 기

쁨을 주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은 성인이 남겨둔 최적의 삶의 방식인 예

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대진은 본다. 결국 대진이 주장하는, 조리를 이해

하고 실천하는 필연의 경지에 도달한 완벽한 인간은 과거의 예법을 따라가

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주요어 : 대진, 리(理), 조리(條理), 예(禮), 혈기(血氣), 심지(心知), 유물유

칙(有物有則), 지인용(智仁勇), 순자

학  번 : 2013-2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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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철학사를 대표하는 주요한 개념 중 하나는 리(理)와 그 짝이 

되는 기(氣)이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리와 기를 기준으로 중국철학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 중 청대의 고증학자이자 철학자인 대진 (戴震, 1724 – 
1777) 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기 중심의 철학을 전개한 사람으

로 평가한다. 하지만 실상 대진의 저작에서 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대진은 주희를 비롯한 송명유학자들을 비판하며 리

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철학적 저작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이 논문에서

는 대진이 리를 개별 사물의 절대적 원칙이라 재정의하면서, 리가 결여된 

인간의 본성이 내 밖의 리를 받아들여 ‘성장’한다는 이야기로서 자신의 철

학 체계를 구축해가는 방식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서론에서는 기존연구와 본 논문의 문제의식, 대

진의 생애와 저작들, 그리고 예비적 고찰에 해당하는 ‘자연과 필연’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리 개념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확인해 볼 것이다. 나아가 대진의 생애에 대하여 살펴보고, 본 논

문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되는 대진의 철학적 저작들 네 편의 사상적 연속성

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예비적 고찰 부분은 대진이 여러 저작에서 반복

적으로 제시하는 핵심적인 주장, ‘인간은 주어진 조건인 자연에서 필연이라

는 리(理)에 맞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론은 예비적 

고찰에 근거하여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서 혈기와 심지로 구성된 본성에 대하여 다루고,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순

수중정(純粹中正)한 리에 대하여 살펴보며, 그 다음 심지가 리를 받아들여 

신명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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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연구와 문제의식

본 논문에서 다루는 청대 중기 학자인 대진은 역사학계와 중국철학

계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역사학계에서는 주로 청대 중기 

고증학의 두 분파 중 하나인 환파를 대표하는 명망 높은 학자로, 철학계에

서는 주로 주희로 대표되는 신유학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기철학의 마지막 

대표자로 평가한다.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역사학계와 중국철학계 모두 대

진 당대의 학술적 조류인 고증학이 대진 철학에 미친 영향을 지적한다. 고

증학은 양자강 하류의 부유함, 관직을 얻지 못한 신사층, 서양의 실증적인 

수학 및 과학 연구 등이 결합하여 꽃을 피웠다. 고증학자들은 서양의 연구

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옛 문헌에서 객관적 사실을 찾았는데[實事求是], 주

로 음성학, 금석학, 지리학, 훈고학 등을 연구하였다.1) 대진과 강영(江永, 

1681-1762)으로 대표되는 환파는 양자강 이남에서 음운과 전장제도를 주로 

연구하였다.2) 일반적으로, 역사학계에서는 대진이 객관적 사실을 찾는 고증

학과 달리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였다 이해하고, 철학계에서는 대진이 물질

과 기(氣) 중심의 철학을 전개하는데 객관적 사실을 찾는 고증학이 영향을 

주었다고 이해한다.

우선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살펴보자. 벤자민 엘만은 대진에 대하

여 고증학의 흐름 속에서, 민중의 권력을 긍정한 맹자를 철학적으로 새로이 

해석한 사회비평가라 높이 평가한다. 엘만은 대진의 철학적 저술이 정주의 

공허한 이론을 비판하고, 고전을 꼼꼼히 따지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대표

되는 새로이 등장하는 지식인의 힘을 드러낸 작품이라 본다.3) 반면 카이 윙 

초우는 대진에 대하여 한학파 학자의 언어적 순수주의를 유학의 도덕론까지 

확장시킨 사람으로 유교 예교주의를 잘 드러낸 사람이라 평가한다. 초우는 

1) 윌리엄 T. 로, 기세찬 역, 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 너머북스, 2014, pp. 
154-157.

2)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pp. 164-165.

3) 벤자민 엘만, 양휘웅 역,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2004, pp. 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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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이 주장하는 리(理)는 예와 같으며4), 대진이 순자의 본성론을 비판하기

는 하였지만 예에 근거한 권위주의적인 수양론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순자

의 윤리사상과 결론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주장한다.5) 벤자민 엘만은 대진이 

사회지도층의 이념인 정주성리학을 비판한 측면에만 집중하였고, 카이 윙 

초우는 대진 사상의 핵심을 잘 짚어냈으나 그 분석이 소략하다.

역사학계의 최근 연구로는 밍휘 후의 저서가 있다. 그는 대진의 고

증학적 저술의 목적이 예수회 선교사들이 가져온 서양의 과학적 지식을 바

탕으로 기존의 중국 고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대

진은 전통적인 유학의 경전과 새로운 서구 과학의 만남을 주선한 근대의 시

초라 불릴 만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그래서 밍휘 후는 대진이 

유학 경전의 틀 안에서 철학적으로는 개인성을 논증했으며, 천문, 지리, 명

당, 복식 등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과학지식에 근거한 실증적인 논의를 전개

하였다고 높이 평가한다.6) 그의 상세하고 폭넓은 연구는 대진의 저술 전반

을 고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엮어낸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진이 추구하는 객관적인 지식이 갖는 철학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철학계에서는 대진의 철학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진을 기(氣) 중심의 철학을 전개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런 경향은 중국의 근대 사상가인 양계초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

인다. 비록 양계초가 대진을 기 중심의 철학자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

4) 정태섭도 대진이 주장하는 리는 예와 같으며 이는 필연의 상태에 이르게 해 주는 것이라 
분석한다. 하지만 정태섭은 안원과 대진의 비교를 목적으로 삼았기에, 대진의 리에 대한 
설명은 소략하다. 참고로, 정태섭은 안원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예론과 다르게 대진의 예
론은 예의 필요함과 중요함을 강조하는 자연, 필연의 관계와 리, 욕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치우쳤다고 평가한다. (정태섭, 안원과 대진 , 동국사학, Vol. 29, 동국역사문화연구소, 
1995).

5) 카이윙 초우, 양휘웅 역, 예교주의: 17-18세기 중국 지식인의 윤리, 학문, 종족의 담론, 
모노그래프, 2013, pp. 318-324.

6) Minghui Hu, China’s Transition to Modernity: The New Classical Vision of Dai 
Zhe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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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라도, 양계초는 대진의 철학이 기존의 고식적인 리(理) 중심의 철학과 

다르게 “정감철학으로써 이성철학”을 대신하고자 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양계초는 대진의 투철한 연구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근세과학이 성립하는 

바탕”이자 “유럽 문예부흥시대 사조의 본질”과 유사하며, 종래에는 “중국의 

문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려 한 것”이라 극찬한다. 그래서 양계초에

게 대진의 철학적 주저인 맹자자의소증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수”인 

걸작이다.7) 호적은 좀 더 분명하게 대진의 철학을 일원적 유물주의라 평가

한다. 송유가 주역 계사에 근거하여 리와 기의 이원론을 제시하였다면, 대진

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가 바로 도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진

은 기라는 물질적 요소를 세계의 단일한 근원으로 본 중국 사상사의 특별한 

인물이다. 호적은 대진이 기라는 단일한 요소를 중시했다는 점에 집중하여, 

기와 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의 변화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리가 있다’

는 원선의 말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상세한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다.8)

양계초, 호적 이후의 학자들은 대부분 대진을 기(氣) 중심의 철학을 

전개한 사람으로 이해한다. 야마노이 유우는 대진을 기철학의 대성자(大成
者)라 평가한다. 먼저 야마노이 유우는 대진이 기의 운동성을 긍정하고 이

를 모든 존재의 근저에 놓았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진이 기에 대하여 설

명하는 부분은 소략하며 대부분 주희와 표현과 이해가 겹친다고 지적한다. 

야마노이 유우는, 대진의 특징은 기와 리의 관계 설정이나 기에 근거한 인

간의 문제 해석에 있다고 본다. 야마노이 유우는 대진이 말하는 리는 “기의 

어떠한 상태에 이름 붙여진 것”이자 현실적인 기를 분석하면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인간의 기저에 깔려있는 욕망도 마음의 

지각이 계발되어 객관적인 이치에 맞게 되면 ‘선’하게 되는 것이다.9) 야마

노이 유우의 대진에 대한 이해는, 리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의 특정한 상

태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리를 기의 우연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이는 대진

7) 양계초, 전인영 역, 중국 근대의 지식인, 혜안, 2005, pp. 88-102.

8) 胡適, 戴東原的哲學 , 戴震全書, 第7冊, 黄山书社, 1994, pp. 472-506.

9) 야마노이 유우, 김석기, 배경기 공역, 명청사상의 연구, 서울학고방, 1994, pp. 4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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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하고자 하는 리의 불변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문제가 있다.

후외려는 대진을 유물주의 철학체계를 확립한 진보적 사상관점을 

표출한 학자라 평가한다. 후외려는 대진이 도(道)를 감각할 수 있는 실체, 

실사이자, 낳고 낳음이 그치지 않는 운동체이자, 리와 기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이 말하는 리는 기에 포함된 것이라 

후외려는 해석한다.10) 하지만 이러한 후외려의 해석은 서언의 언급과 맹

자자의소증의 언급을 뒤섞어 버린 것으로, 역시 대진이 의도한 리의 불변

성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후외려는 대진이 리의 구

별성을 강조한 것을 “리의 발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여”11) 리를 바뀌지 

않는 법칙이라 잘못 보았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후외려는 대진의 인식론에 

대한 평가에서, 성인의 선천적 인식능력과 일반인의 후천적 인식능력에 맞

게 객관적인 사물의 리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리가 대진

의 철학에서 공존한다고 주장한다.12) 이러한 후외려의 평가는 대진이 말하

는 리를 객관과 주관이라는 상반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지 

못한 난점을 드러낸다.

장대년은 대진을 기론의 완성자라 평가한다. 장대년은 대진이 장재

의 기화(氣化) 개념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낳고 낳는 기를 주장하였다고 본

다. 그리고 대진에게 리는 무수히 많은 것으로써, 낳고 낳는 기가 근원이라

면 리는 말단이라고 한다. 또한 장대년은 대진의 본성론을 중국의 과거 인

성론 중에서 가장 정밀하다고 칭찬하며, 대진이 맹자와 순자를 종합했다고 

주장한다. 장대년의 근거는, 사람의 심지가 짐승보다 고매하기에 사람의 본

성이 선하다고 한 점은 대진과 맹자가 같고, 심지를 넓히는 데 외부에 의존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대진은 순자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대년은 

대진을 기학자이자 사물에 관한 학문을 다루는 사학(事學)자라 분류하며, 

대진을 비롯한 사학자들의 주요 특징으로 인위를 긍정하고 형체를 실천하는 

10) 후외려, 양재혁 역, 중국철학사, II. 중세편, 일월서각, 1998, pp. 314-323.

11) 후외려, ibid., p. 318.

12) 후외려, ibid., pp. 321-323.



- 6 -

것[踐形論]을 꼽는다.13) 그러나 장대년은 대진의 철학에서 기-자연-저절로 

그러한 것과 리-필연-마땅히 해야 할 당위를 구분하면서도, 대진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자연과 필연은 통일적이라고 반복하며 이 구분의 의의를 충

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성중영은 대진을 송대의 장재 이래 기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으로 높

이 평가한다. 성중영은 대진의 철학은 일종의 도덕적 실재론에 가깝다며, 대

진이 주역 계사 를 연구하다가 생생(生生, productivity of life)이 현실

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생생이라는 개념으로 자연의 

도와 인간의 도를 모두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성중영은 대진의 철

학 전반을 ‘생생’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자 한다.14) 하지만 그의 주장은 

대부분 원선에 근거하였기에 최종작인 맹자자의소증에서 수정된 표현의 

차이를 섬세하게 짚지 못하여 리의 필연성과 기의 우연성을 세밀하게 구분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도 대진의 철학을 기 중심의 철학으로 본 연구들이 다수이

다.15) 진성수는 왕부지와 대진으로 대표되는 기 중심의 철학이 실증적인 고

증학의 영향 하에서 등장하였다고 평가한다.16) 고재욱은 대진이 천도, 인도, 

인간의 본성인 혈기와 심지를 모두 기의 변화에 근거한 것이라 보았다는 점

에 주목한다. 그래서 대진이 말하는 리(理)는 “구체적 사물의 꾸미지 않은 

본연 그대로의 성질, 즉 바탕”17)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리기론의 연장선상

13) 장대년, 김백희 역, 중국철학대강, 까치, 1998, p. 757. 정태섭은 장대년이 안원과 대진
을 사학자라 분류하고, 이들의 인생론을 천형론이라 이름붙인 것을 탁견이라 호평한다. 하
지만 정태섭은 장대년의 분류는 천형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예의 실천을 통한 직분의 조화
[안원]와 욕망의 조화[대진]임을 간과함으로써 그  핵심이 예학에 있음을 놓쳤다고 지적한
다. (정태섭, op.cit.).

14) Chung-ying Cheng, “Dai Zhen ”, Encyclopedia of Chinese Philosophy, Routledge, 
2003.

15) 정치사상 연구자 중에서는 김정호가 이런 경향에 해당한다. 김정호는 대진이 기 중심의 
철학을 전개하여 개체의 독자성과 객관적 이해를 강조하였다 평가한다. 그러나 개체의 독
자성을 의미하는 리를 자연계 내의 생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만 적용하였을 뿐, 평등을 
주장하는 근대적 정치사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지적한다. (김정호, 18세기 중국 대
진 기철학의 정치사상적 의의와 한계 , 대한정치학회보, Vol. 12, Issue 2, 2004).

16) 진성수, 17-18세기 중국 유교지식인의 기철학 연구 , 유학연구, Vol. 30, 충남대학교 
유교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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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진은 리욕일원론을 주장하였으며 욕망의 본연이 바로 인의예지의 

도덕이라 보았다. 그래서 고재욱은 대진의 철학을 욕망을 이루어주고 서로

의 감정을 통하게 하는 수욕달정[遂欲達情]론이라 요약한다.18) 이와 비슷하

게 홍성민은 현실의 객관적 탐구를 추구하는 고증학자인 대진에게 세계는 

구체적인 사물로 이루어진 기의 세계라 본다. 그래서 홍성민은 대진이 말하

는 리는 “사물이 운동 변화하는 속에 존재하는 안정적 질서 체계”이자 “사

물에 내재하는 질서”라 풀이한다.19) 그래서 대진의 철학에서, 기로 이루어

진 인간은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있어서 서로의 욕망과 

감정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20) 정빈나도 대진의 기에는 이미 선을 

향한 지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인간에게 도덕성을 발전시키는 동기가 내재

되어 있다고 본다.21) 이혜경은 대진이 감각가능한 변화하는 기의 세계를 주

장하였으며, 리를 개별자의 본질적 속성이라 보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혜경은 대진이 말하는 도덕은 보편적 인간을 전제한 것이어서, 개인이 자율

적으로 합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이 목표라 주장한다. 그래서 이혜경은 대진의 철학에서 개별자가 보편적 윤

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學]을 강조한다.22)23)

17) 고재욱, 대진 윤리사상의 구조와 수욕달정론 연구 , 태동고전연구, 제 39집, 한림대학
교 태동고전연구소, 2017, p. 218.

18) 고재욱, op.cit..

19) 홍성민, 대진의 고증학적 기일원론 , 중국철학, Vol. 8, Issue 1, 중국철학회, 2001, p. 
247.

20) 홍성민, ｢수욕달정, 공감의 윤리와 욕망의 소통｣, 철학연구, Vol. 41, Issue 1, 고려대학
교 철학연구소, 2010.

21) 정빈나, 대진의 ‘소당연’ 개념에 관한 연구 , 유교사상문화연구, Vol. 56, 한국유교학
회, 2014.

22) 이혜경, 대진의 기일원적 윤리론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23) 그 밖의 연구로는 대진과 그의 비판대상인 주희를 비교하는 연구가 있다. 임옥균은 학
(學), 리(理), 기(氣), 성(性), 도(道)의 다섯 개념을 중심으로 대진과 주희의 차이를 서술한
다. 주희가 중국 근대 이전의 학에 충실하였다면, 대진의 학은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는 근
대적 학에 가까웠다. 주희는 리를 자연의 존재원리로 이해하였으나, 대진은 리를 사회 공
동의 원리로 이해하였다. 주희와 대진은 모두 기가 세상의 물질적 토대라는 점은 인정하였
지만, 주희는 기에 리가 내재됨을, 대진은 기의 변화 외에 별도의 운동인이 필요하지 않다
고 보았다. 주희는 ‘성즉리’라는 표현을 통하여 보편적 본성을 지시하였다면, 대진은 본성
이라는 통하여 류(類)의 특성을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희가 도를 음양의 근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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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진의 철학을 기 중심으로 이해한 연구들은, 대진이 리와 

기를 구분하지 않았다는데 집중하여 대진의 전 철학적 체계를 꼼꼼하게 살

피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진 철학 전반을 조망하거나 대진의 인성론에 집중

한 연구에서 대진이 말하는 리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에 

해당하는 학자로는 풍우란, 노사광과 콩로이 슌, 아이반호가 있다. 풍우란은 

대진을 리학가와 심학가 사이의 중간적 존재로 안원, 이공과 유사한 철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한다. 우선 대진의 리기론과 본성론에 대하여, 풍우란은 

객관적인 리가 기 속에 내재한다고 주장한 점과 본성은 리가 아니라며 혈기

와 심지를 내세운 점이 대진과 리학가의 확연한 차이점이라 평가한다. 또한 

대진이 인간의 마음에는 리가 없다며 객관적인 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한 것은 리학가, 심학가 모두와 다른 점이라 풍우란은 본다. 그러나 풍우란

은 대진의 철학은 유종주, 황종희 같은 심학가와 유사하다며, 대진이 주장하

는 인간의 마음은 리와 의를 즐길 수 있는 양지(良知)가 병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24) 풍우란의 평가는, 대진과 순자 모두 학습을 강조하였다고 지적

하는 동시에 마음이 리와 의를 좋아할 수 있다는 맹자 원문에 치중하여 대

진의 인성론에 즉각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양지’라는 이질적 요소를 혼입

한 문제가 있다.

해하였다면, 대진은 음양의 변화 그 자체를 도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비교에 덧붙여, 임옥
균은 대진 철학의 한계로, 자연에서 필연으로 이행 동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지적한
다.

홍성민은 세 편의 논문에서, 대진과 주희를 비교하며 대진의 욕망긍정론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다. 우선 주희가 말하는 인간의 욕망은 내면의 순선한 본성을 통하여 조절된다면, 대진이 
말하는 인간의 욕망은 이타성을 내재한 것으로 심지의 계발을 통하여 타인의 존재에 공감
하면 조절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홍성민, op.cit., 2010) 중화론에 대한 논문에서, 홍성민
은 주희의 중화론이 주체의 선험적 도덕 본질에 집중하여 독단주의의 폐단이 있다면, 대진
의 중화론은 다양한 존재자 사이의 다름과 조화를 중시하는 합리적 소통의 윤리학을 제창
하였다고 주장한다. (홍성민, ｢대진의 중화론｣, 철학연구, Vol. 116, 대한철학회, 2010) 
주희와 대진의 서 개념을 비교하는 논문에서는, 주희는 주체의 도덕적 충실성[忠]이 확보
되어야 단순한 동질화인 서가 도덕적이게 된다고 보았는데, 대진은 이와 같은 주희의 주장
은 개인의 주관성에 함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진에게 서는 “사회 계급 전
체의 상호 이해와 포괄적 공감을 통해 모든 이의 삶의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유용한 
윤리적 규칙이라 평가한다. (홍성민, ｢서의 두 형태와 그 윤리학적 의미｣, 철학연구, 
Vol. 129, 대한철학회, 2014).

24) 풍우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까치, 1999, pp. 64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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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광은 대진의 철학을 비판적인 견지에서 설명하였다. 노사광은 

대진의 철학적 저작인 원선, 서언, 맹자자의소증에 대한 상세한 분석

을 통하여 모든 저작을 관통하는 사상과 각 저작별 특징을 비교적 상세하게 

짚어냈다. 노사광은 대진이 말하는 리는 기의 리로서 왕부지의 주장과 가까

우며, 이는 서언과 맹자자의소증에 잘 드러나 있다 평가한다. 그렇지만 

노사광이 보기에 대진 철학의 핵심은 원선에 거의 다 드러나 있다. 노사

광은 원선의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대진이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은 인간

의 자연적인 본능 전체라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이 말하는 ‘선’은 인

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노사광은 

주장한다. 노사광은 대진이 도덕원리와 정치원리를 구분하지 못했다 비판하

며, 대진의 사상은 전통유학과 대조적이라 평가한다.25) 노사광의 대진에 대

한 평가는, 여러 철학적 저작의 상세한 분석에 근거하였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진 철학의 문제점을 짚는데 집중하여 대진의 철학을 일관된 체계로 구성

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노사광은 대진의 리 개념에 대한 분석에

서, 대진이 송유가 노자, 장자,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비판한 것은 “역사

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이루어진 것”이라 재차 비판하며 송유의 

리 개념을 옹호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26)

콩로이 슌은 대진 철학의 핵심을 두 가지로 추린다. 첫째는 리

[pattern]는 나의 감정적 성향과 욕망을 가지고 타인의 감정적 성향과 욕망

에 대하여 계산[gauge]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타 모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의 심지[knowing heart/mind]

는 개별 사태마다 있는 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리를 

인지한 심지가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27) 콩로이 슌의 연구는 대진

이 리에 대하여 제시한 다양한 설명 중 일부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경향이 

있으며, 심지가 계발되는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25) 노사광, 정인재 역, 중국철학사, 명청편, 탐구당, 1992, pp. 481-562.

26) 노사광, ibid..

27) Kwong-loi Shun, Dai Zhen on Nature (Xing) and Pattern (Li),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41:1-2, March-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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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철학을 인성론에 한정시켜 연구한 학자로는 아이반호가 있

다. 아이반호는 대진이 경전의 학습을 강조하였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아이반호는 학습만으로는 대진이 주장하는 인간의 도덕적 변화를 설명하기

에 충분하지 않다며, 양명의 양지와 비슷한 것이 대진의 구도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28) 특이한 점은, 아이반호는 대진의 

철학에서 도덕적 원칙은 분명히 있는 것이라 강조하지만, 대진이 말하는 

‘리’는 “형이상학적으로 독립된 존재 (a distinct kind of metaphysical 

entity)”가 아니라 기일원론자들이 말하는 ‘리(理)’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또

한 대진이 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정혈정[以情絜情]’을 내세운 것에 

근거하여, 정이나 주희보다는 정호와 유사하다고 평가한다.29)

반면, 대진의 철학을 리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 학자로는 미조구

치 유조와 이시 츠요시가 있다. 미조구치 유조는 ‘유리학(儒理學)’이라는 개

념을 제시하며, 주희부터 대진까지 유학의 발전을 리 개념의 재규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조구치 유조는 주희의 초월적이고 봉

건적인 리 개념을, 양명이 현실적이고 만민에 적용가능한 리 개념으로 전복

시켰고, 이 흐름의 연장선에서 대진의 리 개념이 등장하였다고 본다. 미조구

치 유조는 대진이 주장하는 리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원칙이라 해석한다. 

왜냐하면 대진은 인간의 사적인 욕망을, 주희로 대표되는 송유처럼 내적인 

수양을 통해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절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조구치 유조가 보는 대진의 리는 천하 

사람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사회상관적인 리’이다.30) 이러한 미조구치 유

조의 해석은, 대진의 철학에서 기 개념보다 리 개념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는 이해에 기초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리 개념의 재해석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근대성을 찾겠다는 목적에 경도된 나머지, 대진의 리 개념이 예

28) Ivanhoe, Confucian Moral Self-cultivation, Hackett Pub., 2000.

29) Ivanhoe, Three streams: Confucian reflections on learning and the moral heart-mind 
in China, Korea, and Japan, 2016, pp. 49-59.

30) 미조구치 유조, 김용천 역, 중국 전근대 사상의 굴절과 전개, 동과서, 2007, pp. 
39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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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와 같다는 점이 가지는 의미를 과소평가한 문제가 있다. 예가 사람들 

간의 욕망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전국시대 사상

가인 순자가 제시한 것이다. 즉, 미조구치 유조는 순자와 대진의 유사성을 

간과하고, 근대의 시초로서만 대진을 보려 한 것이다.

이시는 대진의 철학이 전근대적인 도덕철학보다 서구근대의 인식론

에 가깝다고 본다. 그래서 이시는 대진이 말하는 리는 진리를 말하며 기는 

현상을 말한다고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이 말하는 자연에서 필연으

로의 이행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 이시는 주장한다.31) 하지만 대진이 말하는 리를 서구적 이성 혹은 진리

로 보는 관점은 대진 당대의 과학적 발전을 간과한 문제가 있다. 대진은 천

문학자이자 지리학자로도 명망이 높았는데, 대진은 이들 분야의 연구를 통

하여 진리의 변화가능성과 고전의 오류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32) 만일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대진은 명(明)대의 왕정상(王廷相, 1474-1544)과 유

사하게 리(理)가 변화하는 것이라 서술했을 것이다.33) 하지만 대진은 리는 

변하지 않는 법칙[不易之則]이며, 이는 공자, 맹자가 남긴 고전에 잘 보존되

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대진의 고증학이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

기에 근대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진의 철학이 서구적 이성과 

과학적 진리를 주장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지나치다 하겠다.34)

이상의 연구사 정리에서 드러나듯이, 대진 철학에서 리가 수행하는 

31) 石井 剛, 戴震と中国近代哲学―漢学から哲学へ, 知泉書館, 2014.

32) 존 헨더슨, 문중양 역,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상관적 우주론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부정의 역사, 소명출판, 2004. 당대의 진리관의 변화에 관해서는 5-9장 참고.

33) 왕정상의 리기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정근, 기 철학자들의 우연성에 대한 성찰 , 
동양철학연구, 제 52집, 동양철학연구회, 2007 참고.

34) 대진이 과학적 진리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진의 철학이 서
구의 근대적 이성과 진리를 강조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대진의 철학은 현재의 과
학적 연구 성과가 근사적 진리라고 이해하는 과학적 실재론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진리
를 심지로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를 다루는 인식론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진은 
원선 서와 맹자자의소증 서에서 밝혔듯이 맹자의 원의를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철학
적 저술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철학적 저술에서 인간의 본성과 성장에 대해서 다
루고 있다. 게다가 대진의 동료 고증학자들은 일련의 대진의 철학적 저술을 의미없는 것으
로 평가절하 하였다. 즉, 대진은 천문, 지리, 음운 등의 실증적 고전연구와 인간에 대한 철
학적 탐구를 분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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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진을 기 중심의 철학자로 보는 연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로 야마노이 유우가 지적했다시피, 대진의 기에 대한 설명은 음양과 오행이 

쉬지 않고 변화하여 만물을 만들었다고 언급하는 정도로 소략하다. 오히려 

대진은 주저인 맹자자의소증의 1/3을 ‘리’를 설명하는데 할애하며 리 개

념을 재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진이 송유의 리 개념은 불교와 노장의 말

을 끌어와 고전을 왜곡한 것으로 이를 타파해야 한다며, 리를 개별 사물의 

법칙을 의미하는 조리라 재정의하였다는 점을 기존의 연구는 간과하였다. 

둘째로 대진을 기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진이 조리 개념

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던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가 예(禮)를 따르는 것

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매끄럽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개별 사물의 리라는 조리 개념이 갖

는 함의가, 도덕성이 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기준을 받아들여 ‘성장’

해야 한다는 순자식의 인간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 대진의 생애와 저작들35)

대진(戴震, 1724-1777)은 청조 중기를 살았던 학자로, 자는 동원

(東原)이고 안휘성 휴녕현 사람이다. 그의 생애는 청조가 가장 융성했던 옹

정제(재위 1722-1735)와 건륭제(재위 1735년-1796) 연간에 걸쳐있으며, 

대진은 당대에 음운, 지리, 전장제도를 연구한 고증학자로 명망이 높아 말년

에 건륭제의 사고전서 사업에 찬수관으로 발탁되었는데, 과로로 관에서 55

세에 사망하였다.

청사고본전을 비롯한 행장들이 대진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35) 대진의 생애와 저술에 관한 서술은 戴震全書 (黄山书社, 1994) 第7冊에 모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淸史稿本傳 과 余廷燦이 지은 戴東原先生事略 , 洪榜이 지은 戴先生行狀
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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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그가 가난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매우 좋아하였다는 점

이다. 청사고본전은 대진이 독서를 좋아하고 깊이 사색하는 사람이었다고 

전한다. 여정찬에 따르면 대진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학문을 함께 할 스승

이나 벗이 없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세속의 학문을 배우지 않고, 

공자의 육경을 듣고는 학문에 매진하였다고 한다. 홍방은 대진이 독서를 좋

아하여 한 번 보기만 해도 외우고, 매일 수 천 글을 쉬지 않고 외웠다고 전

한다.

이러한 대진의 학문적 열정에도 불구하고 대진은 과거 시험에 계속 

실패하였다. 대진은 건륭 16년에 보현학생이 되었고, 27년에 향시에서 뽑혔

으며, 38년에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사고전서 찬수관으로 천거되었다. 사고

전서 찬수관이 된 후에도 대진은 과거 시험에 계속 도전하였는데, 죽기 2년 

전에야 진사로 급제하여 한림원 서길사가 되었다. 이러한 대진의 평생에 걸

친 과거 응시는, 그가 맹자를 앞세운 체제에 반항하는 근대적 지식인이라기

보다 체제에 순응하고자 하였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36)

여러 행장에서 전하는 일화는 대진의 학문 방식을 짐작하게 한다. 

어려서 대진이 대학장구를 배우고 있었는데, 대진은 스승에게 공자와 증

자, 주희가 살았던 시대가 같은지 다른지 물어보고, 주희의 주석이 어떻게 

공자와 증자의 뜻을 풀이한 것인지 되묻는다. 이처럼 저자의 생년을 따지는 

대진의 학문적 엄밀성은,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따지는 설문해자, 
이아, 방언 등의 글자와 음운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대진은 사고전서 편찬에 참여한 고증학자로 명망이 높지만, 동시에 

상당히 젊었을 때부터 철학에 관심을 갖고 여러 저술을 남겼다. 대진은 고

증학의 두 분파 중 하나인 환파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목

표와 동기, 정열, 도덕적 행위의 의미 등을 사색”37)하는 철학적인 글을 쓴 

36) 대진과 동시대를 살았던 고증학자들 중에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재야의 학자로 살았던 
이들도 다수였다. 하지만 대진 당대의 신사층은 보편적으로 과거시험의 급제를 바랐고, 과
거시험에 급제하면 상당한 이익과 특권이 따라왔다. 이 점을 고려하면, 대진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과거시험에 계속하여 도전하였으리라 볼 여지도 있다.

37) 조너선 D. 스펜서, 김희교 역, 현대 중국을 찾아서, Vol. 1, 이산, 1998,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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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학자로 분류된다. 청사고본전은 대진의 철학에 대한 관심을, “대진은 

성음, 문자에서 훈고(訓詁)를 구하여, 훈고에서 의리(義理)로” 나아감을 취

하였다고 표현한다. 벤자민 엘만과 카이 윙 초우도 대진의 음운에 대한 연

구 방법이 철학적 탐구에까지 확장된 결과물이 맹자자의소증을 비롯한 인

간의 도덕성을 다루는 일련의 철학적 저술이라 평가한다.

청사고본전에 따르면 대진의 학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는 음운[小學]이고, 둘째는 지리[測算]이고, 셋째는 전장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진의 전장제도에 관한 저술 중에서도38) 그의 사상

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맹자자의소증을 중심으로, 이를 완성하기까지 그가 

작성한 완결된 저작 세 편-원선, 서언, 맹자사숙록-을 추가하여, 총 

네 편의 저작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필요에 따라 대진이 저술한 
중용보주와 모시보전을 참고할 것이다.39) 우선 맹자자의소증을 중심으

로 하는 이유는, 대진 본인이 자신의 사상의 정수는 맹자자의소증에 담겨

있다고 단옥재(段玉裁, 1735-1815)와의 편지에서 썼으며40), 대진은 죽기 

전까지 맹자자의소증의 수정을 거듭할 정도로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원

선, 서언, 맹자사숙록 세 편은 대진이 맹자자의소증을 완성하기 이

전에 완성한 저작이다.41) 완성된 저작은 저자가 자신의 사상체계의 전모를 

38) 중화서국에서 1982년에 간행한 리학총서(理學叢書) 맹자자의소증에서는 맹자자의소
증을 필두로 원선, 서언, 맹자사숙록을 배치하였으며 대진이 주고받은 짧은 편지와 
짧은 논문, 그리고 부록으로 중용보주를 모아두었다. 리학총서의 ‘리학’이 북송대에 흥
기한 도학, 성리학, 의리학을 의미하며, 리학총서는 이 사상의 흐름에 있는 저작의 모음이
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진의 철학이 북송대 이래 전개된 중국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라 볼 수 있겠다.

39) 본고에서 인용하는 대진의 원문은 모두 戴震全書 (黄山书社, 1994)를 기준으로 교열했
다. 원선, 서언, 맹자자의소증은 임옥균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40) 戴震, 與段若膺書 , 孟子字義疏證, 中華書局, 1962.

41) 서언과 맹자사숙록의 간행 시기에 관한 논쟁이 있다. 야마노이 유우는 서언 이후
에 맹자사숙록이 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언, 맹자사숙록, 맹자자의소증으로 갈
수록 대진이 주장하는 바가 더 선명하고 일관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야마노이 유우
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황준걸은 주조무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맹자사숙록
을 건륭 34년 기축년(1769) 여름과 가을이 교체하는 시기, 서언을 건륭 35년 경진년
(1770)과 건륭 36년 신묘년(1771) 사이에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본고에서는 대진의 양
명학파 관련된 인용이 가감되는 사례 등을 보아 서언 이후 맹자사숙록이 편찬된 것으
로 판단한다.



- 15 -

담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친우와 주고받은 편지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쓴 짧은 논문보다 더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증적으로는 원선, 서언

, 맹자사숙록, 맹자자의소증 네 편에 걸쳐있는 자구의 동일성과 유사

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42), 표현상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사상적으로

도 네 편에서 대진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일관되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맹자자의소증에 담긴 대진의 생각을 핵심으로, 그 

형성 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원선, 서언, 맹자사숙록을 활용할 것이

다.43)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인 대진 최후의 작품인 맹자자의소증은 

상당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진은 맹자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주

요한 개념어들-리(理), 천도(天道), 성(性), 재(才), 도(道), 인의예지(仁義禮
智), 성(誠), 권(權)-을 추려서 이를 개별 항목[目]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 

각 조목[條]을 나열했다. 각 항목은 주제어에 대한 정의로 시작하고, 그 이

후 조목에는 주제어와 관련된 가상의 질문자와 대진의 답변이 제시된다. 
원선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조목별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면, 서언과 맹

자사숙록에서는 조목별로 가상의 질문자와 대진의 답변이 제시되었다. 맹

자자의소증은 이 둘의 종합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각 조의 첫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는 대진이 그의 최종작에서 자신의 정리된 견해를 주제어의 정

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개념어를 선정하여 설명하는 맹자자의소증의 독특한 구성이 

대진의 고증학적 연구방법이 반영된 것이라 벤자민 엘만은 평가한다.44) 그

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배열은 리기론, 본성론, 수양론으로 이어지는 전

통적인 철학의 구도를 따라간다. 왜냐하면 대진은 상권 리(理) 목에서는 리

에 대한 그의 생각을 풀어내고, 중권 천도 목에서는 주역 계사 상 과 음

42) 야마노이 유우는 서언, 맹자사숙록, 맹자자의소증에서 자구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상세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노이 유우, op.cit., pp.512-513을 참고.

43) Chung-ying Cheng은 대진의 맹자자의소증은 최후의 저작으로서 의의를 가지나, 그의 
사상의 핵심은 이미 완결된 원선 세 편에 다 담겨있다고 평가한다. 이와 다르게 David 
S. Nivison은 맹자자의소증을 그의 최고 걸작(magnum opus)으로 평가한다.

44) 벤자민 엘만, op.cit.,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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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오행을 연관지어 기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중권 성(性) 목에서

는 본성에 대한 그의 주장을, 하권 재(才) 목에서는 개인마다 다르게 가지

고 있는 재질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하권 도(道) 목에서는 인간의 도는 

먹고 마시는 일상의 변화이며, 인의예지 목에서는 ‘지(知)’를 온전히 계발하

면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의 기준을 설명하며, 성(誠) 목에서는 이 삶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권(權) 목에서는 실천 방법 중에서 가

장 중요한 마음의 저울질하는 능력에 대하여 설명한다.

3. 예비적 고찰: 자연과 필연

대진은 최초의 철학적 저작인 원선에서부터 최후의 철학적 저작

인 맹자자의소증까지 자연과 필연을 특별한 개념어로 활용한다.45) 이들 

저작에서 드러나는, 대진의 핵심적인 주장은 자연의 상태에서 필연의 상태

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필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자연을 온전하게 함이니, 이것을 자연의 극치라

고 한다.46)

필연은 자연과 두 가지 일이 아니다. 자연에 나아가 밝히기를 다하여 조금의 

잘못도 없는 것이 그것의 필연이다. 이와 같은 이후에 유감이 없고 이와 같은 

이후에 안정되니, 이것이 성현이 말하는 자연이다.47)

45) 대진에게 자연과 필연이 특별한 개념어라는 점은 대다수의 대진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그 
중에서도 자연과 필연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미 부여를 한 사람으로, 장대년은 대진의 필연
은 당연 또는 당위라 해석한다. (장대년, op.cit., pp. 751-752) 황준걸은 대진의 자연은 
소이연(所以然)에 가깝고 필연은 소당연(所當然)에 가깝지만, 이 둘은 순환관계라 평가한
다. (황준걸, 함영대 역, 이천 년 맹자를 읽다: 중국맹자학사, 성균관대학교, 2016, p. 
451) 임옥균은 “대진에게 있어서 기는 자연이고 리는 필연”이라 주장한다. (임옥균, 대진
철학에 나타난 ‘주자학적 사유의 비판’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5, p. 
71).

46) 원선 상6 歸於必然適全其自然, 此之謂自然之極致.

47) 서언 상16, 맹자사숙록 중5 必然之與自然, 非二事也, 就其自然, 明之盡而無幾微之
失焉, 是其必然也; 如是而後無憾, 如是而後安, 是乃古賢聖之所謂自然也. 원선, 서언
, 맹자사숙록, 맹자자의소증에는 자구가 유사하거나 겹치는 경우가 많다. 완전히 겹
치는 경우 이처럼 출전만 병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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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필연과 두 가지 일이 아니다. 자연으로 나아가서 밝히기를 다하여 조금

의 잘못도 없는 것이 그것의 필연이다. 이와 같은 이후에 유감이 없고 이와 같

은 이후에 안정되니, 이것이 자연의 지극한 법칙이다. 만약 자연에 내맡겨 잘

못된 데로 흘러가면, 도리어 그 자연을 상하게 한 것이자 자연이 아니다. 그러

므로 필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자연을 완성하는 것이다.48)

위에서 드러나듯 대진은 일관되게 자연을 출발점으로 필연을 도착

점으로 삼고 있으며, 도착점인 필연을 자연과 전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자연의 완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하는 방식

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간다. 원선에서는 자연에서 필연

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온전함이라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서언
과 맹자사숙록에서는 자연과 필연은 두 가지 일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자

연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알아야만 필연이 된다고 덧붙였다. 즉, 

자연에서 필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그 방법

이다. 또, 필연에 도달해야 유감이 없고 안정되는데, 서언과 맹자사숙록
에서는 이를 성현이 말하는 자연이라 표현하였다. 맹자자의소증에서는 필

연은 자연의 지극한 법칙이라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무엇보다도 맹자자의

소증에서는 자연을 상하게 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며, 필연으로 돌아가야지

만 자연을 완성시킬 수 있다며 자연에서 필연으로 이행이라는 하나의 방향

만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즉, 자연의 귀착점은 필연뿐이다.49)

48) 맹자자의소증 상 리15 自然之與必然, 非二事也. 就其自然, 明之盡而無幾微之失焉, 是
其必然也. 如是而後無憾, 如是而後安, 是乃自然之極則. 若任其自然而流於失, 轉喪其自
然, 而非自然也; 故歸於必然, 適完其自然.

49) 미조구치 유조는 이 대목에서 대진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위의 발언은 필연으로 귀결됨으로써만 자연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서, 잘못된 데로 흐르는 

것을 원리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며 그러한 자연은 ‘자연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욕망을 예로 들어 말하자면, 잘못된 데로 흐르는 욕망은 욕망이 아닌 것이 된다. 이것은 
기질에 악이 소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선으로 파악하는 안원의 성선설을 계
승한 대진의 하나의 귀결점이었다. 혈기, 심지의 자연, 기품과 기질, 인간을 모두 선험적으
로 합법칙적으로 파악하는 이와 같은 완전한 성선설에서 승인되는 자기 욕망이란 본래적
으로 타인의 욕망과의 상호 연계성을 내재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체의 생존은 선험적
으로 천하적 연계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이 천하적 연계는 개체 대 개체의 주체
적 대립을 배제한다.” (미조구치 유조, op.cit., p.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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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 수 있듯이, 대진은 자연과 필연을 두 가지 일이 아니라

며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연결하려고 하지만, 실상 자연에서 필연으로 나아

간 만큼, 그만큼 둘은 다르다. 자연을 끝까지 다 살펴서 조금의 잘못도 없

어야 필연이며, 자연에 내맡겨 자연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필연이기에, 

자연과 필연은 다르다. 특히 자연을 자연에 맡기면 안 된다는 주장은, 자연

을 저절로 그러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의미로, 자연에 무언

가 다른 것이 더해져야 한다는 함의가 있다. 이러한 자연과 필연의 분리는, 

대진이 자연과 필연을 구분하는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진은, 자연을 저절로 그러하다는 표현에 어울리게 기의 변화와 

관련된 감각가능한 현상들을, 필연을 반드시 그러하다는 표현에 어울리게 

리의 불변과 관련된 개별 사태의 법칙을 가리키는데 사용한다. 예를 들면, 

대진은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은 자연이고, 하늘과 땅, 사람과 사물, 일과 행

위에서 리를 얻은 것은 필연에 귀결된 것이라 말한다.50) 따라서 자연의 완

성이 필연이라는 대진의 주장은,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이 각각 그에 맞는 

리를 얻어야만 유감이 없고 안정된다는 의미이다. 즉, 자연에서 필연으로 이

행을 위해서는 리의 획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연과 필연의 분리는 대진이 인간의 본성과 ‘선’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선’은 ‘필연’이고 ‘본성’은 ‘자연’이다. ‘필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자

연’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자연’의 지극한 법칙이라고 하는데, 하늘

과 땅, 사람과 생물의 도가 여기에서 다한다. 천도에 있으면 나누어 말하지 않

지만 사람과 생물에 있으면 나누어 말해야 비로소 밝아진다.51)

여기서 대진은 필연을 선이라, 자연을 본성이라 주장한다. 또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연을 자연의 완성이자 자연의 지극한 법칙이라 

50) 맹자자의소증 상 리13 實體實事, 罔非自然, 而歸於必然, 天地, 人物, 事爲之理得矣.

51) 맹자자의소증 하 도1 善, 其必然也; 性, 其自然也; 歸於必然, 適完其自然, 此之謂自
然之極致, 天地人物之道於是乎盡. 在天道不分言, 而在人物, 分言之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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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한다. 따라서 자연인 본성을 필연인 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본성의 

완성이자 본성의 지극한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천지인물의 도가 필

연에서 다 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대진은 하늘과 

땅의 도는 자연과 필연이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사람과 사물의 도는 자연

과 필연을 나누어서 말해야지 분명하다고 구분한다. 사람과 사물의 경우에 

자연 상태의 본성과 필연 상태의 선은 두 가지 다른 것이다.

위와 유사한 천지, 사물과 인간의 구분은, 서언에도 있다. 선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부르는 이름이고, 본성은 실제를 가리키는 이름이라 대

진은 주장한다. 이어서 하늘의 도는 선과 본성, 아름답고 좋은 것과 실제를 

나누어서 말할 수 없지만, 사람과 사물에 있어서는 선과 본성, 아름답고 좋

은 것과 실제를 나누어서 말해야지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왜냐하면 천지의 기의 변화는 그치지 않아 낳고 낳아 쉬지 않는데 그 실제

가 곧바로 순수하게 아름답고 참으로 좋은 선이기 때문이며, 인간의 일상생

활은 그 자연을 잃지 않아야 순수하게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선이 되기 때

문이다.52)

따라서 대진이 앞서 자연과 필연은 두 가지 일이 아니라고 말한 내

용은, 인간에게는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렵다. 오히려 인간에게는 자연과 필

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천지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필연의 일치

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읽는 편이 더 정합적이다. 즉, 인간은 자연

적인 본성을 필연적인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을 완성시키는 

방법은 필연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이 기로 이루어진 자연적인 

본성을 필연인 리에 밝은 상태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대진의 

철학에서 인간은 리를 획득하여 본성을 선하게 만들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

52) 서언 상23 天地之氣化, 流行不已, 生生不息, 其實體即純美精好; 人倫日用, 其自然不
失即純美精好. ... 善者, 稱其美好之名; 性者, 指其實體之名; 在天道不分言, 而在人物分
言之始明. 대진이 말하는 실체(實體)는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실체(substance)와는 다르다. 
오히려 인간이 직접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의 실제의 상태나 내용을 가리킨다. 현
대 한국어의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다’에서 사실의 경우나 형편을 의미하는 ‘실체’와 유사
한 의미라 할 수 있겠다. Ann-ping Chin이 맹자자의소증의 실체와 실사(實事)를 
‘concrete objects and concrete affairs’라 번역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체를 실제라, 실체와 실사를 구체적인 사건과 사물이라 번역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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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대진 철학의 구도에서, 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다. 그래서 본론은 리가 결여된 인간의 본성과, 본성이 획득해야 하는 리와, 

리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순서대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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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인 본성

이 장에서는 대진이 제시하는 인간의 본성이 외부의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을 논하는 예기 악기 의 구도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

다. 대진은 맹자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본성은 선하다[性善]’는 명제를 포기

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진이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은 기(氣)로 구성되어 있

기에, 그 자체로 선하다고 하기 어렵다. 대진은 신체를 움직이는 혈기(血氣)

와 그에서 파생된 심지(心知)를 인간의 본성이라 주장한다. 심지는 마음의 

‘지(知)’인데, 대진은 심지에 리(理)를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부

여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선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나아가 대진은 신체의 

성장과 심지의 계발, 양자가 모두 연속적이라고 주장함을 통하여 자신이 맹

자와 마찬가지로 단일한 본성의 완성을 주장한다고 내세운다. 이를 통하여 

대진은 자신은 하나의 근본을 주장한 맹자이며,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구

분한 송나라의 유학자들은 두 가지 근본을 주장한 묵자 이지와 같다고 맹

자 05:05를 차용하여 비판한다.

1.1. 혈기와 심지인 본성

대진은 초기작인 원선부터 최종작인 맹자자의소증까지 일관되

게 예기 악기 의 ‘혈기와 심지의 본성[血氣心知之性]’이라는53) 표현에 

근거하여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본성은 혈기와 심지라고 주장한다. 대진의 

최종적인 입장은 아래와 같다.

혈기와 심지는 본성의 실제이다.54)

본성이란 음양오행에서 나누어져서 혈기와 심지가 된 것으로, 사물을 구별하

53) 예기 악기  夫民有血氣心知之性, 而無哀樂喜怒之常, 應感起物而動, 然後心術形焉.
54) 맹자자의소증 중 천도1 血氣心知, 性之實體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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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 주는 것이다.55)

대진의 비판대상인 주희로 대표되는 송나라의 유학자들이 본성은 

리(理)라고 한 것과 다르게, 대진은 본성의 실제는 혈기와 심지이며, 이 두 

가지는 음양과 오행이라는 기의 변화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리

고 혈기와 심지가 있기 때문에, 사물을 구분할 수 있다고 대진은 덧붙인다.

혈기는 신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의 내부를 흐르는 기운이다.56) 대

진은 호흡을 통하여 천기에 통하고 음식을 통하여 지기에 통해서 신체에 분

포되어 있는 경맥을 따라서 몸 전체를 순환하는 것이 바로 혈기라 설명한

다.57) 대진이 말하는 혈기는 구체적으로 호흡과 혈액을 가리킨다. 호흡은 

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혈액은 음식을 통하여 지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며, 둘 다 바깥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와 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신체를 움직

일 수 있게 해 준다.58) 그래서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인간과 동

물은 혈기를 기르는 생명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진은 혈기를 기르

는 방법으로 음식의 섭취를 가장 자주 이야기한다.59)

대진은 여러 차례 혈기가 있으면 심지(心知)가 있다고 반복한다.60) 

55) 맹자자의소증 중 본성1 性者, 分於陰陽五行以爲血氣心知, 品物區以別焉.

56) Wing-tsit Chan은 혈기를 blood and vital force라 직역한다. 이와 유사하게 Ann-ping
도 blood-and-ch’i라 직역한다. Chung-ying Cheng은 blood, breath라 역시 직역한다. 
Kwong-loi Shun은 대진의 혈기를 ‘physical makeup’이라 번역하는데 makeup의 사전적 
의미가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특질들의 모음[the combination of qualities that form a 
person’s temperament]’인 점을 고려하면, Shun의 혈기에 대한 번역은 신체에서 파생된 
개인의 특징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57) 서언 상9 以動物言, 呼吸通天氣, 飲食通地氣, 皆循經脈散布, 周溉一身, 血氣之所循流
轉不阻者, 亦於其理也. 이 인용의 끝 부분에 있는 리에 관한 설명은 3.2 참고.

58) 한어대사전에서 혈기의 1번 뜻은 “혈액과 호흡, 사람과 동물의 체내에 보존된 특별한 생
명활동의 두 가지 중요한 바탕[血液和氣息. 指人和動物體內維持生命活動的兩種要素]”이
다.

59) 맹자자의소증 상 리9 如血氣資飮食以養, 其化也, 卽爲我之血氣, 非復所飮食之物矣.

60) 원선 상1 有血氣, 斯有心知., et passim.. 혈기가 있으면 심지가 있다고 대진이 여러 군
데에서 반복하고 있지만, 대진은 혈기와 심지가 어떠한 관계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
는다. 후외려는 이에 대하여, “대진의 인식과정 중 혈기와 심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비
록 진일보한 설명을 한 것이 없으나 그는 심지와 혈기가 불가분의 관계이고 심지는 혈기
로부터 온 것이며 혈기가 있으면 심지가 있다는 것을 긍정했으며 따라서 혈기의 밖에 따
로 무슨 천심이 있다는 신비주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후외려, op.cit., p. 321) 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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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슷한 표현으로 ‘혈기를 가진 것들은 모두 정상(精爽)을 가지고 있다’고

도 말한다. 정상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61), 대진은 정

상을 심지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대진은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은 정상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인간의 정상은 신명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라 말한다.62)

심지에 대해서는 2.2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우선은 혈기와 심

지인 본성이 사물을 구별하게 해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

겠다. 대진은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이라면 비록 각기 다른 신체를 가

지고 있지만 그 신체를 관통하는 혈기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 또 혈기에

서 파생되는 심지도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모든 생물이 혈기와 심지를 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진은 순자의 생명체 구분과 유사하게63), 기는 움

직이면서 형체는 움직이지 않는 풀과 나무와 혈기가 있어서 형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한다.64) 대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혈기의 근

거가 되는 신체가 류(類)별로도 다르고 개체마다도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다.65) 그렇다면 혈기와 심지의 본성이 사물을 구별하게 해 준다는 대진의 

다. 선진, 한대에 혈기와 지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문헌들도 대진과 유사한 입장을 취한
다. 자세한 것은 장원태, 주희의 지각 개념의 연원 , 철학사상, Vol. 35, 서울대학교 철
학사상연구소, 2010, pp. 41-47 참고.

61) 한어대사전에서 정상의 1번 뜻은 정신(精神)이고, 2번 뜻은 혼백(魂魄)이며, 3번 뜻은 
“신기정상과 같은 말이다[猶言神清氣爽]”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한어대사전에
서 정상의 1번 뜻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져온 용례이다. 좌전 소공 7년에 “사물을 써서 정
력이 많아지면, 혼백이 강해지니 그래서 정상이 신명에 이를 수 있다[用物精多, 則魂魄強, 

是以有精爽至於神明]”는 구절이 있다. 대진도 이와 유사하게 인간의 정상이 신명의 경지
에 이르면 사물의 바꿀 수 없는 법칙을 모두 알 수 있다고 말한다.

62) 맹자자의소증 중 성3 凡血氣之屬皆有精爽, 而人之精爽可進於神明.; 서언 중9 何以
得其當否? 心之神明也. 人之異於禽獸者, 雖同有精爽, 而人能進於神明也. 理義豈別若一
物, 求之所照所察之外? 而人之精爽能進於神明, 豈求諸氣稟之外哉!

63) 순자 ｢왕제｣ 19 水火有氣而無生, 草木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義, 人有氣, 有生, 有
知, 亦且有義, 故最爲天下貴也. 力不若牛, 走不若馬, 而牛馬爲用, 何也? 曰: 人能群, 彼
不能群也. 人何以能群? 曰: 分. 分何以能行? 曰: 義. 故義以分則和, 和則一, 一則多力, 
多力則彊, 彊則勝物; 故宮室可得而居也. 故序四時, 裁萬物, 兼利天下, 無它故焉, 得之分
義也.

64) 서언 상14, 맹자사숙록 중3, 맹자자의소증 중 성2 氣運而形不動者, 卉木是也. 凡
有血氣者, 皆形能動者也.

65) 원선 중5 人物之生, 類至殊也. 類也者, 性之大别也.; 맹자사숙록 중1 是以及其流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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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실질적으로 생물들이 각기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신체에 

근거한 혈기와, 또 그 혈기에 근거한 심지를 가지고 있기에 구분이 가능하

다는 의미이다. 즉, 신체의 다름과 거기서 순차적으로 파생되는 혈기와 심지

의 차이가 사물의 구분을 돕는다.

신체를 순환하는 기운인 혈기는 몸의 기호와 욕구의 근거이다.66) 

즉, 혈기의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기호와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

시켜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인간과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반복

하는 것이다. 비록 그 구체적 양상은 개체마다 조금씩 다를지라도, 혈기를 

가진 인간과 동물은 모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대진은 혈기를 가진 종류의 공통점으로 모두 삶을 바라고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알며, 이를 기준으로 이로움과 해로움을 판단한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혈기’를 가진 종류는 모두 삶을 바라고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이로움으로 나아가고 해로움을 피한다. 비록 (그 지각이) 밝거나 어두

워 같지 않을지라도, 삶을 바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는 점에서는 같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여기에 있지 않다. 금수는 어머니

는 알지만 아버지는 모르는데, 이것은 지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가 낳은 자식과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암놈과 수놈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 종류는 서로 물어뜯지 않는 것, 사는 집을 서로 부수지 않

는 것은 모두 삶을 바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아간 것이다. 한편으로

는 자신을 이롭게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친한 것들에까지 미치는 것은 모두 

‘인’에 속하는 것이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인한 것이고, 자신이 

친한 것들에까지 미치는 것은 친한 것들에게 인한 것이다. ‘심지’가 ‘자연’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역시 여기에 있지 않

다.67)

不特品類不同, 而一類之中又復不同.; 맹자자의소증 중 성2 凡有血氣者, 皆形能動者也. 
由其成性各殊, 故形質各殊; 則其形質之動而爲百體之用者, 利用不利用亦殊., et passim..

66) 맹자자의소증 상 리8 孔子曰: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長也, 血氣方剛, 戒
之在鬪; 及其老也, 血氣旣衰, 戒之在得.  血氣之所爲不一, 擧凡身之嗜欲根於血氣明矣, 
非根於心也.

67) 맹자자의소증 중 성2 凡血氣之屬皆知懷生畏死, 因而趨利避害; 雖明暗不同, 不出乎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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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기를 가지고 있는 생물은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기준으로 손익을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나의 혈족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

례로, 자기가 낳은 자식과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암수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 종류를 해치지 않는 것, 사는 집을 서로 부수지 않는 것

을 제시한다. 이 모든 경우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과 가까운 것의 생명을 보

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간과 동물의 본능이다. 대진은 자신의 혈족

을 아끼는 본능을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이자 심지의 ‘자연’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대진은 인(仁)을 아낀다[愛]라고 풀이하는 것에 착안하여 인

간과 동물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과 가까운 것의 생명을 아끼는 본능적 경향

을 ‘인’이라 부른다. 대진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신을 

아끼는 ‘인’이라, 자신과 가까운 것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

신과 친한 것들을 아끼는 ‘인’이라 부른다. 이러한 대진의 인에 대한 주장은 

고자의 인내의외(仁內義外)설을 연상시킨다. 왜냐하면 고자와 대진 모두 나

의 동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가족 간의 본능적인 사랑을 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68)

나와 내 주변의 손익만을 계산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

간과 동물의 공통점이라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리를 얻을 수 있는 지

각의 밝음 여부이다. 대진은 지각의 지, 각을 나누어 “자다가 깨는 것을 ‘각

(覺)’이라고 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을 ‘지(知)’라고 한다.”고 정의한다.69)

生畏死者同也. 人之異於禽獸不在是. 禽獸知母而不知父, 限於知覺也; 然愛其生之者及愛
其所生, 與雌雄牝牡之相愛, 同類之不相噬, 習處之不相齧, 進乎懷生畏死矣. 一私於身, 一
及於身之所親, 皆仁之屬也. 私於身者, 仁其身也; 及於身之所親者, 仁其所親也; 心知之
發乎自然有如是. 人之異於禽獸亦不在是.

68) 고자의 인내의외설에 대한 설명은 장원태, 고자의 성무선무악설을 중심으로 본 인내의외 
논변 , 규장각, 제 25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에서 pp. 239-247을 참
고했다. 대진은 고자는 자연만을 알고 자연의 완성이 필연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비판한다. 
4.3에서 상술하겠지만 대진은 나의 인을, 사물에 있는 예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하여 심지
를 계발함으로써 천하와 함께하는 인으로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밖에서 예를 받아
들인다는 대진의 주장이나 밖에서 의를 받아들인다는 고자의 주장이나 ‘내외’의 구도로만 
본다면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의 인이나 자연의 완성인 필연의 인이나 인
이라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다며, 대진은 자신은 고자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69) 맹자자의소증 중 성2 知覺云者, 如寐而寤曰覺, 心之所通曰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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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의 각을 잠에서 깬다고 풀이하는 것은 대진의 독특한 풀이이

다. 하지만 이러한 풀이 역시 고전 문헌에 근거를 둔 것이다. 각이라는 글

자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된 선진시대 출전은 장자 제물론

의 호접지몽이 대표적이다.70) 장주가 나비가 되었던 꿈에서 깨어나[覺] 자

신이 장주임을 두리번거리는 것은, 잠에서 신체가 깨어났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고 정신이 깨어났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묵경에서는 

지각[知]을 설명하면서, 자는 것과 깨어나는 것의 관계를 활용한다.71) 잠자

고 있는 상태에는 지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방식을 이어받아 

주희는 맹자에 나오는 지각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서 각을 잠자는 사람을 

불러서 깨우는 것과 같다고 풀이한다.72) 이러한 주희의 주석은 장자와 
묵경의 설명을 더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다. 대진의 각에 대한 정의는 주희

의 설명을 자신의 방식으로 고쳐쓴 것으로 보인다.73)

한편 대진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 지(知)라는 맹자자의소증의 진

술은 서언과 맹자사숙록의 진술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70) 장자 ｢제물론｣ 14 昔者莊周夢為胡蝶, 栩栩然胡蝶也, 自喻適志與! 不知周也. 俄然覺, 
則蘧蘧然周也. 不知周之夢為胡蝶與, 胡蝶之夢為周與? 周與胡蝶, 則必有分矣. 此之謂物
化.

71) 묵경 ｢경상｣ 23 臥, 知無知也.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
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III. 3.2 참고.

72) 맹자집주 09:07 天之生此民也, 使先知覺後知, 使先覺覺後覺也. 予, 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斯道覺斯民也. 非予覺之, 而誰也? ○此亦伊尹之言也. 知, 謂識其事之所當然. 覺, 
謂悟其理之所以然. 覺後知後覺, 如呼寐者而使之寤也. 言天使者, 天理當然, 若使之也. 程
子曰: ｢予天民之先覺, 謂我乃天生此民中, 盡得民道而先覺者也. 旣爲先覺之民, 豈可不覺
其未覺者. 及彼之覺, 亦非分我所有以予之也. 皆彼自有此理, 我但能覺之而已.｣ 비록 주희
가 밑줄 친 부분에서 ‘각’을 잠자는 사람을 불러서 깨우는 것과 같다고 풀이하였을지라도, 
주희는 ‘각’이라는 글자를 대진과 다르게 이해한다. 주희는 ‘각’을 리를 깨닫는 것이라 풀
이한다. 주희집 권32 ｢又論仁說｣ 若據孟子本文, 則程子釋之已詳矣. 曰: ｢知是知此事, 
{如此事當如此也.} 覺是覺此理. {知此事之所以當如此之理也.}｣ 意已分明, 不必更求玄妙. 
{} 괄호는 저자주를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뒤의 인용에서도 같다.

.73) 覺이라는 글자는 각으로도 읽을 수 있고 교로도 읽을 수 있다. 한어대사전에 따르면, 각
으로 읽는 경우 깨닫게 하다[領悟], 명백하다[明白],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다[啟發, 使人
覺悟] 등의 의미이고, 교로 읽는 경우 잠에서 깨다[睡醒], 맑게 깨다[清醒], 잠에서 깬 것
을 가리키다[指睡眠] 등의 의미이다. 대진은 지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覺을 잠
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覺을 ‘교’의 의미에 가깝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7 -

있다. 서언과 맹자사숙록에서는 생각하여 통하는 것이 지라고 말한

다.74) 이 말은 명백히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지만 귀와 눈은 생각하

지 못한다는 맹자의 진술에 기대고 있다.75) 따라서 마음이 통하는 것이 지

라는 표현은 맹자의 주장에 대한 대진의 최종적인 번안이다. 2.2에서 자세

히 언급하겠지만, 대진은 ‘지’를 무언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마음의 능력과 

연관지어 고려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대진이 각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대진이 ‘각’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사례는,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

하는 것, 육지에서 태어난 것이 물을 의식하는 것과 곤충과 새들이 계절마

다 다르게 우는 것과 닭이 날이 바뀌면 우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

지 못하고 육지에서 태어난 것이 물을 의식하는 사례는, 익숙한 것에 대해

서는 깨닫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깨닫는 것으로, 신체가 

외부의 대상과 항상 접촉하고 있으면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접촉하면 깨

닫게 되는 경우이다. 곤충과 새들이 계절마다 다르게 울고, 닭이 날이 바뀌

면 우는 사례는 신체가 외부의 대상과 접촉하여[感] 감각이 깨어나[覺] 소

리라는[聲] 일정한 반응을 내놓는[應] 과정을 겪는 것이다.76) 이처럼 온 몸

이 보이는 ‘각’은, 자다가 깨어나는 것과 같이 신체가 어떠한 대상과 접촉하

여 감각이 자극받아 드러내는 즉각적인 반응이다. 즉, 대진은 ‘각’을 신체가 

외부의 자극을 만나서 감각이 깨어나 보이는 일차적인 반응을 지시하기 위

하여 사용한다.

대진은 온 몸이 모두 깨어날[覺] 수 있다지만 마음의 ‘지(知)’가 깨

어나는 것이 가장 대단하다고 주장한다.77) 대진은 ‘지’에 대한 사례로, 까마

74) 서언 상14, 맹자사숙록 중3 知覺云者, 如寐而寤曰覺, 思之所通曰知.

75) 맹자 11:15 曰: ｢耳目之官不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
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之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弗能奪也. 此為大人而已
矣.｣

76) 서언 상14, 맹자사숙록 중3, 맹자자의소증 중 성2 凡相忘於習則不覺, 見異焉乃覺. 
魚相忘於水, 其非生於水者不能相忘於水也, 則覺不覺亦有殊致矣. 聞蟲鳥以爲候, 聞雞嗚
以爲辰, 彼之感而覺, 覺而聲應之, 又覺之殊致有然矣, 無非性使然也. 이러한 대진의 각에 
대한 설명은 예기 ｢악기｣ 이래로 이어지는 지각과 자극, 반응에 대한 틀 안에서 이해하
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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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은혜갚음, 저구새의 부부유별, 벌과 개미가 군신 관계를 아는 것, 승냥

이의 동물 제사, 수달의 물고기 제사를 제시하고, 이는 리(理)와 의(義)에 

맞는 것이자 그들의 본성에 근거한 것이라 설명한다.78) 또 대진은 오직 인

간만이 ‘지’를 확충하여 신명의 경지에 이르러 ‘인의예지’79)를 온전히 할 수 

있다고 말한다.80) 대진이 제시하는 지의 사례로 보건대, 지는 리에 맞는 반

응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마음의 지(知)가 대상과 접촉하여 보

이는 반응이 가장 대단하다고 대진은 주장한 셈이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리에 맞는 반응을 내놓을 수 있지만, 동물은 특정 경우에만 리에 맞는 반응

을 내놓는다. 반면 인간은 ‘지’의 확충을 통하여 인의예지를 온전히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리에 맞는 반응을 매번 내놓을 수 있다. 따라서 대진이 사

람의 본성은 동물의 본성과 달라서 선하다고81) 주장한 것은, 인간의 심지, 

그 중에서도 지가 계발되어 매번 리에 맞는 반응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

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인간 심지의 특별함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2. 심지의 특별한 지위

대진이 생각하는 인간의 심지가 무엇인지는, 혈기와 심지의 자연에 

77) 맹자자의소증 중 성2 百體皆能覺, 而心之知覺爲大.

78) 맹자자의소증 중 성2 若夫烏之反哺, 雎鳩之有別, 蜂蟻之知君臣, 豺之祭獸, 獺之祭魚, 
合於人之所謂仁義者矣, 而各由性成. 참고로 서언 상 14조에서는, 동물들이 리, 의에 맞
는 반응을 내놓는 것이 지각의 자연이자 본성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 설명한다. 서언
 상14 若夫虎狼之父子, 蜂蟻之君臣, 豺狼之報本, 雎鳩之有別, 其自然之知覺, 合於人之
所謂理義者矣, 而各由性成.

79) 주희가 인의예지의 사덕이 인간의 본성이라 말하는 것과 다르게 (e.g. 맹자집주 13:21 
仁義禮智, 性之四德也., et passim.) 대진은 인의예지를 덕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대진에게 
덕은 중용에서 말하는 지(智), 인(仁), 용(勇) 세 가지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4.1 참고.

80) 맹자자의소증 중 성2 人則能擴充其知至於神明, 仁義禮智無不全也. 仁義禮智非他, 心
之明之所止也, 知之極其量也.; 서언 상14 人則無不全也, 全而盡之無憾者, 聖人也, 知
之極其量也.; 맹자자의소증 상 리15 夫人之異於物者, 人能明於必然, 百物之生各遂其
自然也.; 맹자자의소증 상 리6 人之異於禽獸者, 雖同有精爽, 而人能進於神明也., et 
passim.. 여기서 대진은 인의예지는 마음의 밝음이 머무는 곳으로 ‘지’가 최대한 발휘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81) 서언 중7 人之性善, 其血氣心知異於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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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설명한 아래의 구절에서 드러난다.

사람이 태어난 후에 욕구가 있고 감정이 있고 지(知)가 있다. 세 가지는 ‘혈기’

와 ‘심지’의 자연이다. 욕구에 주어지는 것은 소리·색·냄새·맛인데, 이로 인해서 

사랑하거나 꺼림이 있게 되고, 감정으로 발현되는 것은 기쁨·노여움·슬픔·즐거

움인데, 이로 인해서 꺼리거나 편안함이 있게 된다. 그리고 지에서 분별되는 

것은 아름답거나 추함, 옳거나 그름인데, 이로 인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함이 있

게 된다.82)

대진은 이 인용문에서 보이는 본성, 욕구, 감정, 지(知)의 구도를 
원선, 서언, 맹자사숙록, 맹자자의소증에서 일관되게 제시한다.83) 특

히 원선 상 5조는 ‘혈기와 심지의 본성’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예기
악기 의 원문을 직접 인용하며, 욕구, 감정, 지의 구도를 풀이하기도 한

다.84)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서는 원선, 서언, 맹자사숙록의 관련 내

용을 함께 참고하여 대진이 생각하는 심지의 역할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대진은 혈기와 심지가 있으면 욕구, 감정, 지(知)가 있는데, 이것은 

혈기와 심지의 자연이라 주장한다. 앞서 밝힌 대로, 기의 변화를 통해서 인

82) 맹자자의소증 하 재2 人生而後有欲, 有情, 有知, 三者, 血氣心知之自然也. 給於欲者, 
聲色臭味也, 而因有愛畏; 發乎情者, 喜怒哀樂也, 而因有慘舒; 辨於知者, 美醜是非也, 而
因有好惡.

83) 서언 상21 人分於陰陽五行以成性, 而其得之也全. 喜怒哀樂之情, 聲色臭味之欲, 是非
美惡之知, 皆根於性而原於天.; 맹자사숙록 중3 人之生也, 分於陰陽五行以成性, 而其得
之也全. 聲色臭味之欲, 資以養其生; 喜怒哀樂之情, 感而至乎物; 美惡是非之知, 思而通
於天地鬼神.

84) 원선 상5 記曰: 夫民有血氣心知之性, 而無哀樂喜怒之常; 應感起物而動, 然後心術形
焉.  凡有血氣心知, 於是乎有欲, 性之徵於欲, 聲色臭味而愛畏分; 旣有欲矣, 於是乎有情, 
性之徵於情, 喜怒哀樂而惨舒分; 旣有欲有情矣, 於是乎有巧與智, 性之徵於巧智, 美惡是
非而好惡分. 원선 상 5조와 맹자자의소증 상 리 2조에서는 위 인용과는 다르게 예기
 악기  전반부,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한 것은 하늘의 성이고, 사물에 감응해서 움직이
는 것은 성의 욕구이다. 사물이 이르면 지가 알고, 그런 이후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생겨난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안에서 조절되지 않고 지가 바깥 사물에 이끌려서 자
신을 돌아 볼 수 없게 되면 천리가 없어진다 ( 人生而静,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
也; 物至知知, 然後好惡形焉. 好惡無節於内, 知誘於外, 不能反躬, 天理滅矣. )”를 인용한
다. 이러한 인용의 변화는 예기 악기  전반부의 구도가 대진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에 더 부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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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신체가 만들어지면 이를 순환하는 혈기라는 기운이 있게 되고, 혈기에

서 파생되는 심지가 있게 된다. 혈기는 신체를 순환하는 기운으로 몸의 기

호와 욕구의 근거이다. 그래서 대진은 소리, 색, 냄새, 맛으로 대표되는 인

간의 신체적 욕구를 가장 먼저 제시한다. 인간의 신체를 대표하는 감관인 

귀, 눈, 코, 입은 각기 청각, 시각, 후각, 미각의 능력이 있다. 이 감관의 능

력은 각기 그에 맞는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욕구[欲]의 매개이다. 그래

서 신체의 감관이 외부의 대상과 접하면 욕구가 움직여[感於物而動, 性之欲
也] 그 대상에 따라 사랑하거나 꺼림[愛畏]이라는 일차적인 반응이 있게 된

다. 즉, 신체가 외부의 사물과 만나면, 외부의 사물에 자극을 받아서 신체적 

욕구가 대상에 대하여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응을 내놓는다. 앞서 대진이 지

(知)와 각(覺)을 구분한 것을 살피며, 각은 온 몸에서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일차적인 반응을 내놓는 기능이라 하였다. 이러한 각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

면, 욕구가 있으면 감정이 있다[旣有欲矣, 於是乎有情]는 대진의 설명을 이

해할 수 있다. 즉, 신체의 기관이 외부의 사물에 자극을 받아서 감각이 깨

어나[覺]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놓는다[感而接
於物]는 의미이다. 이 즉각적인 반응은 크게는 꺼리거나 편안해하는 감정으

로, 작게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으로 드러나게 된다.

대진은 혈기의 욕구와 이에서 파생되는 감정이 있은 이후에야, 지

(知)가 있다고 말한다. 대진에 따르면, 지에서는 아름다움과 추함, 옳음과 

그름이 분별[辨]된다. 그리고 이 분별로 인하여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게 된

다[而因有好惡]고 덧붙인다. 즉, 아름다움과 옳음에 대해서는 좋아함[好]이, 

추함과 그름에 대해서는 싫어함[惡]이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미추시비

의 분별과 이에서 파생되는 호오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자.

우선 욕구와 감정이 발생한 이후에 지가 있게 됨을 고려하면, 지가 

미추시비를 분별하는 대상은 욕구와 거기서 기인한 감정이다. 대진은 앞서 

지적한 원선 상 5조에서는 욕구가 있고, 감정이 있고, 그 뒤에 기교[巧]과 

지혜[智]가 있다며, 욕구와 감정이 발생한 이후에 지가 있음을 더 분명하게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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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지[心知]가 욕구와 감정에 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진이 마음의 특별함에 대하여 설명한 세 부

분을 참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과 신하의 비유이다. 대진은 마음과 

감관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감관의 기능은 신하와 같아서 마

음의 부림을 받으며 마음의 기능은 임금과 같아서 누구도 강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말한다. 임금인 심지는 신하인 감관의 욕구와 그 일차적 

반응에 대하여 가부(可否)를 판단한다. 이 가부가 합당한 것이 바로 리와 

의라고 대진은 덧붙인다.85) 따라서 심지는 감관의 욕구와 그에 수반되는 즉

각적 반응에 가부의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이 리에 맞는 경우와 맞지 않

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대진은 마음의 가부판단을 경중을 

구분하는 ‘저울질[權]’이라고도 표현한다. 대진에 따르면, 심지가 대상이 가

벼운지 무거운지 구분하여 분리에 맞으면 바로 리를 얻은 경우이다.86) 세 

번째로 대진은 미추시비를 따져서 호오를 얻는 과정을 맹자의 말을 빌려서 

생각함[思]이라 표현한다. 감관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생각할 수 있

다. 따라서 인간이 생각함을 제대로 수행하여 심지가 막히고 통하지 않음이 

없으면 바로 미추시비를 성인과 같이 따지는 신명의 경지에 이를 수 있

다.87) 이 지점에서 대진이 앞서 2.1에서 지를 마음이 통하는 것이라 정의한 

문장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마음이 통해야 하는 대상은 욕구와 감

정의 원칙인 리와 의이다.88) 주목해야 하는 점은 생각함이 마음에서 즉각적

85) 서언 상16, 맹자사숙록 중5 耳目鼻口之官各有所司, 而心獨無所司, 心之官統主乎上
以使之, 此凡血氣之屬皆然. 其心能知覺, 皆懷生畏死, 因而趨利避害, 凡血氣之屬所同也, 
雖有不同, 不過於此有明闇耳.; 맹자자의소증 상 리8 耳鼻口之官, 臣道也; 心之官, 君
道也; 臣效其能而君正其可否. 理義非他, 可否之而當, 是謂理義. 然又非心出一意以可否
之也, 若心出一意以可否之, 何異强制之乎! 대진은 서언과 맹자사숙록에서는 감관은 
신하이고 마음은 군주라는 명제가 혈기를 가진 모든 종류에게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
만 맹자자의소증에서는 이 표현이 사라진다.

86) 맹자자의소증 하 권1 權之而分理不爽, 是謂理. 야마노이 유우도 지적하다시피, 맹자
자의소증 하 권조는 모두 원선, 서언, 맹자사숙록에 대응되는 내용이 없다. 즉, 대
진이 최후의 저작인 맹자자의소증을 쓰면서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다.

87) 맹자자의소증 상 리6 主施者斷, 主受者聽, 故孟子曰: ｢耳目之官不思, 心之官則思.  
是思者, 心之能也. 精爽有蔽隔而不能通之時, 及其無蔽隔無弗通, 乃以神明稱之.

88) 원선 중5 耳目鼻口之官, 接於物, 而心通其則. 心之於理義也, 天下之理義, 心若其符節
也.; 맹자자의소증 하 재2 美醜是非之知, 極而通於天地鬼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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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온 반응이 아니라 나의 일차적인 반응에 대하여 생각하고 따져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세 표현 모두 심지가 일차적인 반응에 대하여 허락하고, 계산하고, 

따져야 한다고 말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즉, 심지가 얻는 좋아함과 싫어함

은 감관에서 얻는 좋아함과 싫어함처럼 즉각적으로 대상을 접하자마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판단이 리와 의에 맞아야지만 시비에서 근거

한 좋아함이 산출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계산의 결과물이 리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진이 리는 일의 실정[事
情]에 있다고 주장한 점과89)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리가 갖추어지지 않았

다며 주희를 비판한 점을90) 고려하면 대진이 생각하는 지의 시비판단 과정

의 이면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리는 내 마음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일의 실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계산이 리에 

맞는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계산의 기준이 되는 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진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동으로 혈기를 기르는 것처

럼, 심지를 리를 묻고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혈기와 심지가 음양오행에 근본하고 있는 것이 본성이다. 혈기는 음식

물을 섭취하여 길러지는데, 그것이 소화되면 곧 나의 혈기가 되니, 이것은 이

전의 음식물이 아니다. 심지가 묻고 배우는 데서 섭취하여 스스로 얻은 것 또

한 그러하다. 혈기에 대해 말해 본다면 옛날에는 약했는데 지금은 강한 것은 

혈기가 기름을 얻었기 때문이다. 심지에 대하여 말해 본다면 옛날에는 협소했

는데 지금은 광대하고, 옛날에는 어두웠는데 지금은 밝은 것은 심지가 기름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밝아진다”91)고 말했

89) 맹자자의소증 상 리6 以意見爲理, 自宋以來莫敢致斥者, 謂理在人心故也. 今曰理在事
情.

90) 맹자자의소증 상 리5 問: 宋以來儒書之言, 以理爲｢如有物焉, 得於天而具於心 . ... 
曰: 六經, 孔, 孟之言以及傅記群籍, 理字不多見. 今雖至愚之人, 悖戾恣雎, 其處斷一事, 
責詰一人, 莫不輒曰理者, 自宋以來始相習成俗, 則以理爲｢如有物焉, 得於天而具於心 , 
因以心之意見當之也. 於是負其氣, 挾其勢位, 加以口給者, 理伸; 力弱氣懾, 口不能道辭
者, 理屈. 嗚呼, 其孰謂以此制事, 以此制人之非理哉!, et p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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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의 혈기와 심지는 하늘이 정한 것이 종종 고르지 아니한데, 기름을 얻

고 기름을 얻지 못하는 것이 드디어는 큰 차이에 이른다. 진실로 묻고 배우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을 안다면 소화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화

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외워서 대답하는 정도의 배움”92)은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은 것이다. “스스로 터득하면 머무르는 것이 편안하고, 

섭취하는 것이 깊고, 좌우에서 취하더라도 그 근원을 만난다.”93) 나의 심지가 

지극해지면 성인의 신명에 이르게 된다. 신명이란 것도 여전히 마음이다. 마음

은 그대로 마음이고 터득한 것이 그 가운데에 저장된다는 말이 아니다. 마음은 

그대로 마음이고 얻은 것이 그 가운데에 저장된다는 것으로 배움을 말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음식물 그대로 소화되지 않은 배움이다. 하물며 그것으로 본성

을 말함에 있어서랴!94)

대진은 인간의 본성은 기의 변화로 만들어진 혈기와 심지인데, 혈

기는 음식을 통해서 키우고 심지는 묻고 배움으로써 키운다고 주장한다. 묻

고 배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대진이 선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심지의 

기능이 혈기의 욕구와 그 일차적 반응에 대하여 리에 맞는 판단을 내리고 

좋아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묻고 배우는 것은 리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혈기를 기르기 위하여 내 밖의 음식물을 섭취하여 나의 몸의 

일부로 만드는 것처럼, 심지를 기르기 위하여 내 밖의 리를 묻고 배워서 나

의 마음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대진은 주장한다. 즉, 심지를 기르는 방

91) 중용 20:21 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强.

92) 예기 학기(學記)  LJ18, 009 記問之學不足以爲人師, 必也其聽語乎. 力不能問然後語
之. 語之而不知, 雖舍之可也. 良冶之子必學爲裘. 良弓之子必學爲箕. 始駕馬者反之, 車在
馬前. 君子察於此三者, 可以有志於學矣.

93) 맹자 08:14 孟子曰: 君子深造之以道, 欲其自得之也. 自得之, 則居之安; 居之安, 則
資之深; 資之深, 則取之左右逢其原, 故君子欲其自得之也.

94) 맹자자의소증 상 리9 人之血氣心知本乎陰陽五行者, 性也. 如血氣資飮食以養, 其化也, 
卽爲我之血氣, 非復所飮食之物矣; 心知之資於問學, 其自得之也亦然. 以血氣言, 昔者弱
而今者强, 是血氣之得其養也; 以心知言, 昔者狹小而今也廣大, 昔者闇昧而今也明察, 是
心知之得其養也, 故曰 雖愚必明 . 人之血氣心知, 其天定者往往不齊, 得養不得養, 遂至
於大異. 苟知問學猶飮食, 則貴其化, 不貴其不化. 記問之學, 入而不化者也. 自得之, 則居
之安, 資之深, 取之左右逢其源, 我之心知, 極而至乎聖人之神明矣. 神明者, 猶然心也, 非
心自心而所得者藏於中之謂也. 心自心而所得者藏於中, 以之言學, 尙爲物而不化之學, 況
以之言性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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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태에 존재하는 리에 대해서 묻고 배우는 것 하나뿐이다.95)

대진이 특히 강조하는 점은 소화이다. 음식물이 소화되어 혈기가 

되는 것처럼 리도 소화되어 마음이 되어야 한다. 대진은 외워서 답하는 정

도로는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며, 성인과 같은 신명의 경지에 이르러야 리

가 마음이 된 것이라 말한다. 혈기가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성장하고 심지가 

리를 배워서 신명의 경지에 나아가는 것은 모두 본성이라는 출발점이 있기

에 가능한 것이다. 다만 기름을 얻고 얻지 못하는 차이 때문에 성인과 범인

이 구분되는 것이다.

혈기의 기름은 감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비교적 손쉽게 실현될 수 

있는 반면 심지의 기름은 리를 소화시키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

진이 주희를 비판하며 내세웠듯이, 마음은 리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혈기의 기름을 추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 되고 심지의 기

름을 추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러나 대진은 맹자를 인용하여 혈기의 기쁨과 심지의 기쁨을 병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맹자는 “입은 맛에 대해서 함께 맛보고 싶다고 여기는 대상을 갖고 있고, 귀는 

소리에 대해서 함께 듣고 싶다고 여기는 대상을 갖고 있고, 눈은 색에 대해서 

함께 아름답다고 여기는 대상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마음에 이르러서는 유독 함

께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없겠는가?”96) 라고 했다. 그것은 리와 의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맛이 입을 기쁘게 하는 것, 소리가 귀를 기쁘게 하는 것, 색

이 눈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성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맛과 소리와 

색은 외부 사물에 있다가 나의 혈기에 접하는 것이고, 리와 의는 일에 있다가 

나의 심지에 접하는 것이다. 혈기와 심지는 스스로 갖추고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입은 맛을 구별할 수 있고, 귀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눈은 색을 구별할 수 

있고, 마음은 저 리와 의를 구별할 수 있다. 맛과 소리와 색은 사물에 있고 나

95) 대진은 서언 하 10조에서 심지가 리를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독서와 궁리를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212 참고.

96) 맹자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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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나의 혈기에 접하면 혈기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니, 그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더욱 뛰어난 것이다. 리와 의는 사

물의 실정이 가지로 나뉘고 올처럼 밝게 분석되는 상태에 있는데, 나의 심지에 

접하여 심지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니, 그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지극히 옳은 것이다.97)

대진의 주장은 단순하다. 맹자의 말대로, 입이 맛있는 음식을 기뻐

하는 것처럼 마음은 리와 의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입은 맛있는 음식을 받

아들여서 호오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심지는 리와 의를 받아들여

서 호오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리

와 의 모두 나의 바깥에 있는 것이지만, 나의 혈기와 심지는 이들을 받아들

여서 기뻐할 수 있다. 따라서 입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마음이 리

와 의를 좋아하는 것은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혈기와 심지는 모두 

본성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리와 의를 좋아하는 것도 

나의 본성이 시킨 것이다.

감관과 마음이 각자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상응관계를 대진은 부절

을 맞추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한다.98) 감관과 마음 양자 모두 다른 기

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바깥에 있는 대상을 받아들이며, 그에 맞는 좋은 

97) 맹자자의소증 상 리6 孟子言 ｢口之於味也, 有同耆焉; 耳之於聲也, 有同聽焉; 目之於
色也, 有同美焉; 至於心獨無所同然乎 , 明理義之悅心, 猶味之悅口, 聲之悅耳, 色之悅目
之爲性. 味也, 聲也, 色也在物, 而接於我之血氣; 理義在事, 而接於我之心知. 血氣心知, 
有自具之能: 口能辨味, 耳能辨聲, 目能辨色, 心能辨夫理義. 味與聲色, 在物不在我, 接於
我之血氣, 能辨之而悅之; 其悅者, 必其尤美者也; 理義在事情之條分縷析, 接於我之心知, 
能辨之而悅之; 其悅者, 必其至是者也.

98) 대진은 감관과 그에 맞는 대상, 마음과 리와 의가 짝이 된다는 구도를 원선에서부터 
맹자자의소증에까지 일관되게 유지한다. 하지만 그 짝을 지시하는 표현은 조금씩 달라진
다. 원선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부절과 같다며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서
언, 맹자사숙록, 맹자자의소증에서는 마음과 리와 의의 관계는 혈기와 기호, 욕구의 
관계와 같으며 이는 모두 본성이 시키는 것이라 표현한다. 원선 중5 耳之於聲也, 天下
之聲, 耳若其符節也; 目之於色也, 天下之色, 目若其符節也; 鼻之於臭也, 天下之臭, 鼻若
其符節也; 口之於味也, 天下之味, 口若其符節也; 耳目鼻口之官, 接於物, 而心通其則. 心
之於理義也, 天下之理義, 心若其符節也; 是皆不可謂之外也, 性也. 耳能辨天下之聲, 目能
辯天下之色, 鼻能辨天下之臭, 口能辨天下之味, 心能通天下之理義, 人之才質得於天, 若
是其全也.; 서언 상15, 맹자사숙록 중4, 맹자자의소증 상 리8 以此見, 心之於理義, 
一同乎血氣之於嗜欲, 皆性使然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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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만나서 기뻐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내 놓는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대진

의 주장은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점은 뛰어난 맛

과 소리와 색은 감관이 즉각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응을 내놓는 것인

데[覺], 리와 의는 사물의 실정이 가지와 올처럼 밝게 분석되어야 획득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야 심지가 좋아함과 싫어함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즉, 

맛과 소리와 색과 같은 감각적인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혈기가 즉각적으로 

뛰어난 것을 구분하여 호오의 감정적 반응을 내놓는다. 하지만 리와 의와 

같은 도덕적인 원칙은 사물을 심지가 세밀하게 분석하여 미추시비의 판단을 

정확하게 내렸을 때에야 호오를 내놓는다.

이러한 판단에 수반되는 호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대진이 

제시하는 답은, ‘옳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여겨서 좋아해야 하고, 그르기 때

문에 추하다고 여겨서 싫어해야 한다’는 의무에 가깝다. 왜냐하면 대진은 

인간이 사려와 의지를 따르느냐 거스르냐에 따라서 미추시비의 호오가 갈린

다고 말하기 때문이다.99) 심지가 리를 묻고 배워서 리를 소화한 이후에야 

미추시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미추시비의 판단에 대한 

좋아함과 싫어함을 결정하는 사려와 의지는 리를 학습한 이후에야 형성된

다. 즉, 리에 대한 학습을 통한 심지의 계발은 대진의 구도에서 인간의 본

성을 선하게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100) 그래서 대진이 주장하는 심지는 

양명이 주장하는 선악을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양지와는 이질적이

다.101)

따라서 대진이 말하는 심지의 판단에 수반되는 좋아함은 옳기 때문

에 아름답다고 여겨서 좋아해야 한다는 당위이다. 비록 대진이 심지는 리와 

의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능력은 순자의 주

99) 맹자자의소증 하 재2 聲色臭味之愛畏以分, 五行生克爲之也; 喜怒哀樂之慘舒以分, 時
遇順逆爲之也; 美醜是非之好惡以分, 志慮從違爲之也; 是皆成性然也.

100) 인간의 수양에서 심지의 계발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진이 제시하는 지, 인, 용의 
수양론에 대한 4.1의 설명을 참고.

101) 풍우란과 아이반호는 ‘심지가 리와 의를 구분할 수 있다’는 대진의 주장에 집중하여, 대
진이 말하는 심지는 양명의 양지와 마찬가지로 선악을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풍우란, op.cit.; Ivanhoe, op.ci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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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마찬가지로 계발을 기다리는 바탕과 같은 능력이다. 장대년은 대진의 

학설은 맹자와 순자를 종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사람의 지각이 이치와 의로움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순자와 매우 가깝다. 

그러나 순자는 마음의 지각을 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지각할 수 있는 바탕

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성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이치와 의로움이 

본래 내부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진은 이치와 의로움은 내부에 있는 것으

로 말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대진이 주장한 내부에 있다는 것은 단지 

사람의 마음속의 지각이 이치와 의로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고 말

한 것일 뿐이다.”102)

하지만 위와 같은 장대년의 대진에 대한 평가는, 순자의 본성이 악

하다는 주장에 치중하여 순자가 말하는 인간의 내부에 도덕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보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장대년은 순자가 말하는 인간의 내부에

는 도덕적 요소가 전혀 없지만, 대진이 말하는 인간의 내부에는 도덕적 요

소가 있기 때문에 대진은 맹자의 영향을 수용하였다고 본다.

하지만 순자는 ｢성악｣편에서 “그러므로 길거리의 사람이라 할지라

도 모두 어짐과 의로움과 올바른 법도를 알 수 있는 재질이 있고, 모두 어

짐과 의로움과 올바른 법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103) 즉,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대진과 유사하게 동시에 선

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보았다.104) 따라서 비록 대진이 리를 받

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지각을 주장했더라도, 대진과 순자가 유사한 인성론

을 전개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하겠다.

102) 장대년, op.cit., p.477.

103) 순자 ｢성악｣ 18 然而塗之人也, 皆有可以知仁義法正之質, 皆有可以能仁義法正之具, 
然則其可以爲禹明矣. 번역은 순자, 김학주역, 을유문화사, 2008, p. 794를 참고하였다.

104) 참고로 David S. Nivison도 James Behuniak에 대한 답변에서 순자에 대한 자신의 기존 
입장을 수정한다. Nivison은 순자의 철학에서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능력을 인정하면 안 
되지만, 그 능력을 계발하면 도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Nivison은 
순자가 말하는 분(分)에 대하여 구분의 결과이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니라며 순
자의 철학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선천적 도덕성을 배제한다. (David S. Nivison, 
“Response to James Behuniak”, Philosophy East and West, Vol. 50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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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진은 ‘길거리의 사람이라도 우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순자 ｢성악｣편을 서언과 맹자자의소증에서 언급하면서도, 재질과 능력

을 언급하는 구절은 빼놓고 가능성을 언급하는 구절만을 직접 인용한다.105) 

이러한 대진의 인용방식은 맹자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자신과 순자의 차이점

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순자가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만을 언급하였다면, 대진은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선’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하기에 둘은 다르다. 대진은 맹자가 말하는 리와 

의에 맞는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 사람은 심지를 계발해 ‘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사람의 본성은 반드시 ‘선’하게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비에 대한 호오가 의지와 사려에 근거한 옳은 것을 좋아

해야 한다는 당위임을 고려하면, 대진의 철학에서 인간은 리와 의 그 자체

를 좋아한다기보다 리와 의이기 때문에 좋아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

러나 대진은 감관의 좋아함과 마음의 좋아함을 병렬시켜서 두 이질적인 좋

아함을 유사한 것처럼 취급한다. 이와 비슷하게, 대진은 혈기가 음식물을 섭

취하여 성장해도 여전히 혈기이듯이, 심지가 리를 묻고 배워 성장해도 여전

히 심지라 주장한다. 그러나 처음의 심지는 성장한 이후의 심지와 분명히 

질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동물과 비슷하지만 후자는 성인과 비슷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대진은 아무리 성장해도 혈기는 혈기이고 심지는 심지라며, 인

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받은 혈기와 심지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106)

105) 서언 중1 曰: 荀子非不知理義為人心之同然也, 其言性惡也, 曰: ｢塗之人可以為禹. 
塗之人者, 皆內可以知父子之義, 外可以知君臣之正, 其可以知之(實)[質], 可以能之具, 在
塗之人, 其可以為禹明矣. 使塗之人伏術為學, 專心一志, 思(慮)[索]孰察, 加日縣久, 積善
而不息, 則通於神明, 參於天地矣. 故聖人者, 人之所積而致也矣. 聖可積而致, 然而皆不可
積, 何也? 可以而不可使也. 塗之人可以為禹則然, 塗之人能為禹, 未必然也; 雖不能為禹, 
無害可以為禹.” 此於性善之說不惟不相悖, 而且若相發明. 終斷之曰: “足可以遍行天下, 
然而未嘗有能遍行天下者也. 能不能之與可不可, 其不同遠矣.｣; 맹자자의소증 중 성6 
荀子非不知人之可以爲聖人也, 其言性惡也, 曰: ｢塗之人可以爲禹.｣ ｢塗之人者, 皆內可以
知父子之義, 外可以知君臣之正.｣ ｢其可以知之質, 可以能之具, 在塗之人, 其可以爲禹明
矣.｣ ｢使塗之人伏術爲學, 專心一志, 思索孰察, 加日縣久, 積善而不息, 則通於神明, 參於
天地矣. 故聖人者, 人之所積而致(也)[矣].｣ ｢聖可積而致, 然而皆不可積, 何也?｣ ｢可以而
不可使也.｣ ｢塗之人可以爲禹則然, 塗之人能爲禹, 未必然也; 雖不能[爲]禹, 無害可以爲
禹.｣ 此於性善之說不惟不相悖, 而且若相發明. 終斷之曰: ｢足可以偏行天下, 然而未嘗有
能偏行天下者也.｣ 能不能之與可不可, 其不(可)同遠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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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두 본성에 대한 비판

맹자의 진정한 계승자를 자처하는 대진은, 인간의 본성은 혈기와 

심지라는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107) 그래서 대진이 보기에 주희로 대

표되는 송대의 유학자들이 본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두 가지로 나눈 것

은 큰 잘못이다.108) 맹자는 하나의 근본을 말하였는데, 송대의 유학자들은 

묵자 이지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근본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후세의 유학자들은 사람의 기호와 욕구가 부여받은 기에서 나오며, 리라는 것

은 부여받은 기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여겼다.109)

(정자와 주자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기질의 성’이라고 하고, ‘리’를 

106) 하나의 본성을 강조하는 대진의 주장은, 맹자가 하나의 근본을 주장하며 묵자 이지를 두 
근본을 내세웠다고 비판하는 맹자 05:05와 연관된다.

107) 황준걸은 대진이 하나의 본성을 주장하였다는 것에 근거하여, 대진이 맹자를 해석하는
데 가진 이론적 기초를 ‘일본론(一本論)’이라 평가한다. (황준걸, op.cit..) 곽제용도 대진이 
자연과 필연을, 혈기와 심지, 기질과 리의를 구분한 송명유학자를 이본론이라 비판하였다
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진은 전자가 후자로 이행하는 바탕이 됨을 주장하는 일본론이라 평
가한다. (곽제용, 대진의 맹자 해석의 독창성 , 유교문화연구, Vol. 11,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8, pp. 220-240) 이러한 대진의 주희로 대표되는 송유에 대한 이본론
이라는 비판은 앞서 지적한대로 서언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108) 서언에 리의 본성과 기질의 본성에 대하여 구분하는 재미있는 물음이 있어서 덧붙인
다.

시험삼아 물어보자. 리가 내가 되는가, 기질이 내가 되는가? 가령 리가 내가 된다고 하면 기
질은 리가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되므로, 이것은 기질을 밖으로 하는 것이고, 노자·장자·
불교가 오로지 신이 내가 되고 형체는 잠시 합쳐진 것에 속한다고 보는 것과 같다. 가령 
기질이 내가 된다고 하면 리는 기질이 받아들이는 것이 되므로, 이것은 리를 밖으로 하는 
것이고, 순자가 예와 의를 성인의 가르침에 속한다고 보는 것과 같다. 두 가지가 다 내가 
된다고 하면 선에 순수한 것도 하나의 나이고 불선에 섞인 것도 하나의 나라고 할 수는 
없다. 내가 둘이 아니라면 하나를 물에 비유하고 하나를 땅에 비유할 수는 없다.

서언 하9 試問: 以理爲我乎? 以氣質爲我乎? 設以理爲我, 以氣質爲理所寓於其中, 是外氣
質也, 如老聃, 莊周, 釋氏之專以神爲我, 形骸屬假合是也; 設以氣質爲我, 以理爲氣質所
受, 是外理也, 如荀子以禮義屬聖人之教是也; 二者皆我, 則不得謂純乎善者一我, 雜乎不
善者又一我矣; 苟非兩我, 則不得一譬之水, 一譬之地矣.

이 문답은 서언에만 등장한다. 그 이유는 ‘기질이 나라고 한다면’이라고 가정한 부분 때문
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진이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은 육체에서 파생된 혈기와 심지이
므로, 넓은 의미에서 기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진이 인간의 본성인 심지가 
나의 밖에 있는 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대진
의 주장은 순자의 주장과 차이가 없어진다. 그래서 대진은 이 문답을 삭제하였다고 생각한
다.

109) 맹자자의소증 상 리7 後儒以人之有嗜欲出於氣稟, 而理者, 別於氣稟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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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가 말한 ‘선’에 해당시켜 사물을 낳는 근본으로 삼았다.110)

천하에는 오직 하나의 근본만 있고, 그 밖의 것은 없다. ... (하나를) 나누어 둘

로 만들었을 경우 그 중 하나를 외면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111)

송대의 유학자들이 제시하는 기질지성이라는 개념과 대진이 주장하

는 혈기와 심지의 본성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진이 보기에 송대의 신유

학자들은 육체에서 비롯된 사람의 기호와 욕구를 지시하기 위하여 기질지성

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사용했다.112) 대진의 본성 개념도 육체와 육체를 움

직이는 기운인 혈기에서 시작한다. 양자 모두 육체와 육체에서 파생되는 성

질들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진은 송유의 기질지성 개념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송유는 기질을 악의 근원이라 생각하여 

별도로 순선한 본성을 만들어, 기질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대진은 정이와 주희가 논어의 “본성은 가깝고 습관은 멀다[性相
近, 習相遠]”와 맹자의 “본성은 선하다[性善]”를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

으로 보았음을 지적한다. 전자는 기에 근거한 기질의 본성을, 후자는 리에 

근거한 순선한 본성을 지시한다고 풀이하였기 때문에, 정이와 주희는 두 근

본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대진에 의하면, 정이와 주희는 신체의 욕구의 근

거인 기질을 나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기질은 맹자가 말하는 선한 본성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이와 주희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이와 주희는 맹

자가 말하는 본성은 리인 순선한 본연지성이라, 별도의 성을 만들어버렸

다.113)

110) 맹자자의소증 중 성2 創立名目曰 氣質之性 , 而以理當孟子所謂善者爲生物之本.

111) 맹자자의소증 상 리15 天下惟一本, 無所外. ... 苟岐而二之, 未有不外其一者.

112) 대진의 송유의 기질지성에 대한 비판은 다소 거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주희는 기질지성
과 기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주희가 말하는 기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에
서 비롯된 성격적 특성을 가리키는데, 기질지성은 기질과 본연지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
의 본성을 가리키는데 사용한다. (e.g. 주자어류 04:42, 04:43, et passim.) 하지만 대진은 
기질이 있다는 사실에서 기질지성이라는 개념이 파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희를 비롯
한 송나라의 유학자들을 비판한다.

113) 서언 상13 程子云: ｢論性不論氣, 不備, 論氣不論性, 不明.  故朱子言性專屬之理, 而
又及｢形氣之偏 , 皆出於程子也. 程, 朱之說, 謂｢理無不善, 而形氣有不善 , 故以｢孟子道
性善  歸之本原, 以孔子言｢性相近 , 下而及於荀子言｢性惡 , 揚子言｢善惡混 , 韓子言｢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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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이 보기에 정이와 주희의 문제는 논어에서 말하는 본성과 맹

자에서 말하는 본성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여, 일관된 진리를 설파하는 성

인의 원의에 벗어난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송유의 두 가지 본성 개념은 현

실적으로 두 가지 폐해를 더 낳는다.

첫 번째 현실적 폐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억압하는 사태이

다. 대진이 보기에, 송유는 두 가지 본성에 근거하여 인간의 반응도 선과 

악으로 양분한다. 송유는 리를 선으로 기를 악으로 간주하여, 순선한 본성에

서 나오는 반응은 선이고 기질의 본성에서 나오는 반응은 악이라고 구분한

다. 그래서 송유는 기질의 본성에 근거한 사람의 욕구와 기호를 악으로, 욕

구와 기호의 반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천리의 본연이라 여겨 선으로 받아

들인다. 그래서 종래에는 “사람이 굶주림과 추위에 내지르는 부르짖음과 남

녀가 서로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러 삶을 바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이어

진다.114)

대진은 ‘재질[才]’ 개념을 끌어들여 육체와 거기서 비롯된 개인의 

특징들도 하나의 본성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악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진은 맹자의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재질의 탓이 아니다[若
夫爲不善, 非才之罪]’는 구절을 인용하여 개인의 재질은 비록 천차만별이지

만 하나의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악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강변

品 , 悉歸氣質之性, 是荀, 揚, 韓皆有合於孔子.; 맹자사숙록 상1 問: 論語曰:｢性相近
也, 習相遠也.  朱子引程子云: ｢此言氣質之性, 非言性之本也. 若言其本, 則性即是理, 理
無不善. 孟子之言性善是也, 何相近之有哉?  據此, 似論語所謂性, 與孟子所謂性者, 其指
各殊. 孔子何以舍性之本而指氣質爲性? 且自程, 朱辨拼別孰言氣質孰言性, 後人信其說, 
以爲各指一性, 豈性之名果有二歟? 曰: 性一而已矣. 孟子以閑先聖之道爲己任, 其要在言
性善. 使天下後世曉然於人無有不善, 斯不爲異説所淆惑. 人物之生, 分於陰陽氣化, 據其
限以所分謂之命, 據其爲人物之本始謂之性. 後儒求其說而不得, 於是創言理氣之辨, 其於
天道也, 先歧而二之, 苟知陰陽氣化之爲天道, 則知性矣.; 맹자자의소증 중 성2 問: 論
語言性相近, 孟子言性善, 自程子, 朱子始別之, 以爲截然各言一性, {朱子於論語引程子云: 
｢此言氣質之性, 非言性之本也. 若言其本, 則性卽是理. 理無不善, 孟子之言性善是也, 何
相近之有哉! }

114) 맹자자의소증 하 권1 於是辨乎理欲之分, 謂 不出於理則出於欲, 不出於欲則出於理 , 
雖視人之饑寒號呼, 男女哀怨, 以至垂死冀生, 無非人欲, 空指一絶情欲之感者爲天理之本
然, 存之於心., et p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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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15)

대진은 두 가지 비유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첫 번

째는 그릇 재료[才]의 비유이다. 그릇을 만들 때, 주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금으로 만들 수도 있다. 비록 금의 순도는 각기 다르지만 금이기 때문에 귀

한 것처럼, 사람마다 본성이 드러난 재질은 다르지만 혈기와 심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질은 본성과 마찬가지로 악의 근원이 될 수 없다.116) 

두 번째는 복숭아와 살구 씨의 비유[性]이다.117) 복숭아와 살구의 씨앗에 

담긴 온전함, 즉 본성은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이 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주석과 금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복숭아와 살구가 다

른 것처럼 사물의 본성은 각기 다르다. 게다가 복숭아 씨앗도 성장하는 과

정에서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이 조금씩 다르게 나기 때문에, 본성의 드러

남인 재질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118) 대진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 대진은 복숭아와 살구의 씨앗에 담긴 온전함이 성장의 과정을 통

하여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재질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완성되어야 

115) 맹자자의소증 하 재1 才者, 人與百物各如其性以爲形質, 而知能遂區以別焉, 孟子所
謂 天之降才 是也.

116) 서언 중5 以人譬之器, 材則其器之質也, 分於陰陽五行而成性各殊, 猶之取於木以爲
器, 則其器木也; 取於金以爲器, 則其器金也. 此以類別者也, 品物之不同如是矣. 從而察
之, 木與金之質, 其精良與否, 其爲器也, 一如乎所取之木, 所取之金. 故材之美惡, 於性無
所增, 亦無所損. 夫木與金之爲器, 成而不變者也, 人又進乎是. 自聖人至於凡民, 其等差凡
幾. 或疑人之材非盡精良矣, 而不然也. 人雖有等差之不齊, 無非精良之屬也.; 맹자자의소
증 하 재1 或疑人之才非盡精良矣, 而不然也. 猶金之五品, 而黃金爲貴, 雖其不美者, 莫
與之比貴也, 況乎人皆可以爲賢爲聖也! 後儒以不善歸氣稟; 孟子所謂性, 所謂才, 皆言乎
氣稟而已矣. 其稟受之全, 則性也; 其體質之全, 則才也.

117) 복숭아와 살구 씨를 인간의 내면과 대응시키는 비유는 상채어록 01:06에 최초로 등장
한다.

상채어록 01:06 心者何也. 仁是已. 仁者何也. 活者爲仁, 死者爲不仁, 今人身體麻痺, 不知
痛癢, 謂之不仁. 桃杏之核, 可種而生者, 謂之桃仁杏仁. 言有生之意, 推此仁可見矣. 學佛
者, 知此, 謂之見性, 遂以爲了, 故終歸妄誕. 聖門學者, 見此消息, 必加功焉. 故曰: 回雖
不敏, 請事斯語矣. 雍雖不敏, 請事斯語矣. 仁, 操則存, 舍則亡, 故曾子曰: 動容貎, 正顔
色, 出辭氣. 出辭氣者, 從此廣大心中流出也. 以私意發言, 豈出辭氣之謂乎. 夫人一日間顔
色容貎, 試自點檢, 何嘗正, 何嘗動, 怠慢而已. 若夫大而化之, 合於自然, 則正動出, 不足
言矣.

118) 맹자사숙록 중2 試觀之桃與杏: 取其核而種之, 萌芽甲坼, 根幹枝葉, 爲華爲實, 形色
臭味, 桃非杏也, 杏非桃也, 無一不可區別, 由性之不同, 是以然也. 其性存乎核中之白, {即
俗稱桃仁, 杏仁者} 形色臭味, 無一或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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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암시한다.119)

대진은 “재를 말하면 성이 드러나고 성을 말하면 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선하면 재질도 선하다”고 주장한다.120) 즉, 대진에

게 재질이 근거하는 혈기와 심지로 구성된 본성은 악의 근원이 아니다. 그

래서 대진은 송유와 같이 기질지성을 따로 떼어 인간의 신체에서 나오는 욕

구를 억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혈기를 “살리고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121) 나아가 대진은 물의 

비유를 들어서 인간의 욕구는 송유와 같이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관

리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대진은 본성은 물이고 욕구는 물의 흐름

과 같아서, 이 흐름을 “조절하여 넘치지 않으면 천리에 의존하는 것”이 되

고, 인욕을 다하면 “홍수가 넘쳐서 나라 가운데 범람하는 것”과 같다고 말

한다. 그래서 대진은 우 임금의 치수처럼 인간의 욕망을 흐름에 따라서 조

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2) 즉, 대진은 욕구를 무제한으로 내버려두는 것

이 아니라 욕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절해야 한다고 말한 셈이다.123) 따라

서 대진에게 욕구 그 자체는 악의 근원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육체와 욕

구는 혈기를 살리고 기르는 인간의 출발점이다. 악은 심지를 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다.

119) 서언 중5 宋儒以不善歸氣稟, 孟子所謂性, 所謂才, 俱指氣稟, 指其稟受之全曰性, 指
其體質之全曰才, 稟受之全, 無可據以爲言. 如桃, 杏之性, 含於核中之仁, 其香色臭味, 無
一或闕, 而無可見; 及其萌芽甲坼, 根幹枝葉, 桃與杏各殊; 由是爲華爲實, 香色臭味, 無不
區以別者, 雖性則然, 皆據材言之耳. 成是性斯爲是材, 人之性善, 故材亦美.; 맹자자의소
증 재1 稟受之全, 無可據以爲言; 如桃杏之性, 全於核中之白, 形色臭味, 無一弗具, 而無
可見, 及萌芽甲坼, 根榦枝葉, 桃與杏各殊; 由是爲華爲實, 形色臭味無不區以別者, 雖性則
然, 皆據才見之耳.

120) 맹자자의소증 하 재2 言才則性見, 言性則才見, 才於性無所增損故也. 人之性善, 故才
亦美.

121) 원선 상5 生養之道, 存乎欲者也.; 서언 상21 耳目百體之所欲, 血氣資之以養者, 所
謂性之欲也.; 맹자자의소증 상 리10 凡出於欲, 無非以生以養之事.

122) 맹자자의소증 상 리11 性, 譬則水也; 欲, 譬則水之流也; 節而不過, 則爲依乎天理, 
爲相生養之道, 譬則水由地中行也; 窮人欲而至於有悖逆詐僞之心, 有淫泆作亂之事, 譬則
洪水橫流, 汎濫於中國也. ... 譬則禹之行水, 行其所無事, 非惡汎濫而塞其流也.

123) 참고로 장대년은 대진의 입장을 “이치와 욕망의 구별을 부정해서, 욕망을 절제한다는 
일종의 새로운 절욕설(節欲說)을 따로 수립했다”고 평가한다. (장대년, op.cit.. 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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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이 보기에 송유가 불러온 두 번째 현실적 폐해는, 순선한 본성

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있다고 착각하여 개인의 의견을 리(理)라고 간주함으

로써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핍박하는 사태이다. 대진이 보기에 리는 사태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야 얻어지는 것인데, 송나라의 유학자들은 본연지성에 

근거하여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리라고 여기고 타인을 리에 어

긋난다며 마구 공격하였다. 대진이 특히 더 비판하고자 하였던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의 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낮은 지위에 있

는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이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백성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124) 대진 자신이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도 했다.125)

또한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심지는 리(理)를 묻고 배우는 과정을 통

하여 길러진다. 그런데 본연지성은 인간에게 리가 이미 주어져있다는 것이 

되어, 심지의 기름을 경시하는 문제를 낳는다. 대진은 사람의 형체가 음식을 

섭취하여 커지는 것처럼, 사람의 덕성은 묻고 배움을 통해서 커진다고 한다. 

그런데도 송유 역시 리를 배워서 통하여 ‘처음 상태를 회복함[復其初]’을 

논하는 것은, 사실상 본성에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진배없는 분명한 

오류이다.126)

대진은 옛 성현이 말한 리(理)는 이처럼 폐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며, 송유의 주장은 노자와 불교의 말을 육경, 공자, 맹자와 뒤섞어버리는 잘

124) 맹자자의소증 상 리5 今雖至愚之人, 悖戾恣雎, 其處斷一事, 責詰一人, 莫不輒曰理
者, 自宋以來始相習成俗, 則以理爲｢如有物焉, 得於天而具於心 , 因以心之意見當之也. 
於是負其氣, 挾其勢位, 加以口給者, 理伸; 力弱氣懾, 口不能道辭者, 理屈. 嗚呼, 其孰謂
以此制事, 以此制人之非理哉! 卽其人廉潔自持, 心無私慝, 而至於處斷一事, 責詰一人, 憑
在己之意見, 是其所是而非其所非, 方自信嚴氣正性, 嫉惡如讎, 而不知事情之難得, 是非
之易失於偏, 往往人受其禍, 己且終身不寤, 或事後乃明, 悔已無及. 嗚呼, 其孰謂以此制
事, 以此治人之非理哉!, et passim..

125) 대진은 지역 유지와의 묘지에 관한 송사에 휘말려 북경으로 피신하여야 했다. 대진은 이 
송사에 휘말려 맨몸으로 북경으로 상경해야 했을 정도로 상당한 고초를 겪었던 것으로 보
이는데, 성중영은 이 사건에 근거하여 대진의 사상이 당대의 지배층과 지배이념인 정주성
리학을 겨냥하였다 평가한다. (Chung-ying Cheng, op.cit., 2003, p. 195).

126) 맹자자의소증 상 리14 程子, 朱子謂氣稟之外, 天與之以理, 非生知安行之聖人, 未有
不汚壞其受於天之理者也, 學而後此理漸明, 復其初之所受. 是天下之人, 雖有所受於天之
理, 而皆不殊於無有, 此又一說也. ... 試以人之形體與人之德性比而論之, 形體始乎幼小, 
終乎長大; 德性始乎蒙昧, 終乎聖智. 其形體之長大也, 資於飮食之養, 乃長日加益, 非 復
其初 ; 德性資於學問, 進而聖智, 非 復其初 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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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을 저질렀기에 수많은 폐해를 불러왔다고 말한다.127) 따라서 다음 장에서

는 대진이 말하는 옛 성현의 진정한 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27) 맹자자의소증 하 권4 其所謂理, 非古聖賢之所謂理; 蓋雜乎老, 釋之言以爲言, 是以
弊必至此也. 然宋以來儒者皆力破老, 釋, 不自知雜襲其言而一一傅合於經, 遂曰六經, 孔, 
孟之言; 其惑人也易而破之也難, 數百年於玆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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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이 성취해야 하는 목표인 리(理)

이 장에서는 대진이 주장하는 리(理)가 개별 사물 각각의 절대적 

기준임을 보이고자 한다. 대진은 시경의 ‘사물이 있어야 법칙이 있다[有
物有則]’는 말에 근거하여, 감각가능한 사물의 선재성과 그에 한정된 법칙

을 주장한다. 대진은 이러한 법칙에 여러 고전의 말을 빌려와 현상과 분리

된 불변하는 절대성을 부여한다. 즉, 대진은 변화하는 현상과 불변하는 법칙

의 이원적 세계를 주장한다.

대진의 철학을 기 중심의 철학으로 파악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진

이 말하는 리를 기의 이상적인 상태로 이해하였다. 야마노이 유우는 대진이 

말하는 리는 기의 특정한 상태이며 기를 관찰하면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것으로 본다.128) 고재욱은 리를 ‘구체적 사물의 꾸미지 않은 본연 그대로의 

성질, 즉 바탕’이라고 하여 리와 기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129) 이들의 

견해는 대진이 조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관찰과 사물의 특성을 강조한 부분

에 근거한다. 하지만 2.1에서 언급하는 식물과 동물의 사례를 대진이 최종

작인 맹자자의소증에서 포기한데서 알 수 있듯이, 관찰과 사물의 특성은 

대진이 생각하는 리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역시 대진의 철학을 기 중심의 철학으로 본 성중영은 대진 철학의 

핵심은 낳고 낳는 기의 변화 속에 저절로 리가 있게 된다[生生而條理]는 
원선의 문장에 담겨있다고 주장한다.130) 그러나 ‘생생이조리’라는 표현은 

최초의 작품인 원선에 주로 등장하고 최종작인 맹자자의소증에서는 등

장하지 않는다. 2.2에서 상세히 밝히겠지만, 오히려 대진은 최종작에서 위에

서 언급한 시경 ‘유물유칙’의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리와 기를 적

극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이원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2.3에서 다루는 것처럼, 이러한 이원적 세계관은 대진이 주희의 리

일분수(理一分殊)를 비판하며 개별 현상에 국한된 분수리의 세계관을 드러

128) 야마노이 유우, op.cit..

129) 고재욱, op.cit..

130) Chung-ying Cheng,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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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데에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저미안 정의 말대로, 대진이 주희에 

대하여 가한 비판은 리의 선험성과 이에서 파생되는 초직관주의를 부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131) 그러나 동시에 대진은 주희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개

별 현상의 수만큼, 그만큼의 리가 별도로 존재하는 자신의 이원적 세계관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2.1에서 대진이 제시하는 리에 대한 정의를 살

피는 것으로 시작하여, 2.2에서 리의 존재방식에 대한 설명이 정교해지는 

과정을 추적하고, 2.3에서는 대진이 자신의 논적인 주희와 상이한 리 개념

을 내세우는 방식과 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조리, 구분, 질서

대진은 리를 개별 사태 각각의 기준인 조리(條理)라 정의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철학적 주저인 맹자자의소증의 상권 전체를 ‘리

(理)’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쓴다.

리라는 것은 무언가를 살펴서 조그만 차이라도 반드시 구분하여 나눈 것을 부

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분리라고 하는데, 사물의 재질에 있어서는 기리

(살결), 주리(가죽결), 문리(무늬결) {또한 문루라고도 하는데, 리와 루는 말이 

바뀐 것일 뿐이다}라고 한다. 구분을 얻으면 가닥이 있어서 어지럽지 않게 되

니, 이를 일러 조리라고 한다.132)

야마노이 유우는 위 문장을 인용하여 ‘최초의 정의와 같은 문장은 

다소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밝힌다.133) 대진이 최후에 

제시한 리의 정의인 맹자자의소증 상 리 1조만 보면 야마노이 유우의 평

가에 동의하게 된다. 하지만 대진이 주희의 리일을 비판한 맥락과 여러 저

131) Zemian Zheng, “Dai Zhen's Criticism and Misunderstanding of Zhu Xi’s Moral 
Theory”, Dao, Vol. 14, No. 3, 2015.

132) 맹자자의소증 상 리1 理者, 察之而幾微必區以別之名也, 是故謂之分理; 在物之質, 
曰肌理, 曰腠理, 曰文理; {亦曰 文縷. 理, 縷, 語之轉耳.} 得其分則有條而不紊, 謂之條理.

133) 야마노이 유우, op.cit., p.451.



- 48 -

술에서 리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한 것을 모아서 종합해보면 위 문

장의 해독이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선 대진은 리는 무언가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하여 조그만 차이라

도 반드시 구분하여 나누어서 부르는 것이라 정의한다. 대진은 최초의 저작

인 원선에서도 ‘리는 상세하고 치밀한 것’이라 언급한다.134) 맹자사숙록

에서도 유사하게 리는 세밀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것이란 서술이 있다.135) 

이로 보건대, 대진은 일관되게 리를 조그만 차이라도 반드시 구분한 상세하

고 치밀한 것이라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은 리를 

분리(分理)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언급한다.

게다가 위 인용의 마지막 부분에 ‘구분을 얻으면 가닥이 있어서 어

지럽지 않게 되니’ 이를 맥락, 차례, 질서 등을 의미하는 조리(條理)라고 부

를 수 있다고 대진은 덧붙인다. 이 표현은 상서 제 9장의 ‘마치 그물이 

벼리가 있어야 조리가 있어서 문란하지 않음과 같으며’136)에서 가져온 것으

로, 서언 상 9조와 맹자사숙록 상 10조에도137) 등장한다. 저작마다 

‘리’라는 글자를 넣고 넣지 않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진의 의도는 일

관되어 있다. 또, 조리라는 단어는 맹자 10:01에서 음악과 성인의 일에 

질서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138) 조리의 ‘조’라는 글자가 가

닥가닥 나뉘어있는 나뭇가지에서 유래되었음과 상서에서 ‘조’라는 글자를 

그물의 벼리와 같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나뭇가지와 그물의 벼리가 체계적

으로 갈라져서 전체의 질서를 형성하듯이 대상의 차이를 구분하여 체계가 

134) 원선 상1 理, 言乎其詳緻也.

135) 맹자사숙록 상9 微而可辨曰理.

136) 상서 반경 상  제 9장 若網, 在綱, 有條而不紊, 若農, 服田力穡, 乃亦有秋, 紊, 亂
也. 綱擧則目張, 喩下從上, 小從大, 申前無傲之戒. 勤於田畝則有秋成之望, 喩今雖遷徙勞
苦, 而有永建乃家之利, 申前從康之戒.

137) 서언 상9 蓋氣初生物, 順而融之以成質, 莫不具有分理, 則有條而不紊, 是以謂之條
理.; 맹자사숙록 상10 蓋氣初生物, 順而融之以成質, 莫不具有分理, 得其分則有條理而
不紊, 是以謂之條理.

138) 맹자 10:01 孟子曰: 伯夷, 聖之清者也; 伊尹, 聖之任者也; 柳下惠, 聖之和者也; 孔
子, 聖之時者也. 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 金聲也者, 始條理也; 玉
振之也者, 終條理也. 始條理者, 智之事也; 終條理者, 聖之事也. 智, 譬則巧也; 聖, 譬則
力也. 由射於百步之外也, 其至, 爾力也; 其中, 非爾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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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진이 리를 설명했음을 알 수 있다.

대진은 이러한 리의 사례로, 사물의 재질에 관하여는 살결[肌理], 

가죽결[腠理], 무늬결[文理]이 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는 서

술방식은 서언과 맹자사숙록에서 그 초기 형태를 찾을 수 있다. 대진은 

가상의 질문자를 설정하여 아래와 같은 문답을 주고받는다.

문: 리의 이름은 조리에서 생겨났는가? 답: 여러 사물의 재질은 모두 무늬가 

있으니 {또한 문루라고도 한다. 리, 루는 말이 바뀐 것이다.} 선명하게 밝게 드

러나는 것을 문이라 하고, 그것을 따라서 나누면 단서가 어지럽지 않은 것을 

리라 한다. 그래서 리는 또 ‘나눔’이라고 풀이하며 ‘다스림’이라는 뜻으로 말하

면서도 통칭해서 리라고 한다. 리라는 글자는 구슬 옥이 부수이니 옥의 무늬결

이다.139)

서언 상 9조와 맹자사숙록 상 10조는 리라는 표현의 기원이 

조리에 있는지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대진의 대답은 ‘그렇다’로 보인다. 왜

냐하면, 대진은 리라는 글자가 1) 여러 사물의 재질을 설명하는 문리라는 

표현에서 기원하였으며, 2) 나누어서 단서가 어지럽지 않은 것으로 치(治)라

는 글자와 상통하며, 3) 옥이라는 글자에서 옥의 결을 말하기 위하여 리라

는 글자를 만들었다고 답하기 때문이다. 대진이 보기에, 세 가지 표현은 모

두 사물의 고유한 재질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대진이 생각하는 

리는 사물의 재질을 드러내어 사물 사이를 구분해주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

다.

대진은 이러한 리의 구체적인 사례로 식물과 동물의 사례를 든다. 

대진은, “사물을 심는 것을 가지고 말하면, 그 리는 뿌리부터 끝까지 도달

하고, 또 줄기에 대하여 가지를 구별해주고, 가지가 잎을 완성하도록 이어준

다. 뿌리가 비옥한 토양에 닿아서 땅의 기와 통하고, 이파리가 바람과 햇빛, 

139) 서언 상9, 맹자사숙록 상10 問: 理之名起於條理歟? 曰: 凡物之質, 皆有文理, {亦
呼文縷. 理, 縷, 語之轉耳.} 粲然昭著曰文, 循而分之, 端緒不亂曰理. 故理又訓分, 而言治
亦通曰理. 理 字偏旁從 玉 , 玉之文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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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슬을 받아 하늘의 기와 통하고, 땅의 기는 반드시 위로는 이파리까지 

이르고, 하늘의 기는 반드시 아래로는 여러 뿌리에까지 미치니, 위아래가 서

로 통하여 무성해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리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대진은 식물은 뿌리에서 양분을 섭취하여 가지와 잎으로 성장하

게 되는데, 이것은 리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동물의 경우도 식물과 

비슷하여서 호흡하고 먹고 마셔서 혈기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리라고 대진

은 덧붙인다. 즉, 식물은 뿌리와 가지와 잎을 가지고 천기와 지기에 통하여 

성장하는 리를 가지고 있고, 동물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피가 통하여 성

장하는 리를 가지고 있다.140)

하지만 대진은 최후의 저작인 맹자자의소증에서는 이러한 식물과 

동물의 설명을 삭제하고 사물의 재질에 있어서는 살결[肌理], 가죽결[腠理], 

무늬결[文理]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는 서언과 맹자

사숙록에서 제시하는 설명이 식물과 동물의 리가 무엇인지 드러내기에 충

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하는 식물과 동물의 사례를 식물과 동물

의 리에 차이가 있다고 읽을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대진은 식물 전체에 리가 통한다고 하였는데, 뿌리, 줄

기, 가지, 잎의 분화과정에 주목할 수도 있다. 식물의 리는 뿌리에서 줄기, 

줄기에서 가지, 가지에서 잎으로 성장하게 하는 힘이라 이해할 수도 있다. 

또, 식물의 뿌리는 지기에 통할 수 있고, 식물의 잎은 천기에 통할 수 있기

에 식물의 뿌리에는 그에 맞는 리가 있고, 식물의 잎에도 그에 맞는 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대진은 동물의 혈기가 움직이는 것이 리라고 하였는

데, 그렇다면 동물의 신체 곳곳을 순환하는 혈기가 바로 리라고 할 수도 있

다.

대진의 의도는 서언과 맹자사숙록의 다른 구절에서 더 선명하

게 드러난다. 대진은 “가장 크게 말한다면 지극히 거대한 것으로부터 가장 

140) 서언 상9, 맹자사숙록 상10 以植物言, 其理自根而達末, 又別於榦爲枝, 綴於枝成
葉, 根接土壤肥沃以通地氣, 葉受風日雨露以通天氣, 地氣必上至乎葉, 天氣必下返諸根, 
上下相貫, 榮而不瘁者, 循之於其理也. 以動物言, 呼吸通天氣, 飲食通地氣, 皆循經脈散
布, 周溉一身, 血氣之所循流轉不阻者, 亦於其理也.



- 51 -

작게 말한다면 지극히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조리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 없다”141)고 말한다. 이로 보건대, 대진은 식물에는 식물의 리가, 동물에

는 동물의 리가, 그리고 뿌리에는 뿌리의 리가, 잎에는 잎의 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떠한 대상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맞는 리가 있다고 대진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진은 최

후의 저작인 맹자자의소증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식물과 동물의 사례를 

삭제하고 사물의 재질에 대한 사례를 간략하게 나열하였다.

종합해보면, 대진은 리라는 표현을 통하여 대상 각각의 특성을 지

시하고자 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진이 말하는 리는 기존 연

구자들의 주장대로 기의 분화된 상태 혹은 구분된 바탕을 가리키는 표현으

로 이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이해는 리의 존재방식을 드러내는 고전의 두 

구절에 관한 대진의 풀이와 충돌한다. 대진은 주역 계사 를 활용하여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다[生生而條理]’는 표현과 맹자에 인용된 시경
의 ‘사물이 있어야 법칙이 있다[有物有則]’는 표현을 가져와서 리의 존재방

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2.2. 생생이조리와 유물유칙

대진은 리의 존재방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전의 두 대목을 활용한

다. 첫 번째는 주역 계사 에서 착안한142)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다[生
生而條理]’이고, 두 번째는 맹자 만장 에 인용된 시경 구절인 ‘사물이 

있어야 법칙이 있다[有物有則]’이다. 첫 번째 표현은 등장빈도가 후기로 갈

수록 줄어들고, 두 번째 표현은 등장빈도가 후기로 갈수록 늘어난다.143)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다’는 주역을 활용한 표현은 ‘한 번 음이 

141) 서언 상8, 맹자사숙록 상9 語大極於至鉅, 語小極於至細, 莫不顯呈其條理.

142) 주역 계사상  生生之謂易.

143)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다[生生而條理]’는 표현은 원선에 4번, 서언에 2번, 맹자사
숙록에 1번 등장하고 맹자자의소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사물이 있어야 법칙이 있다
[有物有則]’는 표현은 원선에 1번, 서언에 2번, 맹자사숙록에 2번, 맹자자의소증
에 4번 등장한다. 두 표현 모두 등장빈도만 따진다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리와 기
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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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一陰一暘之謂道]’는 주역
계사 의 표현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낳고 낳는다와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된다는 것은 모두 기의 변화가 끊이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다는 표현은 기의 변화가 조리에 선행함을 지

시한다. 대진이 후반으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물이 있어야 법칙

이 있다’는 시경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기가 리에 선행함을 의미한다. 그

러나 시경의 구도는 기의 우연성과 리의 필연성을 명백하게 구분하기에, 

대진이 생각하는 조리를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다. 여기서는 원선에서 서

언, 맹자사숙록을 거쳐서 맹자자의소증에서 대진이 리(理), 기(氣), 도

(道)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 구분을 통해서 대진이 

생각하는 리의 존재방식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다.

‘낳고 낳는다’는 주역 계사 의 표현을 대진은 최초의 철학적 저

작인 원선에서부터 활용한다.

그러므로 낳고 낳는 것은 변화의 근원이고,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는 것은 변

화의 유행이다.144)

(1)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은 천지의 변화가 그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으로, 도이다. (2)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은 낳고 낳는 것

이고, 낳고 낳아 조리가 있는 것이로다! (3) 이것으로 천지의 따름을 보기 때

문에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고 했다.145)

대진은 ‘낳고 낳는다[生生]’는 표현과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다[生
生而條理]’는 표현을 이용하여 기의 변화의 근원과 유행을 설명한다. 또 위

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 대진은 ‘낳고 낳는다’는 표현으로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기의 변화가 끊이지 않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대진은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기의 순환이 변화의 근원이고, 이러한 순환 가운데 

144) 원선 상1 是故生生者, 化之原; 生生而條理者, 化之流.

145) 원선 상3 一陰一暘, 蓋言天地之化不已也, 道也. 一陰一暘, 其生生乎, 其生生而條理
乎! 以是見天地之順, 故曰 一陰一暘之謂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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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가 있는 것이 변화의 유행이라 주장한다. 즉, 기의 순환 때문에 변화가 

있게 되고, 기의 순환 가운데 만물이 생성되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

는 것은 변화가 퍼지는 것이다.

문제는 대진이 주역의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일러 도

라고 한다’는 구절을 설명하며 제시한 문장들에서 드러나는 도의 개념이 선

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천지의 변화가 그치지 않는 것이라 풀이한 것(1)과 

이를 통해 천지의 따름을 볼 수 있다(3)고 한 것은 모두 기의 변화가 계속

되는 자연을 의미한다.146) 그런데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여 낳고 낳으며,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다고 설명한 것(2)은 변화에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이

므로 필연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가능한 해결책은, 대진은 자연과 필연을 같

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라는 한 글자 안에 자연과 필연이 모두 포함된

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진은 ‘조리를 잃고서 낳고 낳을 수 있는 

것은 없다’147)고 말하기까지 하니, 대진은 도라는 한 단어가 낳고 낳는 것

과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

겠다.

대진의 입장은 서언과 맹자사숙록에서 좀 더 발전된다. 대진은 

낳고 낳는다는 것과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다는 것은 서로를 포함한다고 말

한다.148) 이 때 대진이 염두에 둔 것은, 기의 변화가 세상의 만물을 만들며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음양이 오행이 되고, 오행이 만물이 

되는데, 생성된 만물은 모두 다르다. 만물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질서인 조리는 기의 변화 과정과 함께 있게 된다. 이

렇게 본다면 대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진이 낳고 낳는 것과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는 것

을 두 가지 다른 것으로 구분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대진은 원선 하 

9조에서 예기 악기 에서 말하는 ‘마시고 먹는 것과 남녀 관계[飮食男

146) 원선 상3 言乎自然之謂順, 言乎必然之謂常.

147) 원선 상4 失條理而能生生者, 未之有也.

148) 서언 상8, 맹자사숙록 상9 故舉生生即該條理, 舉條理即該生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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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는 낳고 낳음의 원인에, 중용에서 말하는 군신, 부자, 부부, 곤제, 붕

우의 다섯 가지 천하에 통하는 도[達道]는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는 것에 

속한다고 제시한다.149) 전자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신체적인 욕망

을 말하고 후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대표적인 다섯 관계의 이상을 말

하는 것이다. 즉, 전자는 낳고 낳는 자연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는 필연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제시된 대진의 언급을 고려하면, 낳고 낳는 기의 변화와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는 리의 일정함이 자연에게는 공존하는 것이지만, 인

간에게는 공존하지 않는 것이라는 천인분리의 논리를 대진이 구사하고 있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언과 맹자사숙록, 그리고 맹자자의소

증에서 드러나는 리(理), 기(氣), 도(道)에 대한 대진의 진술은 천인분리의 

논리를 포함하면서도 조금 더 섬세하게 발전한다. 서언 상 7조에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과 리의 관계에 대한 문답이 있다.

문: 도의 실제는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어 유행하여 그치지 않아 낳고 

낳아 쉬지 않는 것이다. 리는 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인가? 답: 그렇다. 옛 사람

들이 말한 도는 항상 리와 기를 갖추고 있었다. 리는 오직 바뀌지 않는 법칙에 

속하고 도의 실제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도와 리라는 두 글자는 상대적으로 

쓰여 도가 움직임에 속하기도 하고 리가 고요함에 속하기도 하였다.150)

149) 원선 하9 記曰: 飮食男女, 人之大欲存焉.  中庸曰: 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
也, 朋友之交也, 五者, 天下之達道也.  飮食男女, 生養之道也, 天地之所以生生也. 一家
之内, 父子昆弟, 天屬也; 夫婦, 牉合也. 天下国家, 志紛則亂, 於是有君臣; 明乎君臣之道
者, 無往弗治也. 凡勢孤則德行行事, 窮而寡助, 於是有朋友; 友也者, 助也, 明乎朋友之道
者, 交相助而後濟. 五者, 自有身而定也, 天地之生生而條理也. 재미있는 점은 대진이 원
선에서는 군신, 부자, 부부, 곤제, 붕우의 다섯 가지 인간관계가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는 
도덕적인 것이라 하지만, 최후의 저작인 맹자자의소증에서 군신, 부자, 부부, 곤제, 붕우
의 다섯 가지 인간관계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장하며 도덕적인 
의미를 탈각시킨다는 것이다. 맹자자의소증 하 도1 人道, 人倫日用身之所行皆是也. 在
天地, 則氣化流行, 生生不息, 是謂道; 在人物, 則凡生生所有事, 亦如氣化之不可已, 是謂
道. ... 中庸又曰: 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五者, 天下之達道也. 言
身之所行, 擧凡日用事爲, 其大經不出乎五者也.

150) 서언 상7 問: 道之實體, 一陰一陽, 流行不已, 生生不息是矣. 理即於道見之歟? 曰: 
然. 古人言道, 恆該理氣; 理乃專屬不易之則, 不該道之實體. 而道, 理二字對舉, 或以道屬
動, 理屬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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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답은 대진의 네 철학적 저작 중에서 서언에서만 등장하는 

것이다.151) 서언이 원선 이후에 쓰여진 작품이며, 맹자사숙록과 맹

자자의소증 이전에 쓰여진 작품임을 감안하면, 이 문답은 대진의 생각이 

발전하는 과정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답에는 표현상으로

도 내용상으로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우선, 대진은 도의 실제가 주역 계사 의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어 유행하여 그치지 않아서 낳고 낳아 쉬지 않는 것이라 말한다. 
원선과 비교해보면, 실제라는 표현은 서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또한 

‘낳고 낳는다’ 뒤에 붙은 ‘쉬지 않는다[不息]’는 표현은 주역 건괘 에서 

가져온 것이다.152) 대진은 만물을 낳고 낳는 기의 변화가 그치지 않음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자 주역 건괘 의 표현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앞

서 지적하였다시피, 주역 계사 의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

에 대하여 대진은 변화가 그치지 않는 것이자, 낳고 낳는 것이며, 낳고 낳

아서 조리가 있는 것이라 뭉뚱그렸다. 그리고 원선에서는 낳고 낳는 것을 

변화의 근원이라 하였고,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는 것을 변화의 유행이라 

하였다. 하지만 서언에 따르면 ‘도의 실제 = 한 번 양이 되고 한 번 음이 

되는 것 = 유행하여 그치지 않는 것 = 낳고 낳아서 쉬지 않는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더 중요한 것은, 도와 리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이다. 대진

은 리는 도에서 볼 수 있다고 긍정하며, 옛 사람들이 말하는 도는 항상 리

와 기를 갖추고 있었다 부연한다. 앞서 언급한 원선에서는 리, 기, 도 셋

151) 야마노이 유우에 따르면 맹자사숙록 상 6조는 서언 상 7조와 상 23조, 하 5조와 내
용이 대응된다. (야마노이 유우, op.cit., p. 513) 맹자사숙록에서 상 6조는 대진이 주희
의 중용장구와 여자약에게 답한 편지 를 인용하여, 주희처럼 리일인 본성을 주장하면 
중용 20장의 ‘자기 몸을 닦기를 도로 하고, 도를 닦기를 인으로 한다[修身以道, 修道以
仁]’는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서언에서는, 중용 20장
에 대한 대진의 주희 비판이 하 5조에 가장 상세하게 드러난다. 대진은 맹자사숙록 상 
6조의 답변에서 서언 하 5조의 답변을 중심으로, 상 23조, 상 7조의 답변을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언 상 7조의 질문과 같이 리는 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맹자사숙록과 맹자자의소증에는 없기에, 이를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
였다.

152) 주역 건괘  象曰, 天行, 健. 君子以, 自彊不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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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모호하였다면, 서언에서는 도는 리와 기의 합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대진은 리는 바뀌지 않는 법칙이자 도의 실제

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리는 바뀌지 않는 법칙이고 기

는 도의 실제를 갖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은 도와 리 두 

글자가 상대적으로 쓰였다며, 도는 움직임[動]을 리는 고요함[靜]을 의미하

기도 한다고 덧붙인다. 즉, 도는 리와 기의 합이지만 기는 실제이고 리는 

실제가 없는 법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 우선의 구도는, 최후의 저작인 맹자자의소증에서 더 

분명한 표현으로 제시된다. 대진은 도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기의 

움직임[行]으로153) 음양오행이 도의 실제라154) 주장한다. 대진은 본성, 도는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實體實事]을 가리키는 이름이라, 인, 의, 예는 순수하

고 중정한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도155) 말한다. 즉, 대진은 감각할 수 

있는 변화하는 기의 세계와 순수하고 중정하며 불변하는 법칙인 리의 세계

를 구분하여, 이원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 순

수하고 중정한 것을 구분하는 대진의 구도는 두 번째 표현인 시경의 ‘유

물유칙’에 대한 해석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답: 하늘과 땅, 사람과 생물, 일과 행위에 ‘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

는 없다고 들었다. 시경에 “사물이 있어야만 반드시 법칙이 있다”156)는 것

153) 맹자자의소증 중 천도1 道, 猶行也.; 氣化流行, 生生不息, 是故謂之道. 易曰: 一陰
一陽之謂道.  洪範: 五行: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金, 五曰土.  行亦道之通稱.  
{詩, 載馳: 女子善懷, 亦各有行.  毛傳云: 行, 道也.  竹竿: 女子有行, 遠兄弟父母.  
鄭箋云: 行, 道也. } 도(道)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진 글자인데, 대진은 주역, 서경
, 시경에서 행을 도라 풀이한 전거를 가져와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참고로 
설문해자주에서 도는 ‘길을 가는 것이다[所行道也]’고 풀이한다.

154) 맹자자의소증 중 천도1 陰陽五行, 道之實體也.

155) 맹자자의소증 하 도1 曰性, 曰道, 指其實體實事之名; 曰仁, 曰禮, 曰義, 稱其純粹中
正之名. 이와 유사한 표현은 서언 상 22조에 보인다. 서언 상22 以字定名, 有指其實
體實事之名, 有稱夫純美精好之名.

156) 시경 대아 증민  天生烝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 대진은 그의 저서 모시
보전의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칙(則)은 사물의 당연한 법칙이라 밝힌다. 또한 사람이 
이 당연한 법칙을 받아서 선한 본성으로 삼고, 감정의 발현 또한 반드시 선으로 돌아간다
고 말한다. 그리고 ‘秉彝’라는 두 글자에 대하여 필연의 법칙을 잡을 수 있는 것이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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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것이다. 사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법

칙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중정한 것을 칭하는 이름이다.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

은 ‘자연’이 아닌 것이 없으며, ‘필연’에 돌아가면 하늘과 땅, 사람과 생물, 일

과 행위의 ‘리’가 얻어진다.157) 저 커다란 하늘과 땅, 번성하고 있는 사람과 생

물, 상세하게 종류별로 나뉘어 있는 일과 행위가 그 ‘리’를 얻는다면, 그것은 

곧은 것이 먹줄에 맞고, 평평한 것이 수평에 맞고, 둥근 것이 그림쇠에 맞고, 

네모진 것이 곱자에 맞은 후에 천하와 만세에 이르는 보편적 기준이 되는 것

과 같다.158)

대진이 맹자에 인용된 시경의 ‘사물이 있어야 법칙이 있다[有
物有則]’는 구절을 인용한 대목은 원선에서부터 등장한다. 특이한 점은 
원선, 서언, 맹자사숙록, 맹자자의소증으로 갈수록 시경의 인용 빈

도가 늘어나고 설명도 상세해진다는 것이다.159) 사물과 법칙, 자연과 필연

의 구분이라는 구도는 원선에서부터 맹자자의소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

한 것으로 여긴 것이라 해설한다. 그리고 필연의 법칙을 잡을 수 있는 것, 일정한 것으로 
여긴 것은 리의 가장 정밀한 것이라 덧붙인다. 모시보전 23장 毛傳: 烝, 衆. 物, 事. 則, 
法. 彝, 常. 懿, 美也. 鄭箋: 秉, 執也. 假, 至也. 震按: 詩美仲山甫德之純粹而克全, 故推
本性善以言之. 則者, 事物當然之理. 天以此生人, 而人得之以爲性, 故性無不善. 而情之所
發見亦必歸於善焉. 其曰秉彝, 以此爲此執, 以此爲常也. 言理之至精者也. 水經注, 平魯城
東對樊, 仲山甫之所封也.

157) 이 문장은 맹자사숙록 하 9조의 문장과 겹친다. 맹자사숙록 하9 物者, 指其實體實
事之名; 則者稱其純粹中正之名. 實體實事, 罔非自然而歸於必然, 天地, 人物, 事爲之理得
矣. 自然之極則是謂理.

158) 맹자자의소증 상 리13 曰: 天地, 人物, 事爲, 不聞無可言之理者也, 詩曰 有物有則
是也. 物者, 指其實體實事之名; 則者, 稱其純粹中正之名. 實體實事, 罔非自然, 而歸於

必然, 天地, 人物, 事爲之理得矣. 夫天地之大, 人物之蕃, 事爲之委曲條分, 苟得其理矣, 
如直者之中懸, 平者之中水, 圓者之中規, 方者之中矩, 然後推諸天下萬世而準.

159) 앞서 지적했다시피 ‘사물이 있어야 법칙이 있다[有物有則]’는 말의 직접 인용 빈도는 점
진적으로 증가한다. 게다가 ‘유물유칙’이 등장하는 서언 상 6조와 맹자사숙록 상 8조, 
서언 상 9조와 맹자사숙록 상 10조는 완벽하게 일치한다. 맹자자의소증에서는 상 3
조에 두 번, 상 8조에 한 번, 인용한 상 13조에 ‘유물유칙’이 등장한다. 재미있는 점은 맹
자자의소증 상 3조와 상 8조에서는 대진이 맹자 11:06의 ‘사물이 있어야 반드시 법칙
이 있다[有物必有則]’는 말을 인용한다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대진은 ‘반드시[必]’라는 의
미를 더하여 모든 개별 사물에 법칙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낳고 낳는다[生生]’는 표현마저도 ‘유물유칙’의 구도에 입각하여 설명한 구절은 서언, 맹
자사숙록, 맹자자의소증에서 완벽하게 일치한다. (서언 상17, 맹자사숙록 중5, 맹자
자의소증 하 인의예지1 由其生生, 有自然之條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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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데, 설명이 상세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대진의 ‘유물유칙’에 대한 생

각이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160)

대진은 크고 작은 세상의 모든 것에 그에 국한된 리가 있다고 주장

한다. 공자와 맹자가 칭찬한 시경의 구절이 그 근거이다. 대진은 시경
에서 말하는 사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 인간이 감각할 수 있

는 모든 구체적인 현상을 말하며, 법칙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중정한 것이라 

풀이한다. 대진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순수중정[純粹中正]’은 
주역 건괘 에서 가져온 표현이다.161) 주역의 건괘 는 모든 효가 제자

리에 있기에 과불급(過不及)이 없이 올바르며[正] 음유(陰柔)하고 사악(邪
惡)한 것이 섞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162) 이를 종합해보면, 대진은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현상과 사건 각각에 과불급이 없이 순수하고 

올바른 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현상 각각에 그에 맞는 리가 있다는 

주장은, 현상의 수만큼 리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리를 기준으로 이를 재

서술하면, 변화하는 기에서 생성된 현상의 수만큼 리는 상세하고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진은 세밀하고 상세하게 나뉘어진 

개별적인 리[分理], 바로 조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과 법칙의 관계는, 자연과 필연의 구도에서도 반복된다. 

대진은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현상과 사건은 ‘자연’이며, 자

연을 세밀하게 살펴서 필연에 귀착되면 만사만물의 리를 알게 된다고 주장

160) 예를 들어 원선에서는 시경 대아 증민 을 인용하여, ‘동작과 위의의 법칙은 자연의 
극치이고 백성이 붙잡는 것’이라 덧붙이는데 그친다. 이는 위 맹자자의소증의 인용이 
‘사물이 있어야 법칙이 있다’는 구절에 대하여 사물의 의미는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이고 
법칙의 의미는 순수하고 중정한 것이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과 대비된다. 원선 상3 詩
曰: 天生烝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  凡動作威儀之則, 自然之極致也, 民所秉
也. 自然者, 散之普爲日用事爲; 必然者, 秉之以協於中, 達於天下.

161) 주역 건괘  大哉, 乾乎, 剛健中正純粹精也. 야마노이 유우에 의하면, 대진이 ‘순수중
정[純粹中正]’이라는 표현으로 리를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맹자사숙록부터이다. 서언
에서는 ‘순미정호[純美精好]’, 원선에서는 ‘순의중정[純懿中正]’, 중용보주에서는 ‘대
공지리[大共之理]’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하였다. (야마노이 유우, op.cit., p. 530) 네 표현 
모두 치우침이 없이 곧고 바른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162) ‘순수중정[純粹中正]’의 해석은 주역본의를 참고하였다. (주역전의, 성백효 역주, 전
통문화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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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인간이 자연의 상태에서 필연의 상태로 나아가면, 세상 모든 개별 

현상 각각에 그에 국한된 중정한 기준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진은 ‘커다

란 하늘과 땅, 번성하는 사람과 생물, 상세하게 종류별로 나뉘어 있는 일과 

행위’ 모든 것에 순수하고 중정한 기준인 ‘리’가 있으며, 이 ‘리’를 얻으면 

‘먹줄, 수평, 그림쇠, 곱자[規矩準繩]’에 맞는 것이자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

두가 그렇다고 여기는[心之所同然]163) 보편적인 기준이 된다고 언급한다. 

즉, 대진은 다시 한 번 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기와 다르게 불

변하는 법칙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리는 실정에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것으로, 나의 사정과 다

른 사람의 사정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164) 나의 사정과 다른 사람의 사정

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는 공평한 것이다. 또한 대진이 리의 전

제로 말하였던 것들은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 일상의 먹고 마시는 일, 다섯 

가지 대표적인 인간관계이다.165)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대진이 이 모

든 실질적인 것들이 인간의 욕망의 발현이라고 지적한 점이다. 대진은 그의 

저작 여러 군데에서 일상의 먹고 마시는 일은 인간 욕망의 발현이며, 이는 

성인의 관심사라고 주장한다.166) 따라서 대진이 실정이라는 단어에 부여한 

163) 맹자자의소증 상 리4 心之所同然始謂之理, 謂之義; 則未至於同然, 存乎其人之意見, 
非理也, 非義也. 凡一人以爲然, 天下萬世皆曰｢是不可易也 , 此之謂同然. 이 부분과 관련
하여서는 Kwong-loi Shun의 해석이 참고할 만하다. Shun은 대진이 주장하는 리는 “공유
하는 합의[shared agreement]”라 번역한다. (Kwong-loi Shun, op.cit.) Shun은 대진이 ‘심
지소동연’에서 연(然)을 동사로 사용하여 ‘승인[可, approve]’을 의미하고자 하였다고 주장
한다. (Kwong-loi Shun, Mencius and Early Chinese Thought,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136-137) 정빈나도 대진의 철학에서 지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심지소동연’을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라 이기동의 번역을 활용한
다. ( 대진의 ‘소당연’ 개념에 관한 연구 , 유교사상문화연구, Vol. 56, 한국유교학회, 
2014).

164) 맹자자의소증 상 리3 問: 以情絜情而無爽失, 於行事誠得其理矣. 情與理之名何以異? 
曰: 在己與人皆謂之情, 無過情無不及情之謂理.

165) 맹자자의소증 상 리3 物者, 事也. 語其事, 不出乎日用飮食而已矣. 舍是而言理, 非古
賢聖所謂理也.; 맹자자의소증 상 리13 天地, 人物, 事爲, 不聞無可言之理者也, 詩曰
有物有則 是也. 物者, 指其實體實事之名, 則者, 稱其純粹中正之名.; 맹자자의소증 하 
도1 中庸又曰: 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五者, 天下之達道也. 言身
之所行, 擧凡日用事爲, 其大經不出乎五者也.; 맹자자의소증 하 도1 君臣, 父子, 夫婦, 
昆弟, 朋友之交, 五者爲達道, 但擧實事而已. 智仁勇以行之, 而後純粹中正.

166) 맹자자의소증 상 리10 詩曰: 民之質, 日用飮食.  記曰: 飮食男女, 人之大欲存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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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인간을 둘러싼 삶의 여러 사태들이고, 과불급이 없는 실정은 인간 

욕구의 절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이 말하는 조리는 일상의 먹고 마

시는 일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개별 사태 각각의 기준적인 규칙인 ‘예(禮)’와 

같다.167) 그래서 예는 지극히 마땅하고 바뀌지 않는 법칙으로, 일상의 모든 

일은 예에 맞아야 한다.168)이러한 예와 리의 동일성은, “낳고 낳는데 말미

암아 자연의 조리가 있으니, 조리의 질서가 정연함을 살펴보면 예를 알 수 

있다”고 한 문장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169) 즉, 대진은 기의 변화가 

있으면 그에 맞는 법칙이 있다[有物有則]는 구도를 반복하며, 조리와 예의 

동일함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주목해야 할 점은, 대진이 이러한 개별적인 리, 곧 예가 천하와 만

세의 기준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대진은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끊이지 않는 기의 변화로 세상의 만물이 형성된다고 하였고, 각기 다른 만

물에는 그에 국한된 다른 리가 있다고 하였다. 동시에 대진은 이 리에 시간

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

에 불변하는 각기 다른 절대적 기준이 있다.

그러나 맹자자의소증을 영역한 안핑 친은 기존의 연구자들과 비

슷하게 대진이 말하는 리는 사물의 내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the order and 

arrangement-the internal texture-of things and affairs)이라 풀이한다.170)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대진이 여러 고전을 빌려와 부여한 리의 절대성을 간

과하는 문제가 있다. 리를 사물의 내적인 질서라 한다면, 변화하는 사물 자

체에 이미 질서가 있다고 보아야 하거나 사물이 우연히 이상적인 상태에 도

聖人治天下, 體民之情, 遂民之欲, 而王道備.

167) 맹자자의소증 하 인의예지2 禮者, 天地之條理也.

168) 맹자자의소증 하 권3 禮者, 至當不易之則, 故曰, ｢動容周旋中禮, 盛德之至也.｣
169) 맹자자의소증 하 인의예지2 由其生生, 有自然之條理, 觀於條理之秩然有序, 可以知禮

矣. 이와 대응되는 문장은 서언, 맹자사숙록에도 있다. 서언 상17, 맹자사숙록 중
5 由其生生, 有自然之條理, 惟條理所以生生, 觀於條理之秩然有序, 可以言禮矣. 서언, 
맹자사숙록에 있는 ‘오로지 조리는 낳고 낳는 원인[所以]이니’라는 구절이 맹자자의소
증에서 삭제된 점에 주목하자.

170) Ann-ping Chin and Mansfield Freeman, Tai Chen on Mencius: Explorations in 
words and meanings, Yale University Press, 1990, p. 187.



- 61 -

달했을 때를 리라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끊임없이 변한다는 기

의 성질 때문에 리는 절대적인 법칙이라기보다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즉, 리의 법칙으로서의 절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

워진다. 결국 대진의 주장대로 천하와 만세의 기준이 되는 보편성을 가진 

리가 아니라, 리를 우연에 의지하는 일시적 상태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

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지점에서 대진의 리 개념이 가진 존재론적 독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진은 세상의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개별적인 무수히 많은 리는 현상과 분리되어 저 밖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

다. 이 지점에서 다양한 문제가 파생된다. 왜냐하면 대진은 감각할 수 있는 

현상의 세계와 개별 현상의 기준인 리가 모여있는 세계라는 이원화된 세계

관을 주장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에는 없는 현상, 과

거에는 없지만 현재에는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그에 국한된 개별화된 리가 있다면, 리 간에 종차(種
差)는 없는 것인가? 대진의 논리대로라면, 고수에게도 그에 맞는 리가 있고, 

순임금에게도 그에 맞는 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고수와 순임금은 

모두 인간이므로, 인간의 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수의 리와 순임금

의 리와 인간의 리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있는 각각의 절대적인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대진은 이러한 형이상학적(metaphysical) 물음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정확히는 대진은 청조 중기를 대표하는 고증학자였던

만큼, 이러한 추상적이고 공허한 질문보다는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리’

에 더 관심이 있었다. 대진은 개별 현상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사물의 리

를 알 수 있다고 말하며171), 철저히 현상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즉, 현상을 

신명의 경지에 이른 심지로 살펴보면 그 현상에 딱 맞는 리를 발견하게 된

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리나 미래의 리, 리 간의 경중 등은 대진에게 중

171) 맹자자의소증 상 리6 故於物有察有不察; 察者盡其實, 不察斯疑謬承之, 疑謬之謂失
理., et passim..



- 62 -

요하지 않다.172) 그저 현재 내가 마주한 현상에 주어진 리를 저울질을 잘 

하는 빼어난 심지로 발견해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대진은 일상의 먹고 

마시는 일 밖에서 리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173) 이처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가 있다. 이러한 분리(分理) 중심의 구도

는 리일(理一)을 주장한 주희로 대표되는 송유에 대한 대진의 비판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2.3. 리일(理一)의 부정

대진의 주희의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은 ‘리일(理一)’과 리일에서 파

생되는 개념들을 겨냥하고 있다. 대진이 주희를 비롯한 송유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원선에는 없고, 서언과 맹자사숙록에서부터 등

장하여 맹자자의소증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성인을 속이고 배우는 사람을 속이는 일을 정이나 주희같은 현명한 사람은 의

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음양의 기의 변화에 드러나는 것은 모두 흔적이 있어

서 찾을 수 있으므로, 드디어 만물과 같이 형체가 있는 것은 함께 거친 것에 

귀속시키고, 흔적이나 형상이 없는 것에서 따로 구하여 정밀한 것이라고 하였

다. 그러므로 형이상･하라는 말이나 태극·양의라는 이름을 듣고서 홀연히 리와 

기의 구분이 이러하다고 깨달아 다시는 문장의 뜻을 상세하게 살피지 않았

다.174)

성인을 속이고 배우는 사람을 속이는 일을 정이나 주희같은 현명한 사람은 의

도하지 않았다. 그들의 학문이 노자·장자·불가에서 빌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

이다. 먼저 배운 말에 익숙해져서, 종종 가리워지는 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172) 대진은 개별 사물의 리를 주장하지만, 최소한의 종(種)개념이나 류(類)개념마저 허용하
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앞서 인용한 맹자자의소증 상 리 1에서는 사물의 재질
에 관하여서 말한다면 가죽결, 피부결, 무늬결 등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173) 맹자자의소증 상 리3 物者, 事也; 語其事, 不出乎日用飮食而已矣; 舍是而言理, 非古
賢聖所謂理也., et passim..

174) 서언 상4, 맹자사숙록 상5 誣聖欺學者, 程, 朱之賢不爲也. 蓋見於陰陽氣化, 無非
有迹可尋, 遂以與品物流形同歸之粗, 而別求諸無跡象以爲其精, 是以觸於形而上下之云, 
太極兩儀之稱, 恍然覺悟理氣之分如是, 不復詳審文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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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5)

대진은 또한 정이와 주희를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대

진이 보기에 두 사람은 성인의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서언과 

맹자사숙록에서는 그 원인을, 흔적과 형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거친 

것과 정밀한 것으로 구분하여 성인이 남긴 문장의 뜻을 제대로 탐구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 진술한다. 맹자자의소증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이 이

단의 학문인 노자, 장자, 불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서술한다. 성인의 

기록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는 서언과 맹자사숙록의 비판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유학자를 자처하는 정이와 주희에게 이단사설의 영향을 받았다

고 하는 것은 더욱 강력한 비판이다.

대진은 왜 정이와 주희의 학문이 노자, 장자,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고 주장했던 것일까, 그 답은 노자, 장자, 불교 모두 감각할 수 없는 단일한 

현상의 근원을 말하기 때문이다. 곧 “노자, 장자, 불가는 신을 음양과 기의 

변화를 초월한 것으로 중시했고, 주희는 리를 음양과 기의 변화를 초월한 

것으로 중시했다.”176) 구체적으로 노자는 ‘모든 것을 싸안는[抱一] 욕심이 

없는[無欲] 도’177)를 말하였고, 장자는 ‘형상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필연

적으로 존재하는 참된 주재자[眞宰]’178)를 말하였고, 불교는 ‘진공[眞空

175) 맹자자의소증 중 천도4 誣聖欺學者, 程, 朱之賢不爲也. 蓋其學借階於老, 莊, 釋氏, 
是故失之. 凡習於先入之言, 往往受其蔽而不自覺.

176) 맹자자의소증 상 리15 老, 莊, 釋氏尊其神爲超乎陰陽氣化, 此尊理爲超乎陰陽氣化.

177) 대진은 맹자자의소증에서 노자를 여러 번 인용한다. 대진이 인용하는 노자의 표현
은 포일抱一(10장, 22장), 무욕無欲(3장, 34장, 37장, 57장), 지허극致虛極, 수정독守靜篤
(16장), 도법자연道法自然(25장) 등인데, 노자를 비판하기 위하여 포일과 무욕을 가장 많
이 인용한다.

178) ‘참된 주재자[眞宰]’는 장자 제물론 에 나오는 표현이다. 장자는 이 표현을 통하여 
감각할 수는 없지만 피아의 상대적 구별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근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다. 원문의 맥락는 아래와 같다. “저 희노애락 등의 영위가 있기에 인간인 나 자신의 작용
이 있다고 생각되며, 반대로, 인간인 나 자신의 작용이 있기에 그 희노애락의 영위가 행해
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참된 사실을 잘 파악한 것처럼 생각된다. 
단, 이것으로는 누가 그 피아의 상대적 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는 참된 주재자는 피아와는 달리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그 조짐을 
잠을 수가 없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작용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가 없는데, 그 형상을 볼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참된 주재자가 실재한다는 것은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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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을 말하였다.180) 대진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것들은 모두 감각할 수 있

는 현상이 아니다. 문제는 노자, 장자, 불교가 인간이 감각할 수 없는 현상 

배후의 무언가를 귀하게 여기고 인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실제 사물과 사

건을 천하게 여겼다는 점이다.

대진은 주희가 말하는 리 역시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게 

하는 근거[所以]’이자 ‘음양을 낳는 태극(太極)’이자 ‘기를 낳는 리’여서 공, 

맹의 언어를 노자, 장자,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시킨 것이라고 비판한

다.181) 즉, 주희가 음과 양의 변화의 존재 근거로서 단일한 ‘리’[理一]를 주

인 사실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과는 달리, 그것은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다.” (장자
, 박일봉 역, 교문사, 1990, p. 75).

179) 대진이 ‘참 공’과 관련하여 인용한 것은, 대혜보각선사어록, 주자어류 126:02, 경
덕전등록이다. 밑줄 친 부분은 대진이 인용한 부분이다. 大慧普覺禪師書 答曾侍郞二  
若或一時, 放得下, 百不思量計較, 忽然失脚, 蹋着鼻孔. 卽此識情, 便是眞空妙智. 更無別
智可得, 若別有所得, 別有所證則又却不是也. 如人迷時, 喚東作西, 及至悟時, 卽西便是
東, 無別有東.; 주자어류 126:02 問: 佛老與楊墨之學如何? 曰: 楊墨之說猶未足以動
人. 墨氏謂 愛無差等 , 欲人人皆如至親, 此自難從, 故人亦未必信也. 楊氏一向爲我, 超然
遠擧, 視營營於利祿者皆不足道, 此其爲說雖甚高, 然人亦難學他, 未必盡從. 楊朱卽老子
弟子. 人言孟子不闢老氏, 不知但闢楊墨, 則老莊在其中矣. 佛氏之學亦出於楊氏. 其初如
不愛身以濟衆生之說, 雖近於墨氏, 然此說最淺近, 未是他深處. 後來是達磨過來, 初見梁
武, 武帝不曉其說, 只從事於因果, 遂去面壁九年. 只說人心至善, 卽此便是, 不用辛苦修
行; 又有人取莊老之說從而附益之, 所以其說愈精妙, 然只是不是耳. 又有所謂 頑空 , 眞
空 之說. 頑空者如死灰槁木, 眞空則能攝衆有而應變, 然亦只是空耳. 今不消窮究他, 伊川
所謂 只消就跡上斷便了. 他旣逃其父母, 雖說得如何道理, 也使不得.  如此, 卻自足以斷
之矣. 時擧(64이후).; 景德傳燈錄卷第三十 【현종기顯宗記】 荷澤大師. 無念爲宗. 無
作爲本. 眞空爲體. 妙有爲用. 夫眞如無念. 非想念而能知實相. 無生豈色心而能見. 無念念
者, 卽念眞如. 無生生者, 卽生實相. 無住而住, 常住涅槃. ... 湛然常寂應用無方. 用而常空
空而常用. 用而不有卽是眞空. 空而不無, 便成妙有. 妙有卽摩訶般若. 眞空卽淸淨涅槃. 般
若是涅槃之因. 涅槃是般若之果.

180) 맹자자의소증 상 리13 老氏之 抱一 , 無欲 , 釋氏之 常惺惺 , 彼所指者, 曰 眞宰 , 
曰 眞空 , {莊子云: 若有眞宰而特不得其朕.  釋氏書云: 卽此識情, 便是眞空妙智.  又
云: 眞空則能攝衆有而應變.  又云: 湛然常寂, 應用無方, 用而常空, 空而常用. 用而不
有, 卽是眞空; 空而不無, 卽成妙有. } 而易以理字便爲聖學.

181) 주희의 ‘리선기후(理先氣後)’에 대한 대진의 비판은 서언과 맹자사숙록에도 등장한
다. 서언과 맹자사숙록에서는 리선기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면, 맹자자의소
증에서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분리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야마노이 유
우는 서언과 맹자사숙록은 리선기후의 리기(理氣) 문제를 주로 다루고, 맹자자의소
증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리욕(理欲) 문제를 주로 다룬다고 평가한다. (야마노이 유
우, op.cit., p. 525) 하지만 대진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감각가능한 현상을 긍정하고 존재
의 근원으로서 리일을 비판하는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진의 비판이 리기의 문제에서 리
욕의 문제로 변한 데에는 주희를 더 구체적인 현실의 문맥에서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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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것은 노자, 장자, 불교와 마찬가지로 현상을 초월한 단일한 근원을 주

장한 것이다. 그래서 대진은 주희의 리는 현상과 분리된 별도의 사물과 같

은 것[如有物焉]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머리가 희어지도록 망연히 그것을 구

해도 얻지 못한다”고 비판한다.182) 대진에 따르면 주희도 마찬가지이다. 앞

서 두 본성에 대한 비판에서 지적하였다시피, 주희는 구할 수 없는 리를 선

한 것으로 보고 반대로 기를 악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욕

구를 억압하고 자신의 의견을 리로 내세우는 현실적인 폐해를 불러왔다.

대진은 주희와 다르게 주역 계사 를 해석하여 그가 생각하는 성

현의 원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우선 대진은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

는 것 그 자체가 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원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한다. 곧 대진에게 음과 양은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의 근거가 따로 필

현상이 먼저냐 근원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형이상학적(metaphysical) 문제로서 답을 내기
가 어렵다. 하지만 본연지성을 이야기하는 순간 파생되는 문제들을 열거하는 방식의 비판
은 도덕의 의미와 인간의 수양에 대하여 독자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맹자자의소증 중 천도2 問: 易曰: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程子云: 惟此語截
得上下最分明, 元來止此是道, 要在人黙而識之.  後儒言道, 多得之此. 朱子云: 陰陽, 氣
也, 形而下者也; 所以一陰一陽者, 理也, 形而上者也; 道卽理之謂也.  朱子此言, 以道之
稱惟理足以當之. 今但曰 氣化流行, 生生不息 , 乃程, 朱所目爲形而下者; 其說據易之
言以爲言, 是以學者信之.

맹자자의소증 중 천도3 問: 後儒論陰陽, 必推本 太極 , 云: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朱子釋之云: 
太極生陰陽, 理生氣也. 陰陽旣生, 則太極在其中, 理復在氣之內也.  又云: 太極, 形而

上之道也; 陰陽, 形而下之器也.  今旣辨明形乃品物, 非氣化, 然則 太極 , 兩儀 , 後儒
據以論道者, 亦必傅合失之矣. 自宋以來, 學者惑之已久, 將何以解其惑歟?

맹자자의소증 상 리13 於理極其形容, 指之曰 淨潔空闊 ; {問 先有理後有氣 之說. 朱子
曰: 不消如此說. 而今知他合下先是有理後有氣邪？ 後有理先有氣邪? 皆不可得而推究. 
然以意度之, 則疑此氣是依傍道理行, 及此氣之聚, 則理亦在焉. 蓋氣則能凝結造作, 理卻
無情意, 無制度, 無造作, 止此氣凝聚處, 理便在其中. 且如天地間人物草木禽獸, 其生也莫
不有種; 定不會無種了, 白地生出一個物事; 這個都是氣. 若理則止是個淨潔空闊底世界, 
無形跡, 他卻不會造作, 氣則能醞釀凝聚生物也. } 不過就老, 莊, 釋氏所謂 眞宰 , 眞空
者轉之以言夫理, 就老, 莊, 釋氏之言轉而爲六經, 孔, 孟之言. 今何以剖別之, 使截然不相
淆惑歟?

182) 맹자자의소증 상 리13 聖人亦人也, 以盡乎人之理, 群共推爲聖智盡乎人之理非他, 人
倫日用盡乎其必然而已矣. 推而極於不可易之爲必然, 乃語其至, 非原其本. 後儒從而過求, 
徒以語其至者之意言思議視如有物, 謂與氣渾淪而成, 聞之者習焉不察, 莫知其異於六經, 
孔, 孟之言也. 擧凡天地, 人物, 事爲, 求其必然不可易, 理至明顯也. 從而尊大之, 不徒曰
天地, 人物, 事爲之理, 而轉其語曰｢理無不在｣, 視之｢如有物焉｣, 將使學者皓首茫然, 求其
物不得. 非六經, 孔, 孟之言難知也, 傳注相承, 童而習之, 不復致思也. , et passim..



- 66 -

요하지 않다. 그래서 리는 기를 낳지 않는다. 오히려 기가 있어야 리를 발

견할 수 있다. 대진은 철저히 감각할 수 있는 현상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주희가 리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기 마련이다[有物有則]’는183) 시경의 구절은 대진에게 ‘사물이 

있어야 비로소 그 법칙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사물의 선재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 감각할 수 있는 사물이 있어야 그 이후에 그 사물에 

맞는 규칙이 있다고 보는 대진에게 세계는 현상과 현상에 국한된 리로 구성

되어 있다. 따라서 현상의 숫자만큼, 그 만큼의 리가 있다. 그래서 대진은 

모든 사물에 각기 다른 리가 있다며 조리(條理) 혹은 분리(分理)를 주장한

다. 이렇게 대진의 구도에서는 개별 사태의 리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사

태마다 그에 국한된 리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대진

의 관심은 현실에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리를 인간이 어떻게 심지의 계발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에 집중된다.

대진과 주희 두 사람의 리(理) 개념에 대한 차이는, 대진이 맹자자

의소증 상 리 2조 말미에 인용해 둔 ‘포정해우(庖丁解牛)’에 대한 해석에

서 두드러진다.184) 포정이 ‘천리에 의지하였다[依乎天理]’는 대목에 대하여, 

조리를 주장하는 대진은 ‘천리는 이른바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관절에는 틈

이 있고, 칼날은 더없이 얇아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을 틈에 넣

기 때문에’라는 것으로 바로 천연의 분리(分理)와 같은 것’이라 풀이한

다.185) 즉, 대진은 포정이 잡은 칼날이 들어가는 세세한 결이 리라고 주장

183) 주희는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有物有則]’에 대해 어류 18:82에서 ‘하늘이 사람
과 사물을 낳으면서 각각마다 하나의 딱 좋고 지나치다거나 부족하지 않은 도리를 당신한
테 내려줌이 있다 (天之生人物, 箇箇有一副當恰好, 無過不及底道理降與你)’고 말한다. 주
희의 이러한 언급은 개별 사물 각각에 그에 합당한 리가 있다는 이야기로, 얼핏 보기에 대
진이 말하는 조리와 ‘개별화’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주희는 어류 18:82의 마
지막 부분에서 네 방향에서 한 화로의 불을 보는 사례를 들어 다르지만 결국에는, 모두 하
나의 리임을 강조하여 리일분수의 구도를 드러낸다 (又曰: 凡看道理, 須是細心看他名義
分位之不同. 通天下固同此一理, 然聖賢所說有許多般樣, 須是一一通曉分別得出, 始得. 
若只儱侗說了, 盡不見他裏面好處. 如一爐火, 四人四面同向此火, 火固只一般, 然四面各
不同. 若說我只認曉得這是一堆火便了, 這便不得, 他裏面玲瓏好處無由見).

184) 대진은 맹자자의소증에서만 장자 양생주 의 포정해우를 인용한다. 비록 해석은 다
를지라도 주희도 포정해우를 종종 인용한다. (주자어류 10:15, 18:89, 20:55, 34:89, 
67:36, 75:10, 125:50, 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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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주희도 이와 비슷하게 포정이 소의 세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파악한 

것은 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설명한다. 대진과 비

슷하게 주희도 포정의 칼이 들어가는 뼈와 근육의 틈새가 리[分殊理]라고 

인정한다. 다만 주희의 강조점은 얽히고설킨 리를 포괄하고 관통하는 회통

처[理一]에 있다. 주희는 수양이 완전한 경지에 이르면 리일(理一)을 터득하

여 포정과 같이 소의 세밀한 부분[分殊理]마저도 막힘없이 모두 볼 수 있음

을 이야기한다. 즉, 주희는 포정해우의 사례도 리일분수의 구도로 풀어낸

다.186) 반면 대진은 소의 모든 틈이 다 리라며 분수리만을 인정하여, 개별 

현상 각각에 국한된 분리(分理)의 세계관을 드러낸다. 즉, 마음이 아닌 사물

에 있는 리, 리일이 배제된 무수한 조리만을 리라고 대진은 인정한다.

이러한 대진과 주희의 차이는 대진이 최후에 덧붙인 맹자자의소증

 하 권 2조에서 선명하게 요약된다.

문: 송나라의 유학자들도 또한 사물에서 리를 구해야 함을 알았다. 다만 먼저 

불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한 신식을 리로 바꾸어 불렀다. 그래서 

그들은 리를 ‘마치 별도의 사물이 있는 것처럼’ 보아서 ‘사물의 리’라고 말하지 

185) 맹자자의소증 상 리2 天理, 卽其所謂 彼節者有間, 而刀刃者無厚, 以無厚入有間 , 
適如其天然之分理也.

186) 이는 만사만물을 따져보는 격물치지를 계속하면 활연관통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주희 수양론의 구도와도 일치한다. 이와 관련된 예시로 주자어류 75:10을 덧붙인다.

‘회통(會通)함을 관찰하여 떳떳한 예를 행함’에서 회(會)는 여러 이치가 모이는 곳으로 비록 
여러 가지 쉽고 어려운 장애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 오히려 통하는 도리를 얻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정해우(庖丁解牛)에서 뼈와 살이 얽히고설킨 곳에서 오히려 ‘칼을 살
과 뼈, 또는 가죽 사이의 큰 틈에 넣고’와 같이, 이것은 근육과 뼈가 얽히고설킨 곳에서 그 
통할만한 이치를 터득한 것이므로, 19년 동안 썼던 칼날이 마치 숫돌에서 막 새로 갈아낸 
듯했다. 또한 사물의 이치들 사이에서 얽히고설킨 곳을 이해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을 보게 되니, 그렇다면 어떻게 통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모인 곳에서 모두 
이해해야만 그 사이에서 오히려 스스로 통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마치 문맥의 이치가 서
로 닮으면 많은 것을 얻는 곳에 이르듯이, 자연히 관통하면 ‘떳떳한 예를 행할 수 있을 것
이다.’ 대체로 모였지만 통하지 않으면 꽉 막혀서 행동할 수 없고; 통하지만 모이지 않으
면 많은 곡직(曲直)과 착잡(錯雜)의 부분을 모를 것이다. <황순>.

觀會通以行其典禮.  會是衆理聚處, 雖覺得有許多難易窒礙, 必於其中卻得箇通底道理. 謂如
庖丁解牛, 於族處卻‘批大郤, 導大窾’, 此是於其筋骨叢聚之所, 得其可通之理, 故十九年刃
若新發於硎. 且如事理間, 若不於會處理會, 卻只見得一偏, 便如何行得通? 須是於會處都
理會, 其間卻自有箇通處, 便如脈理相似. 到得多處, 自然通貫得, 所以可‘行其典禮’. 蓋會
而不通, 便窒塞而不可行; 通而不會, 便不知許多曲直錯雜處.” ■(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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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리가 사물에 흩어져 있다”고 말했다. 사물의 리는 반드시 사물을 아주 

세밀히 분석한 뒤에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리가 사물에 흩어져 있음에도 마

음 속에서 묵묵히 리를 구하니, 그래서 그들은 “근본은 하나인데 만 가지로 달

라진다[一本萬殊]”라고 했고, “전개하면 온 우주에 충만하고 수렴하면 깊은 

곳에 내장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실은 “두루 드러나면 모든 법계를 갖추고 있

고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 속에 있다”는 불교의 말에서 얻은 것이다. 마음 속에

서 묵묵히 리를 구하기 때문에 리의 본체가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욕구가 

없는 것을 리라고 한다고 스스로 믿어서, 비록 치우친 의견이라 하더라도 리에

서 나오는 것이지 욕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리를 ‘마치 별도

의 사물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 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마다 리가 있고 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또 “마음이 뭇 리를 구비하

고 만사에 응한다”187)고 말했다. 마음에 갖추고 있다가 내놓는다고 하면, 의견 

말고는 달리 여기에 해당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모든 이치가 다 마음에 갖

추어져 있다면, 하나의 일이 닥치면 마음은 하나의 리를 내어 거기에 대응하고 

다른 일로 바뀌면 또 반드시 다른 리로 바꾸어 그에 대응하여, 백천만억에 이

르러도 끝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이 리를 다 갖추고 있다면 수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라는 말로는 다 표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또 다른 이론

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일분수(理一分殊)’라는 말을 한다.188)

187) 대학장구 01:01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程子曰, 親, 當作新. 大
學者, 大人之學也. 明, 明之也. 明德者,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
也, 但爲氣稟所拘, 人欲所蔽, 則有時而昏. 然其本體之明, 則有未嘗息者. 故學者當因其所
發而遂明之, 以復其初也. 新者, 革其舊之謂也. 言旣自明其明德, 又當推以及人, 使之亦有
以去其舊染之汚也. 止者, 必至於是而不遷之意, 至善則事理當然之極也. 言明明德新民, 
皆當止於至善之地而不遷, 蓋必其有以盡夫天理之極, 而無一毫人欲之私也. 此三者, 大學
之綱領也.

188) 맹자자의소증 하 권2 問: 宋儒亦知就事物求理也, 特因先入於釋氏, 轉其所指爲神識
者以指理, 故視理｢如有物焉｣, 不徒曰｢事物之理｣, 而曰｢理散在事物｣. 事物之理, 必就事
物剖析至微而後理得; 理散在事物, 於是冥心求理, 謂｢一本萬殊｣, 謂｢放之則彌六合, 卷之
則退藏於密｣, 實從釋氏所云｢偏見俱該法界, 收攝在一微塵｣者比類得之. 旣冥心求理, 以爲
得其體之一矣; 故自信無欲則謂之理, 雖意見之偏, 亦曰｢出於理不出於欲｣. 徒以理爲｢如
有物焉｣, 則不以爲一理而不可; 而事必有理, 隨事不同, 故又言｢心具衆理, 應萬事｣; 心具
之而出之, 非意見固無可以當此者耳. 況衆理畢具於心, 則一事之來, 心出一理應之; 易一
事焉, 又必易一理應之; 至百千萬億, 莫知紀極. 心旣畢具, 宜可指數; 其爲一, 爲不勝指
數, 必又有說, 故云｢理一分殊｣. 이 부분의 번역은 정원재, 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 33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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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은 주희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리일분수를 주장하게 되었다

고 본다. 주희는 사물마다 각기 다른 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었

지만, 세상의 다양한 사물의 리[分殊理]가 다 하나의 근원[理一]에서 비롯하

였다고 보았다. 즉, 하나의 리가 전개되어 각기 다른 사물의 리가 있다. 문

제는 주희가 사람의 본성을 리[理一]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희는 

사물의 리를 사물에서 구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마음에서 찾았다. 즉, 마

음은 모든 이치[理一]를 갖추고 있어서 어떠한 사태를 마주하든지간에 그에 

맞는 리[分殊理]를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대진이 보기에 리는 사물의 리

이므로, 인간의 본성이나 마음에 갖추어진 것이 아니다. 대진에게 사물의 수

만큼, 그만큼의 리가 사물과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주희처럼 근원으로써

의 단일한 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물의 수만큼 존재하는 리에다 별도의 리를 

하나 더 더하는 것[如有物焉]과 같다. 즉, 대진에게 리는 개별 사물 각각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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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을 완성하는 방법

대진의 철학에서 인간은 본성을 ‘선’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의무

를 지고 있다. ‘선’으로의 이행은 리를 받아들이고, 리에 맞는 판단을 내리

는 심지의 계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진의 철학에서 심지의 계발

은 인간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진은 성장의 비유를 차용하여, 

혈기가 음식을 섭취하여 기름을 얻듯이 심지도 리를 묻고 배워서 기름을 얻

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장에서는 대진이 말하는 심지의 기름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인간의 수양법을 살펴보겠다.

대진의 수양론이 그의 철학에서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진

의 철학적 서술들 중에서 수양의 방법과 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논한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진은 고전의 의미를 풀이하는 중간 중간에 

인간의 본성을 완성시키는 방법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연구자

들은 자연과 필연이 같다는 대진의 주장에 집중하여 수양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거나, 대진이 학습을 강조한 점만을 들어 그가 말하는 수양은 

지적인 작업이라 평가하는데 그친다.189)

최근에야 대진의 수양론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졌는

데, 대진 철학에서 공감의 도덕적 역할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저스틴 티왈

드는 대진 철학에서 인간이 충과 서라는 단계를 거쳐서 선(善)인 공감의 능

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정(情)이라는 한자를 일률

적으로 감정이라고 번역한 것에 근거한데다가,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까지만을 선으로 인정하여 실천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190) 

189) 대표적인 예로는 아이반호가 있다. 아이반호는 그의 저서 Confucian Moral 
Self-cultivation에서 “대진의 도덕적 자아 수양 이론은 명지(明知, 이해)하는 지성의 역할
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Ivanhoe, op.cit., 2008) 장대년은 대진이 왕부지 안원과 
마찬가지로 직관을 반대하였지만, 대진은 오로지 분석만을 중시하였다 평가한다. (장대년, 
op.cit., p. 1145) 또 풍우란은 대진이 “지식(知識)이 곧 도덕이다”이라는 설을 견지했다고 
평가한다. (풍우란, op.cit., p. 659) 하지만 풍우란은 대진과 순자의 차이점dmf emfaustj 
대진의 심dms “직각적으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 깨달을 수” 있다며 대진의 주장을 
심학가의 양지설과 유사하다 평가한다. (풍우란, op.cit., pp. 666-669).

190) Justin Tiwald, “Dai Zhen on sympathetic concern”,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Volume 37, Issue 1,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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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은 대진과 주희의 서(恕) 개념을 비교하며, 주희가 주체의 도덕성에 

주목한 반면 대진은 서로를 헤아리는 공감에 주목했다 평가한다. 논문의 목

적이 주희와 대진의 비교에 있었던만큼, 홍성민의 대진 서 개념에 대한 서

술은 인간의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191)

‘공감’ 이외의 대진 수양론 주제를 다룬 최근의 연구자로는 콩로이 

슌과 고재욱이 있다. 콩로이 슌은 대진이 제시하는 수양은 모든 리를 다 아

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모든 리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심지의 능력을 기르

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심지의 능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리를 

묻고 배우다보면[問學] 심지의 능력이 계발된다고 간략하게 언급한다.192) 

하지만 콩로이 슌의 주장은 리를 묻고 배운다는 것이 개별 사태에 대하여 

끊임없는 배움을 의미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고재욱은 대

진이 제시하는 중용의 삼달덕에 대한 해석이 “윤리를 실천하는 구체적 행

위 내용”이라 주장한다.193) 하지만 이에 대한 대진의 원문만을 제시할 뿐 

지, 인, 용,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장에서는 대진이 인간의 수양에 관하여 말한 내용을 추려내어 

그의 수양론을 정합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대진은 고전의 세 대목을 빌

려서 인간의 본성이 ‘선’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는 중용의 

삼달덕, 논어와 중용의 충신서(忠信恕), 논어의 극기복례위인(克己復
禮之爲仁)이다. 대진은 중용의 삼달덕에서는 심지에서 예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함을, 논어와 중용의 충신서에서는 예에 맞는 판단을 내리기 위

해 가져야 하는 태도와 지향을, 논어의 극기복례위인에서는 예로 귀착되

는 것이 인간의 완성임을 주장한다.

3.1. 완성해야 하는 중용의 삼달덕

중용의 삼달덕은 지(智), 인(仁), 용(勇)을 가리킨다. 대진은 중

191) 홍성민, op.cit., 2014.

192) Kwong-loi Shun, op.cit..

193) 고재욱, op.cit..



- 72 -

용의 삼달덕에 대하여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록 사람마

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성인의 수준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라 본다.194) 

특히 그 중에서도 대진은 ‘지’를 강조한다. 대진은 그의 최초의 철학적 저작

인 원선에서부터 최후의 철학적 저작인 맹자자의소증에 이르기까지 
중용의 삼달덕에 대해 매 저작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한다.

성(誠)은 실질이다. 중용에 의거해서 말하면, 실제로 하는 것은 지이고 인이

고 용이고, 실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인이고 의이고 예이다. 혈기와 심지로 

말미암아 지와 인과 용에 대해 말한 것이니, 혈기와 심지 이외에 따로 지가 있

고 인이 있고 용이 있어서 부여된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 나아가 인에 대해 

말하고 예와 의에 대해 말한 것이니, 일상생활을 버리면 이른바 인과 의와 예

는 없다.195)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實體實事]에 대한 풀이와 유사하게, 대진은 

성(誠)이라는 글자는 감각가능한 현상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풀이는 도(道)

194) 서언 하5 仁義禮可以大共之理言, 智仁勇之爲達德, 必就其人之根於心者言; 大共之
理, 所以衡論天下之事, 使之協於中, 止於至善也. 有根於心之德, 斯有以通夫大共之理, 而
德之在己, 可自少而加多, 以底於聖人, 則其通夫大共之理者, 亦有淺深精粗之不同. 맹자
자의소증 하 인의예지1 若夫德性之存乎其人, 則曰智, 曰仁, 曰勇, 三者, 才質之美也, 因
才質而進之以學, 皆可至於聖人. 덕(德)을 완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덕에 대
한 이중적인 해석-능력 혹은 경향과 이상 혹은 규범-을 참고하였다. (David S. Nivison, 
The Ways of Confucianism, Open Court, 1996, Chapter 2, 3 참고; David S. Nivison, 
“DE: Virtue or Power”, Encyclopedia of Chinese Philosophy, Routledge, 2003, pp. 
234-237;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유가, 묵가, 법가를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II. 3. 참고) 특이한 점은 통상 덕은 도덕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규범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진은 도덕적인 능력의 의미
를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진의 구도에서 인간의 마음에는 선천적인 도
덕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에서 인용한 맹자자의소증 하 인의예지 1조의 성(性)과 덕
(德)도 선천적인 도덕성이 결여된 자연적인 조건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진은 성
과 덕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밖에 있는 예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길러야 
하는 것이라 본다. 그래서 대진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리를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심지
의 능력 발휘로 덕을 이해하고, 이를 성인의 수준으로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덧붙
이자면, 대진이 말하는 지, 인, 용의 계발은 사태의 기준인 예를 받아들이는 지로부터 시
작한다.

195) 맹자자의소증 하 성1 誠, 實也. 據中庸言之, 所實者, 智仁勇也; 實之者, 仁也, 義也, 
禮也. 由血氣心知而語於智仁勇, 非血氣心知之外別有智, 有仁, 有勇以予之也. 就人倫日
用而語於仁, 語於禮義, 舍人倫日用, 無所謂仁, 所謂義, 所謂禮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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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움직임[行]이라고 풀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전 해석에서 현상 우위의 

시각을 앞세우는 대진의 철학적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다.196) 도를 

행(行)으로 풀이할 때에는 주역의 해설이 목표였다면, 성을 실(實)로 풀이

할 때에는 중용의 해설이 목표이다. 대진은 원선에서부터 맹자자의소

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용의 ‘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길지는 않지

만 중용에 대한 주석도 남겼다. ‘성’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뒤에 지인용(智仁勇)과 인의예(仁義禮)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진은 중용 23장의 ‘自誠明’과 ‘自明誠’을 ‘실질로부터 밝아지게 

되는 것’과 ‘밝음으로부터 실질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진의 구도에서 

전자는 성인을 가리키고 후자는 범인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대진은 ‘실질로

부터 밝아지게 되는 것’에 대하여 지, 인, 용이 이미 완전하여서 일상생활에

서 인, 의, 예를 완벽하게 실현하여 천하의 사람들이 더 더할 것이 없다고 

풀이하기 때문이다. 즉, ‘自誠明’은 이미 타고난 지, 인, 용이 완전하여서 

인, 의, 예를 현실에서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성인을 가리킨다. 반면 ‘밝음

으로부터 실질이 되는 것’에 대하여 대진은 일상생활에서 묻고 배워서 인, 

의, 예를 힘써서 구해야 지, 인, 용이 계발된다고 풀이한다. 즉, ‘自明誠’은 

타고난 지, 인, 용을 가르침을 통하여 키워서 인, 의, 예를 일상에서 실현해

야 하는 범인을 가리킨다.197)

196) 야마노이 유우는 대진의 이러한 성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의 경서 해석은 경서의 자구의 세부에까지 신경이 구석구석 미치고 있고, 또 하나하나의 

해석도 지극히 치밀한 논법을 취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정채를 발하고 있는 것은, 고증의 
정밀함이 아니라, 그의 독자적인 견식의 날카로움, 사고의 확실함에 있었다. 개개의 소론 
및 맹자자의소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의 철학적 입장이다. 따라서 
맹자자의소증을 통하여 이해되는 것은, ‘각 경서의 용례에서부터 실증적으로 귀납된 자
의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묘사해 낸 공맹의 사상도 아니며, 대진 자신의 철학 체계이다’라
고 하는 결과에 이른다.” (야마노이 유우, op.cit., p.477) 오역한 구절을 고쳐서 인용했다.

197) 대진은 그를 유명하게 한 ‘위지(謂之)’와 ‘지위(之謂)’의 구별에 대하여 설명하며 중용
23장의 ‘자명성’과 ‘자성명’을 여러 저작에서 인용한다. 서언 상2, 맹자사숙록 상3 古
人言辭, 之謂 , 謂之  有異: 凡曰 之謂 , 以上所稱解下, 如中庸 天命之謂性, 率性之
謂道, 修道之謂教 , 此爲性, 道, 教言之, 若曰性也者天命之謂也, 道也者率性之謂也, 教
也者修道之謂也. 易 一陰一陽之謂道 , 則爲天道言之, 若曰道也者一陰一陽之謂也. 凡曰
謂之 者, 以下所稱解上, 如中庸 自誠明謂之性, 自明誠謂之教 , 此非爲性, 教言之, 以
性, 教區別 ‘自誠明’, ‘自明誠’ 二者耳.; 맹자자의소증 중 천도2 凡曰 謂之 者, 以下所
稱之名辨上之實, 如中庸 自誠明謂之性, 自明誠謂之敎 , 此非爲性敎言之, 以性敎區別 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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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자성명’과 ‘자명성’의 해석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두 가

지이다. 첫째는 신명의 경지에 이른 심지를 가지고 있는 성인도 일상생활에

서 인, 의, 예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범인은 지, 인, 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지만 가르침을 통하여 계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대진이 제시하는 지, 인, 용의 설명에서 더 상세하게 드러난다.

우선 대진은 지, 인, 용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

다. 대진은 중용보주에서 지, 인, 용의 덕(德)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만, 자기를 되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밝힌다. 그래서 인간은 지, 인, 용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시작에는 부족했지만 끝에는 반드시’ 달도를 실현하게 된다. 즉, 재

질과 본성에 차등이 있어서 지, 인, 용에 부족함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달도

를 실현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198)

대진은 지, 인, 용 각각의 단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원

선 하 9조에서는 지로 인하여 대상에 대하여 지(知)하게 되고, 인으로 인

하여 행동이 있게 되고, 용으로 인과 지혜를 시종일관한다고 서술한다.199) 

중용보주의 설명이 특히 자세한데, 지는 저울[權衡]로 대상을 재서 가벼

움과 무거움이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은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용은 힘써서 어긋나지 않게 행하는 것이

誠明 , 自明誠 二者耳. 易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 本非爲道器言之, 以道器
區別其形而上形而下耳.; 맹자자의소증 하 성1 全乎智仁勇者, 其於人倫日用, 行之而天
下睹其仁, 睹其禮義, 善無以加焉, 自誠明 者也; 學以講明人倫日用, 務求盡夫仁, 盡夫禮
義, 則其智仁勇所至, 將日增益以於聖人之德之盛, 自明誠 者也. 대진의 최초의 철학적 
저작인 원선에는 ‘자명성自明誠’과 ‘자성명自誠明’을 중용 1장에 등장하는 ‘중화(中
和)’의 구도와 접목시켜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남아있다. 원선 하5 自誠明 者, 於其中
和, 道義由之出; 自明誠 者, 明乎道義中和之分, 可渐以幾於聖人. 惟天下至誠, 爲能儘
其性; 能儘其性, 則能儘人之性; 能儘人之性, 則能儘物之性 , 自誠明者之致中和也. 其
次致曲, 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 自明誠者之致中和
也. 天地位, 則天下無或不得其常者也; 萬物育則天下無或不得其順者也.

198) 중용보주 20:07 知, 仁, 勇之德, 人咸有之, 亦人咸反之己而不足者也. 旣反之己而不
足, 則疑以是行之未能盡道. 然惟務乎此, 日新不已, 下學而上達, 始焉不足, 終必能足. 舍
知, 仁, 勇, 其於達道更無所以行之者, 故曰 所以行之者一也 . 不過質性有差等, 是以不
足, 至於能足則同. 대진 중용보주의 번호매기기는 주희 중용집주의 번호매기기를 참
고하여 하였다. 앞의 번호는 장이고 뒤의 번호는 절을 의미한다.

199) 원선 하9 智以知之, 仁以行之, 勇以始终; 夫仁智, 期於仁與禮义俱無憾焉, 斯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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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 이와 유사하게 최종작인 맹자자의소증 하 성(誠) 2조에서는 지는 

가리워지지 않은 것[不蔽]을, 인은 사사롭지 않은 것[不私]을, 용은 스스로 

힘쓰는 것[自强]이라 정의한다.201) 이 세 저작에서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지

는 심지가 예를 기준으로 욕구와 감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단계를, 인

은 지에서 내린 판단의 실천을 방해하는 사적인 욕구와 감정을 제거하는 단

계를, 용은 이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를 의미함을 짐작할 수 있

다.202) 즉, 지, 인, 용의 순서를 따라서 인간은 예에 맞는 ‘선’에 나아갈 수 

있다.

대진은 지, 인, 용의 계발이 이루어지면 도달하는 인, 의, 예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말한다.

일상생활에 나아가 정미한 극치를 궁구하는 것을 ‘인’이라고 하고 ‘의’라고 하

고 ‘예’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천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저울로 

가볍고 무거움을 재는 것과 같으니, ‘인’에 대해 유감된 것이 없고 ‘예’와 ‘의’

에 대해 허물을 짓지 않으면 도가 다하는 것이다. 만약 덕성이 그 사람에게 보

존되면 ‘지’라고 하고 ‘인’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재질의 

아름다움이다. 재질로 말미암아 배움으로 나아가게 하면 모두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203)

대진은 타고난 바탕인 지, 인, 용을 계발하여 인, 의, 예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반복하며, 인, 의, 예를 모두 ‘일상생활에 나아가 정미한 극치를 

200) 중용보주 20:06 能權之使輕重不爽, 則知也. 然不徒曰 知 , 而兼言 仁 者, 世不乏
知及之, 仁不能守之 者也. 又兼言 勇 , 則强力不可奪. 以三者行之, 庶幾於仁義禮無憾. 
謂之達德, 人皆宜實有諸己也.

201) 맹자자의소증 하 성2 曰: 智也者, 言乎其不蔽也; 仁也者, 言乎其不私也; 勇也者, 言
乎其自强也.

202) 용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행을 의미하는 단계이기에, 대진은 덕을 완성시켜주는 방법
이라 언급하기도 한다. 서언 하5 古今惟聖人全乎智仁, 全乎智仁, 則德靡不賅矣, 而此
更言夫勇, 蓋德之所以成也.

203) 맹자자의소증 하 인의예지1 就人倫日用, 究其精微之極致, 曰仁, 曰義, 曰禮, 合三者
以斷天下之事, 如權衡之於輕重, 於仁無憾, 於禮義不愆, 而道盡矣. 若夫德性之存乎其人, 
則曰智, 曰仁, 曰勇, 三者, 才質之美也, 因才質而進之以學, 皆可至於聖人.



- 76 -

궁구하는 것’이자 ‘저울로 가볍고 무거움을 재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앞

서 2.2에서 심지가 리에 맞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리를 소화시키는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야 심지는 받아들인 리를 기준으로 저울질

을 하여 욕구와 감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

면, 정미한 극치인 예를 탐구하는 행위는 심지가 리를 소화시키는 선행 작

업을, 저울로 가볍고 무거움을 재는 것은 심지가 예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실천의 시작점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즉, 인, 의, 예라는 ‘선’은 심지의 두 

단계의 계발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지(知)의 판단에 대해서 설

명하는 지, 인, 용의 지(智)의 단계에는 1) 심지가 예를 묻고 배워서 판단의 

기준을 내면화하는 선행 작업이라는 의미와 2) 실제 사태를 마주하여 예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실천의 시작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같은 지(智)의 두 가지 의미는 대진이 원선, 중용보주와 다르

게 맹자자의소증에서 지, 인, 용의 지를 가리워짐이 없다는 모호한 말로 

정의한데서도 엿볼 수 있다. 대진은 앞서 원선, 중용보주에서 지(智)에 

대하여 대상에 대하여 지(知)한다거나 저울질을 한다고 정의하며, 심지가 

내리는 예에 맞는 판단만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맹자자의소증에서는 가리

워짐이 없다는 표현으로 심지의 기름에 대하여 강조한다. 대진은 맹자자의

소증 여러 군데에서 악의 근원으로 가리워짐과 사사로움을 제시한다.204) 

대진은 사사로움은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

에 혈기에 근거하고, 가리워짐은 심지의 능력이 기름을 얻지 못하여 발생하

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에 근거한다 설명한다.205) 따라서 대진은 지, 인, 용

의 지(智)를 가리워짐이 없다고 정의함으로써, 가리워짐을 타파하기 위하여 

리를 묻고 배워서 내면화하는 심지의 계발과, ‘선’을 실현하게 하는 첫 단계

로서 사태를 만나서 심지가 내리는 예에 맞는 판단, 양자를 드러내고자 하

204) 맹자자의소증 상 리10 天下古今之人, 其大患, 私與蔽二端而已.; 맹자자의소증 하 
권1 人之患, 有私有蔽. 이와 유사한 언급은 원선에도 있다. 원선 상3 欲不失之私, 則
仁; 覺不失之蔽, 則智.

205) 맹자자의소증 상 리10 私生於欲之失, 蔽生於知之失; 欲生於血氣, 知生於心. 因私而
咎欲, 因欲而咎血氣; 因蔽而咎知, 因知而咎[心]., et p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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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할 수 있다.

대진이 악의 원인으로 지목한 혈기의 사사로움과 심지의 가리워짐 

중에 심지의 가리워짐이 더 큰 문제이다.206) 왜냐하면 심지가 계발되어야지

만 사태를 맞이하여 리에 일치하는 판단을 내려 신체의 욕구와 감정에 대하

여 가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진은 사단인 측은, 사양, 수오, 

시비마저도 심지가 ‘지’하여야 인의예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207) 또 인

의예지에 대한 설명에서 인, 의, 예를 들면 지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 때의 

지는 인, 의, 예 세 가지를 아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208) 비록 사사로

운 욕구가 내가 내린 판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나의 심지가 내린 결정이 리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

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 용은 지에서 인식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력

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대진은 심지를 어떻게 계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대진은 심지를 묻고 배움을 통하여 길러야 한다고 반복하지만, 대진의 비판

대상인 주희와 비교해보면 대진은 배움의 대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심지를 계발하는 구체

적인 방법에 대한 단서는 대진이 최후의 저작인 맹자자의소증에만 있는 

권 2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부분이다.

206) 맹자자의소증 상 리4 自非聖人, 鮮能無蔽; 有蔽之深, 有蔽之淺者. 人莫患乎蔽而自
智, 任其意見, 執之爲理義. 吾懼求理義者以意見當之, 孰知民受其禍之所終極也哉!; 맹
자자의소증 상 리5 天下智者少而愚者多; 以其心知明於衆人, 則共推之爲智, 其去聖人甚
遠也. 以衆人與其所共推爲智者較其得理, 則衆人之蔽必多; 以衆所共推爲智者與聖人較其
得理, 則聖人然後無蔽.; 맹자자의소증 하 재3 聖人之言, 無非使人求其至當以見之行; 
求其至當, 卽先務於知也. 凡去私不求去蔽, 重行不先重知, 非聖學也., et passim..

207) 맹자자의소증 중 성2 然人之心知, 於人倫日用, 隨在而知惻隱, 知羞惡, 知恭敬辭讓, 
知是非, 端緖可擧, 此之謂性善. 於其知惻隱, 則擴而充之, 仁無不盡; 於其知羞惡, 則擴而
充之, 義無不盡; 於其知恭敬辭讓, 則擴而充之, 禮無不盡; 於其知是非, 則擴而充之, 智無
不盡. 仁義禮智, 懿德之目也.; 서언 중5 惻隱, 羞惡, 恭敬, 是非之心, 孟子謂之心, 不謂
之情. 心能辨是非, 所以能辨者智也; 智由於德性, 故爲心之能而稱是非之心. 心則形氣之
主也, 屬之材者也. 惻隱, 羞惡, 恭敬, 辭讓之由於德性而生於心亦然.

208) 맹자자의소증 하 인의예지1 擧仁義禮可以賅智, 智者, 知此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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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듣고 본 것은 넓히지 않을 수 없으니,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한 가지 일을 분명하게 이해하여 남은 것이 없게 하고, 또 한 가지 일을 

역시 이와 같이 하여 오래 하면 심지의 밝음이 성스러움과 지혜로움에 나아갈 

것이니, 비록 배우지 않은 일에 대해서라도 어찌 그 지혜가 모자랄 수 있겠는

가!209)

대진은 듣고 본 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

적인 방법으로 마주하는 매 사건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쌓아갈 것을 

주문한다. 즉, 한 가지 사건에 활연(豁然)하게 깨닫는 일이 쌓여야 한다. 이

렇게 개별 사건에서 리를 찾아내는 연습이 자꾸 더해지면 심지의 능력이 계

발되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대진이 제시한 심지의 기능과 리의 

성격에 대하여 상세하게 따져보면 도출되는 결론과도 부합한다. 대진의 구

도에서, 리는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지 않고 사태에서 드러난다. 나의 마음

에는 단지 리를 구분할 수 있는 계발을 기다리는 능력만이 주어져 있다. 따

라서 리가 결여된 나의 심지는 쉽고 간편한 성인의 말을 공부하여 일상에서 

마주하는 개별 사태에 대하여 최대한 예(禮)에 맞는 판단을 내리도록 매번 

노력해야 한다. 즉, 사람의 마음은 매 사태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 사태의 절대적 기준인 예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대진은 양명의 격물치지(格物致知) 해석에 대하여 반대한다. 

대진이 양명의 격물치지설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한 것은 서언 하 2조, 
맹자사숙록 하 2조, 맹자자의소증 상 리 14조에 등장한다.210) 재미있는 

209) 맹자자의소증 하 권2 然聞見不可不廣, 而務在能明於心. 一事豁然, 使無餘蘊, 更一事
而亦如是, 久之, 心知之明, 進於聖智, 雖未學之事, 豈足以窮其智哉!

210) 대진이 가감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서언 하2 宋時如陸子掙, 楊敬仲及明王文
成諸人, 其言論皆如此. {子靜之言曰: 收拾精神, 自作主宰, 萬物皆備於我, 何有欠闕! 當
惻隱時, 自然惻隱; 當羞惡時, 自然羞惡; 當寬裕溫柔時, 自然寬裕溫柔; 當發強剛毅時, 自
然發強剛毅.  又曰: 惡能害心, 善亦能害心.  又曰: 讀書不必窮索.  敬仲之言曰: 目能
視, 所以能視者何物? 耳能聽, 所以能聽者何物? 口能噬, 鼻能臭, 所以能噬能臭者何物? 
手能運用, 足能步趨, 心能思慮, 所以能運用, 步趨, 思慮者何物?  王文成曰: 夫良知一
也, 以其妙用而言謂之神, 以其流行而言謂之氣.  又曰: 聖人致知之功, 至誠無息. 其良知
之體, 皦如明鏡, 妍媸之來, 隨物見形, 而明鏡曾無留染, 所謂 情順萬事而無情 也. 無所
住(以)[而]生其心 , 佛氏曾有是言, 未為非也. 明鏡之應, 妍者妍, 媸者媸, 一照而皆真, 即
是 生其心 處; 妍者妍, 媸者媸, 一過而不留, 即 無所住處.  又曰: 養德養身, 只是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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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대진이 서언과 맹자사숙록에서 육상산, 양간, 왕양명의 말을 거의 

비슷하게 인용하지만 몇몇 구절을 가감한다는 점이다. 서언에서는 독서궁

리에 대한 육상산의 말과 치양지에 관한 양간의 말이 남아있고, 맹자사숙

록에서는 ‘격물은 외물을 막는 것이다’라는 양명의 말이 추가되어 있다. 

즉, 대진은 자신의 주장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서언의 독서궁리에 관한 

언급과 지를 다한다는 치양지에 대한 언급을 맹자사숙록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대진의 최후의 저작인 맹자자의소증에서는 양명이 본래 타고난 마

음을 가지고 외부의 사물을 바로잡는다고 해석한 부분이 불교와 같다며 비

판한다.

그러나 대진의 주장은 개별 사건의 이치를 따진다는 점에서는 주희

가 말하는 격물궁리(格物窮理)와 비슷하다.211) 하지만 대진은 위에서 언급

한 맹자자의소증 하 권 2조에서 격물과 유사한 언급을 하였으며, 원선
하 8조에서는 대학의 격물치지에 대한 풀이를 제시하였고, 서언 하 10조

에서는 격물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와 궁리에 대하여 언급한다. 따

라서 원선 하 8조와 서언 하 10조의 문답은 맹자자의소증에서 삭제

事, 果能戒慎不睹, 恐懼不聞, 而專志於是, 則神住氣住精住, 而仙家所謂 長生久視’ 之說
亦在其中矣.  又曰: 本來面目 , 即吾聖門所謂 良知 , 隨物而格, 是致知之功, 即佛氏
之 常惺惺 , 亦是 常存他本來面目 耳. 體段功夫, 大略相似. }; 맹자사숙록 하2 宋時
如陸子靜, 楊敬仲及明王文成諸人, 其言論皆如此. {子靜之言曰: 收拾精神, 自作主宰, 萬
物皆備於我, 何有闕欠! 當惻隱時, 自然惻隱; 當羞惡時, 自然羞惡; 當寬裕溫柔時, 自然寬
裕溫柔; 當發強剛毅時, 自然發強剛毅.  又曰: 惡能害心, 善亦能害心.  敬仲之言曰: 目
能視, 所以能視者何物? 耳能聽, 所以能聽者何物? 口能噬, 鼻能臭, 所以能噬能臭者何物? 
手能運用, 足能步趨, 心能思慮, 所以能運用, 步趨, 思慮者何物?  王文成之言曰: 聖人致
知之功, 至誠無息. 其良知之體, 皦如明鏡, 妍媸之來, 隨物見形, 而明鏡曾無留染, 所謂情
順萬事而無情 也. 無所住(以)[而]生其心 , 佛氏曾有是言, 未為非也. 明鏡之應, 妍者妍, 

媸者媸, 一照而皆眞, 卽是 生其心 處; 妍者妍, 媸者媸, 一過而不留, 即是 無所住 處.  
又曰: 本來面目 , 即吾聖門所謂‘良知 , 隨物而格, 是致知之功, 即佛氏之 常惺惺 , 亦
是 常存他本來面目 耳. 體段工夫, 大略相似.  文成釋 格物 為 扞禦外物 .}; 맹자자의소
증 상 리14 蓋其所謂理, 卽如釋氏所謂 本來面目 , 而其所謂 存理 , 亦卽如釋氏所謂 常
惺惺 . {釋氏書云: 不思善, 不思惡, 時認本來面目.  上蔡謝氏曰: 敬是常惺惺法.  王文
成解大學 格物致知 , 主扞禦外物之說, 其言曰: 本來面目, 卽吾聖門所謂良知. 隨物而格, 
是致知之功. } 豈宋以來儒者, 其誽盡援儒以入釋歟? 대진의 독서궁리에 대한 언급은 각주 
212번 참고.

211) 홍성민은 대진이 주희의 격물치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며 장학성(章學誠, 
1738-1801)과 마찬가지로 대진이 주희를 상당부분 받아들였다고 평가한다. (홍성민, 
op.ci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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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주요 비판대상인 주희가 격물치지에 대

해 설명하며 독서와 궁리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대진은 주희의 격물이 자신이 생각하는 심지를 계발하는 방법과 표현상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212)

다만 대진은 주희와 자신의 차이점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대진

의 구도에서는 인간의 수양 방법으로 심지를 계발하는 개별 사건의 리를 찾

는 ‘격물’만이 존재하는 반면 주희의 구도에서는 ‘격물’이 쌓이다보면 ‘리일’

에 대하여 깨닫는 활연관통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213) 따라

서 대진의 구도에서 범인은 매 사태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심지를 예리하

게 사용하여 리를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대진은 지, 인, 용의 덕을 증장시

키는 것은 하나의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는 것과 유사하게 항상 노력해야 하

는 일이라 지적한다.214) 대진은, “처음에는 날마다 달라지고 달마다 달라지

다가, 오래 되어서는 그가 진보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더 오래되어서는 자

기도 또한 다시 더 진보하지 못할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

람들이 비록 나라의 대표적인 기술자라고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212) 원선 하8 其曰 致知在格物 , 何也? 事物來乎前, 虽以聖人當之, 不審察, 無以儘其
實也, 是非善惡未易决也; 格 之云者, 於物情有得而無失, 思之貫通, 不遺毫末, 夫然後在
己則不惑, 施及天下国家則無憾, 此之謂 致其知 .; 서언 하10 問: 凡讀書窮理, 此理之
得於古聖賢者, 與理之得於天者, 非皆藏於心歟? 曰: 否. 人之血氣心知本乎天者也, 性也. 
如血氣資飲食以養, 其化也, 即爲我之血氣, 非復所飲食之物矣; 心知之資於問學, 其自得
之也即爲我之心知. 以血氣言, 昔者弱而今者強, 是血氣之得其養; 以心知言, 昔者狹小而
今也廣大, 昔者暗昧而今〔也〕明察, 是心知之得其養也. 故人之血氣心知, 本乎天者不齊, 
得養不得養, 則至於大異.

213) 맹자자의소증 하 권2 宋儒亦知就事物求理也, 特因先入於釋氏, 轉其所指爲神識者以
指理, 故視理 如有物焉 , 不徒曰 事物之理 , 而曰 理散在事物 . 事物之理, 必就事物剖
析至微而後理得; 理散在事物, 於是冥心求理, 謂 一本萬殊 , 謂 放之則彌六合, 卷之則退
藏於密 , 實從釋氏所云 偏見俱該法界, 收攝在一微塵 者比類得之.

214) 대진은 불빛의 비유를 통해 심지의 능력 자체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언 중9, 
맹자자의소증 상 리6 凡血氣之屬, 皆有精爽. 其心之精爽, 鉅細不同, 如火光之照物, 光
小者, 其照也近, 所照者不謬也, 所不照(所)[斯]疑謬承之, 不謬之謂得理; 其光大者, 其照
也遠, 得理多而失理少. 且不特遠近也, 光之及又有明闇, 故於物有察有不察; 察者盡其實, 
不察斯疑謬承之, 疑謬之謂失理.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나와 예는 사물과 법칙이 
다른 만큼 별개의 것이어서, 대진이 말하는 심지의 계발은 능력 자체가 길러져서 처음 보
는 사물에 대해서도 바로 그 리를 아는 사태를 불러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리를 묻고 배우
는 과정을 계속함을 통하여 욕구와 감정의 판단 기준이 리를 처음보다 더 빨리 습득하는 
사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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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못한 것을 알아”, “그만두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지, 

인, 용을 계발하는 과정이자 공자의 제자인 안회가 도달한 경지라 주장한

다.215) 요컨대 대진이 언급한 안회의 경지는, 심지가 계산에 익숙해져서 마

주하는 매 사태의 리를 찾는데 예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해지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에는 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바탕과 같은 본성만이 

있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상태이다.

3.2. 충신(忠信)과 충서(忠恕)

여기서는 대진이 말하는 충신서(忠信恕)가 인간의 수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의 

‘혈구지도’가 대진에게 사람 간의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理)와 예

(禮)의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임을 밝히고자 한다.

대진은 논어에서 충신을, 논어와 중용에서 충서를 차용하

여216) 인간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설명한다. 대진의 최초의 저작인 원선
에서는 충신서가 병렬적으로 사용된다.

사사로움을 제거하는 데는 힘써 서를 행하는 것 만한 것이 없고, 가리워짐을 

제거하는 데는 배움만한 것이 없다. 마음의 기본이 되게 하는 것으로는 충과 

215) 맹자자의소증 하 도4 蓋循此道以至乎聖人之道, 實循此道以日增其智, 日增其仁, 日
增其勇也, 將使智仁勇齊乎聖人. 其日增也, 有難有易, 譬之學一技一能, 其始日異而月不
同; 久之, 人不見其進矣; 又久之, 己亦覺不復能進矣; 人雖以國工許之, 而自知未至也. 顔
子所以言 欲罷不能, 旣竭吾才, 如有所立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 , 此顔子之所至也. 여
기서 인용한 논어 자한  ‘안연이 크게 탄식한 장’에 대한 해석에서도 대진과 주희의 차
이점이 드러난다. 대진은 안연의 경지에 대하여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을 알아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반면 주희는 안연의 경지에 대하여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이 한 잔씩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만취하는 것과 같다며 안연이 즐겁게 계속 노력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주자어류 37:88 欲罷不能 , 是住不得處. 惟 欲罷不能 , 故 竭
吾才 . 不惟見得顔子善學聖人, 亦見聖人曲盡誘掖之道, 使他歡喜, 不知不覺得到氣力盡
處. 如人飮酒, 飮得一盃好, 只管飮去, 不覺醉郎當了. <蘷孫(68이후)>.

216) 충신(忠信)은 논어에서 7번 등장한다. (01:08, 05:28, 07:25, 09:25, 12:10, 15:06) 
대진이 맹자자의소증 하 인의예지 2조에서 인용한 구절은 01:08, 09:25, 12:10에 등장
하는 ‘충신을 주로 한다[主忠信]’이다. 충서(忠恕)는 논어 04:15에 ‘공자의 도는 충서일 
뿐이다[夫子之道, 忠恕而已矣]’라는 문장과, 중용 13장에 ‘충서는 도와 거리가 멀지 않
다[忠恕違道不遠]’는 문장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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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가장 중요하고, 추구해야 할 것으로는 선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덕행에 힘쓰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충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고 

서라고 한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하고, 밝힌 것을 실천하

는 것을 신이라고 하고, 베푸는 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을 서라고 한다.217)

대진이 사사로움과 가리워짐을 두 가지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언

급하고 있는 점을 보건대, 앞서 맹자자의소증에서 대진이 지(智)를 심지

에 가리워짐이 없는 것[不蔽], 인(仁)을 혈기의 욕구가 사사롭지 않은 것[不
私]이라 정의한 것을 참고하여 충, 신, 서를 이해하여야 한다. 욕구의 사사

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베푸는 것을 공평하게 하는 서(恕)를 행해야 한

다. 그리고 심지의 가리워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리를 묻고 배워야 한다. 

대진이 마음의 기본이 되는 충(忠)과 신(信) 이후에 선을 밝힌다[明善]고 언

급한 것으로 보건대, 심지의 가리워짐을 제거하는 선을 밝히는 행위의 바탕

에 충과 신이 있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충과 신은 심지가 리를 받

아들이고 리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지(智) 이전 단계이고, 서는 판단을 실

천으로 옮기는데 방해하는 사욕을 억누르는 인(仁)의 단계라 볼 수 있다. 

이는 대진이 서언과 맹자자의소증에서 충신과 충서를 구분하는 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충신서의 병렬은 원선에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서언의 언급이 

유일하다. 대진은 서언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충하지 않고 신하지 않고 서

하지 않으면 도를 해친다고 언급하는 부분에서 딱 한 번 충신서를 병렬한

다.218) 그 외에 서언과 맹자자의소증에서는 충신과 충서를 두 글자씩 

묶어서 각각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219) 우선 서언에서 

217) 원선 하1 去私莫如强恕, 解蔽莫如学, 得所主莫大乎忠信, 得所止莫大乎明善. ... 所以
力於德行者三: 曰忠, 曰信, 曰恕. 竭所能之謂忠, 履所明之謂信, 平所施之謂恕.

218) 서언 중8 雖其心無弗忠, 弗信, 弗恕, 而害道多矣.

219) 대진은 맹자사숙록에서 충서를 언급하지 않는다. 신(信)은 단독으로 쓰이지만 수양의 
맥락에서 쓰이기보다 중용의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다[朋友有信]’를 언급하며 쓰이거
나, 일반적인 동사 ‘믿다’ 등으로 활용된다. (e.g. 맹자사숙록 상1 且自程, 朱辨拼別孰言
氣質孰言性, 後人信其說, 以爲各指一性, 豈性之名果有二歟?, et p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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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신, 충서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자.

서언에서 대진은 논어와 노자에 근거하여 충신을 사람의 아

름다운 재질이라고 말한다.220) 하지만 대진은 충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저 논어에서 ‘충신을 기본으로 한다[主忠信]’, ‘선

생님의 도는 충서일뿐이다[夫子之道忠恕而已矣]’, 중용에서 ‘충서는 도로

부터 멀지 않다[忠恕違道不遠]’는 모두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

는 것이라 풀이하는데 그친다. 또 아래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한결같이 충

신과 충서로 행하여 ‘지’를 끝까지 정밀하게 하면 이에 인과 의가 맞지 않

는 것이 없게 된다”고 덧붙인다.221)

이상을 통해 보면, 충신과 충서는 모두 인간이 수양을 하는 방법이

다. 충신은 사람의 재질이 아름다운 것과 관련된 것이고, 충신서 모두는 사

람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충신과 충서로는 성인에 이르기에 부족

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가 신명의 수준으로 계발되지 

않으면 매 사태의 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심지가 조리를 받아들여

서 계발되지 않으면 ‘선’하게 될 수 없다.

이러한 대진의 의견은 맹자자의소증에 이르러 좀 더 정교해진다. 

대진은 맹자자의소증 하 인의예지 2조에서 충신(忠信)에 대하여 다루고, 

하 권[權] 2조와 상 리 15조에서 충서(忠恕)에 대해 언급한다. 우선 충신에 

대하여 살펴보자.

“충과 신을 가진 사람은 예를 배울 수 있다”222)고 한 것은 바탕이 아름다운 

220) 서언 중8 老氏言 禮者, 忠信之薄而亂之首 , 則因俗失而欲併禮去之, 意在還淳反樸, 
究之不能必天下之盡歸淳樸, 其生而淳樸者, 直情徑行, 薄惡者, 肆行無忌, 是同人於禽獸, 
率天下而亂者也. 若夫君子行禮, 其爲忠信之人固不待言; 而不知禮, 則事事爽其條理, 不
足以爲君子. 故禮可以該忠信, 忠信不可以該禮. 林放問 禮之本 , 子夏言 禮後 , 皆重禮
而非輕禮也.

221) 서언 중8 在下學如其材質所及, 一以忠信, 忠恕行之, 至於知之極其精, 斯無不協於仁
義.

222) 예기 예기(禮器)  LJ10,035 祀帝於郊, 敬之至也. 宗廟之祭, 仁之至也. 喪禮, 忠之至
也. 備服器, 仁之至也. 賓客之用幣, 義之至也. 故君子欲觀仁義之道, 禮其本也. 君子曰, 
甘受和, 白受采. 忠信之人可以學禮, 苟無忠信之人則禮不虛道, 是以得其人之爲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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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예에 나아가는 것이 모양은 꾸미고 정은 엷어지는 폐단이 없다는 말이

다. 충과 신은 그 사람의 바탕이 아름답다는 것으로, “진실로 그 합당한 사람

이 아니면, 도가 헛되이 행해지지 않는다”223)고 말하는 것과 같다.224) 노자가 

세속의 잘못 때문에 예까지 제거하고자 한 것은 도탑고 소박한 데로 돌아가고

자 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반드시 천하를 모두 도탑고 소박한 데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도탑고 소박한 사람은 감정과 행동을 바로 나타

내고, 악하고 엷은 데로 흐르는 사람은 행동을 멋대로 해서 꺼림이 없다. 노자

의 말은 사람을 금수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천하를 이끌어 어지럽게 하는 것이

다.225)

대진은 예기 예기(禮器) 와 주역 계사 하 를 근거로 인용하

여, 충신의 바탕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예를 배워서 도를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가 말한, “예는 충신이 엷어진 것으로 어지러

움의 우두머리이다[禮者, 忠信之薄而亂之首]”226)는 말은 사람을 금수와 동

일시하는 큰 잘못이다. 그렇다면 충신의 바탕은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

서, 이 바탕을 가진 사람만이 예를 배워서 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인가 대진

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대진은 모든 사람이 자연의 상태에서 리를 획득

하여 필연의 상태에 나아가야 하므로,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 인, 용

의 덕을 계발하여 인, 의, 예를 실현해야 하므로, 모두가 충신의 바탕을 가

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앞서 인용한 서언의 언급대로, 아래로부

터 배우는 사람은 한결같이 충신과 충서로 행해야 할 것이다. 대진이 예를 

223) 주역 계사 하  初率其辭而揆其方, 旣有典常, 苟非其人, 道不虛行.

224) 이와 대응되는 문장은 서언 중 8조에 등장한다. 서언 중8 忠信之人, 可以學禮 , 
言質美者進之於禮, 無飾貌情漓之弊, 此亦因俗失言之. 忠信乃其人之質美, 猶曰 “苟非其
人, 道不虛行”, 明不可襲取爾.

225) 맹자자의소증 하 인의예지2 忠信之人, 可以學禮 , 言質美者進之於禮, 無飾貌情漓之
弊, 忠信乃其人之質美, 猶曰 苟非其人, 道不虛行 也. 至若老氏, 因俗失而欲倂禮去之, 意
在還淳反樸, 究之不能必天下盡歸淳僕, 其生而淳樸者, 直情徑行; 流於惡薄者, 肆行無忌, 
是同人於禽獸, 率天下而亂者也.

226) 노자 38장 上德不德, 是以有德, 下德不失德, 是以無德, 上德無爲而無以爲, 下德爲之
而有以爲, 上人爲之而有以爲, 上義爲之而有以爲,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仍之, 故
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前識者, 
道之華, 而愚之始, 是以大丈夫處其厚, 不居其薄, 處其實, 不居其華, 故去彼取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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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바탕으로 충신을 제시한 것을 고려할 때, 예를 배우기 이전에 갖추

어야 하는 마음의 자세로 충신은 진실하고 믿음직한 태도를 의미함을 짐작

할 수 있다.

충서에 대한 설명은 맹자자의소증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다른 사람 보기를 자기와 같이 하면 충이고, 자기를 미루어 나가면 서이다.227)

대진이 제시하는 ‘다른 사람 보기를 자기와 같이 하는’ 충에 대한 

정의와 ‘자기를 미루어 나가는’ 서에 대한 정의는 일견 평범해 보인다. 하지

만 대진은 사서에 충서가 함께 등장한 대목을 고려하여 맹자자의소증 하 

권 2조를 쓴다.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권조는 대진이 최후에 덧붙인 부분으

로 원선, 서언, 맹자사숙록에서 대응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

서 권 2조에서 가상의 질문자를 설정하여 던지는 아래의 질문은 대진 말년

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런즉 논어의 두 곳에서 “하나로 꿰뚫었다”228)고 한 데 대해서, 주자는 공

자가 증자에게 말한 것을 풀이해서 “성인의 마음은 혼연하게 하나의 리이며, 

널리 응하고 빠짐없이 감당하여 작용이 각각 같지 않다. 증자는 그 작용하는 

곳에 대하여 이미 일을 따라 정밀하게 살피고 힘써서 행했지만, 그 본체가 하

나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229)고 했으니, 이 해석 또한 반드시 그 본뜻을 잃은 

것이다. 두 곳에 나오는 문장의 본뜻을 들려주겠는가?230)

227) 맹자자의소증 상 리15 於是視人猶己, 則忠; 以己推之, 則恕. 저스틴 티왈드는 이 구
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위하는 인(仁)을 실현하는 과정을 대
진이 충, 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저스틴 티왈드는 충을 나와 남이 살아있
다는 공통점을 인지하는 공감의 전 단계로, 서를 순수하게 타인을 위하는 공감에 기반한 
관심[sympathetic concern]이라 설명한다. (Justin Tiwald, op.cit.).

228) 논어 04:15 子曰: 參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논어 15:03 子曰: 賜也, 女以予爲多學而識之者與?
 對曰: 然, 非與?  曰: 非也, 予一以貫之.

229) 논어집주 04:15 參, 所金反. 唯, 上聲. ○參乎者, 呼曾子之名而告之. 貫, 通也. 唯者, 
應之速而無疑者也. 聖人之心, 渾然一理, 而泛應曲當, 用各不同. 曾子於其用處, 蓋已隨事
精察而力行之, 但未知其體之一爾. 夫子知其眞積力久, 將有所得, 是以呼而告之. 曾子果
能黙契其指, 卽應之速而無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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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은 논어 04:15와 15:03에서 공자가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

었다[一以貫之]’고 말한 것에 착안하여 논어 04:15와 중용 13장에 언

급된 충서를 정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주희의 충서해석을 뛰어넘으려 한

다.231) 대진이 보기에 주희의 논어 ‘일이관지’에 대한 해석은 ‘리일(理
一)’에 근거한 문제가 있다. 주희는 공자의 경지를 ‘하나의 리이기 때문에

[以一] 모든 분수리에 통한 것[貫之]’이라 해석하였다. 주희의 해석대로라면 

‘하나의 리를 가지고[以一] 모든 것을 꿰뚫었다[貫之]’라고 써야 한다는 것

이 대진의 지적이다. 반면 대진이 보기에 공자의 도는 상달의 방법과 하학

의 방법이 도달하는 결론이 ‘선’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자명성’과 ‘자성명’의 구도와 마찬가지로 공자는 성인

이기 때문에 ‘상달’, ‘자성명’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

미 완벽한 성인이기 때문에[生而知之者] 이미 가지고 있는 신명의 경지에 

이른 심지를 구체적인 일상에서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대진은 성인

은 이미 인(仁)이고 지(智)여서 행동과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 인, 예, 의가 

아닌 것이 없어 충서로는 형용하기에 부족하다고 한다.232) 이와 유사하게 

주희도 성인에게 충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희의 방점은, 

성인이 이미 완벽한 리(理)라는데 있다. 그래서 성인은 온전히 천리이기 때

문에 충, 서를 정의할 때 사용한 표현인 ‘다한다’와 ‘미룬다’는 말은 해당되

지 않으며, 모든 마음과 행동에서 곧바로 천리가 드러나는 사람이다.233) 주

230) 맹자자의소증 하 권2 然則論語兩言 一以貫之 , 朱子於語曾子者, 釋之云: 聖人之
心, 渾然一理, 而泛應曲當, 用各不同; 曾子於其用處, 蓋已隨事精察而力行之, 但未知其體
之一耳.  此解亦必失之. 二章之本義, 可得聞歟?

231) 주희는 논어의 충서 해석과 중용의 충서 해석이 학파마다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자는 묵식, 후자는 면강을 중시하는 학파로 갈라진다고 평가한다. 주희는 충
은 리일이자 체로, 서는 분수이자 용이라는 구도로 논어의 충서 해석과 중용의 충서 
해석을 통합시킨다. 상세한 내용은 채희도, 주희의 충서론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참고.

232) 맹자자의소증 하 권2 聖人仁且智, 其見之行事, 無非仁, 無非禮義, 忠恕不足以名之, 
然而非有他也, 忠恕至斯而極也. 故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 { 而已矣 者, 不足
之辭, 亦無更端之辭.} 下學而上達, 然後能言此.

233) 주자어류 27:84 問論語中庸言忠恕不同之意. 曰: 盡己之謂忠, 推己之謂恕. 中庸言
忠恕違道不遠 , 是也. 此是學者事, 然忠恕功用到底只如此. 曾子取此以明聖人一貫之理
耳. 文蔚錄云: 曾子借學者以形容聖人. 若聖人之忠恕, 只說得 誠 與 仁 字. 聖人渾然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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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 성인이 온전한 천리라 한 것과 다르게, 대진의 성인은 인(仁)하고 지

(智)하다. 앞서 설명한 중용 지, 인, 용에 대한 설명을 고려하면, 대진이 

말하는 성인은 혈기의 사사로움이 없고, 심지의 가리워짐이 없는 완벽한 사

람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대진의 성인은 지와 인의 단계가 완벽하여 막

힘없이 실천이라는 용의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이지, 주희처럼 즉각적인 반

응 자체가 선인 사람은 아니다. 즉, 대진의 구도에서 실천은 리에 맞는 판

단과 사욕의 제거 다음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어서 공자의 제자인 증자와 자공은 범인이기 때문에 대진의 구도

에서 ‘하학’, ‘자명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리를 묻고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심지를 계발해 구체적인 일상에서 리를 드러내야 한다. 대진은 범인

이 해야 하는 충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한다.

중용에 “충(忠)과 서(恕)는 도로부터 멀지 않다”234)고 했고, 맹자는 “힘써 

서(恕)하여 행하면 인(仁)을 구하는 데 더 가까운 것이 없다”235)고 했다. 일반

적으로 사람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을 반드시 충(忠)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

게 베푸는 것을 서(恕)로 할 수 있어서 일을 행하는 것이 이와 같으면 비록 차

이가 있다고 해도 적을 것이다.236)

대진은 주희와 마찬가지로 논어의 충서는 증자와 같은 범인을 위

하여 성인인 공자가 친절하게 알려준 방법이라 한다. 하지만 대진은 자신에

理, 則不待推, 自然從此中流出也. 盡 字與 推 字, 聖人盡不用得. 若學者則須推. 故明道
云: 以己及物, 仁也; 推己及物, 恕也, 違道不遠 是也.  自是兩端. 伊川說中庸, 則只說
是 下學上達 , 又說是 子思掠下敎人 . 明道說論語, 則曰: 一以貫之 , 大本達道也, 與
違道不遠 異者, 動以天耳.  伊川曰: 維天之命, 於穆不已 , 忠也; 乾道變化, 各正性命
, 恕也.  此規模又別.  大雅云: 程先生說: 忠恕形容一貫之理, 在他人言則未必盡, 在

曾子言之, 必是盡.  曰: 此說得最好. 然 一 字多在忠上? 多在恕上?  大雅云: 多在忠
上.  曰: 然. 程子說得甚分明, 復將元說成段看. 後來多被學者將元說折開分布在他處, 故
意散亂不全, 難看.  大雅(49이후).

234) 중용 13:03 忠恕違道不遠.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235) 맹자 13:04 孟子曰: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樂莫大焉. 强恕而行, 求仁莫近焉.

236) 맹자자의소증 하 권2 中庸曰: (中)[忠]恕違道不遠.  孟子曰: 强恕而行, 求仁莫近
焉.  蓋人能出於己者必忠, 施於人者以恕, 行事如此, 雖有差失, 亦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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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나오는 것을 충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서로 할 수 있

으면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풀이하는데 그친다. 그

렇다면 대진이 말하고자 하는 충과 서는 주희가 말하는 ‘자기를 다하는 충, 

자기를 미루어가는 서’와 같은 것인가. 주희의 충과 서는 별도의 주제이므

로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다만, 인간에게 리인 본연지성이 주어져있다고 

생각하는 주희에게, 충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서는 이 

확인한 본성을 미루어나가는 실천에 가깝다.237) 반면 리가 결여된 혈기와 

심지의 본성을 주장하는 대진에게, 충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라 보

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충에 대하여 ‘다른 사람 보기를 자기와 같이 한다’

고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심지가 리를 받아들인 이후에 예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지(智)의 단계나 사적인 개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인(仁)의 단

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즉, 대진이 말하는 충은 리를 받아들인 자기에

게서 ‘나온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한다. 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서를 자기를 미루어 나간다고 대진은 정의하였는데, 여기서의 서는 혈기와 

심지의 본성을 가진 자신을 그대로 미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인용에서 말

하는 남에게 베푸는 서 역시도 심지가 예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지만 가능하

다. 즉, 대진에게는 충서 그 자체보다 예를 받아들여 예에 맞는 판단을 내

리는 심지의 계발이 중요해진다.

대진의 구도에서, 비록 ‘선’이라는 결과를 얻는 방법은 성인과 범인

이 다를지라도, 양자 모두 예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지를 통하여 

‘선’이라는 결과를 실현한다. 따라서 대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밝음

237) 논어집주 04:15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 盡
己之謂忠, 推己之謂恕. 而已矣者, 竭盡而無餘之辭也. 夫子之一理渾然而泛應曲當, 譬則
天地之至誠無息, 而萬物各得其所也. 自此之外, 固無餘法, 而亦無待於推矣. 曾子有見於
此而難言之, 故借學者盡己̖ 推己之目以著明之, 欲人之易曉也. 蓋至誠無息者, 道之體也, 
萬殊之所以一本也; 萬物各得其所者, 道之用也, 一本之所以萬殊也. 以此觀之, 一以貫之
之實可見矣. 或曰: ｢中心爲忠, 如心爲恕.｣ 於義亦通. ○程子曰: ｢以己及物, 仁也; 推己
及物, 恕也, 違道不遠是也. 忠恕一以貫之: 忠者天道, 恕者人道; 忠者無妄, 恕者所以行乎
忠也; 忠者體, 恕者用, 大本達道也. 此與違道不遠異者, 動以天爾.｣ 又曰: ｢維天之命, 
於穆不已, 忠也; 乾道變化, 各正性命, 恕也.｣ 又曰: ｢聖人敎人各因其才, 吾道一以貫
之, 惟曾子爲能達此, 孔子所以告之也. 曾子告門人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亦猶夫子
之告曾子也. 中庸所謂 忠恕違道不遠, 斯乃下學上達之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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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어서 일의 실정을 헤아려야 한다며 심지의 계발을 강조하는 것으로 

논어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었다[一以貫之]에 대한 문답을 마무리한다.

육경과 공자·맹자의 책에서 행동의 요약을 말하는 것은 몸을 닦는 데 힘쓰라는 

것이고, 지(知)의 요약을 말하는 것은 마음의 밝음을 이루라는 것일 뿐이다. 

헛되이 하나를 가리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구하도록 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의 밝음을 이루면 스스로 일의 실정을 헤아릴 수 있어서 거의 조금

의 잘못도 없다. 또한 하나를 알고 하나를 구하는 것을 어디에 쓰겠는가?238)

결론적으로, 맹자자의소증 상 리 15조와 하 권 2조의 짧은 충서

에 대한 언급에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충서 특히 서는 실천과 관계된 

수양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진은 서에 대하여 ‘자기를 미루어 가는 

것’,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 설명하기에 충서 중에서도 서가, 지인용의 용

과 마찬가지로 행동과 관계된 내적인 지향 혹은 구체적인 실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대진이 다른 사람 보기를 나와 같이 한다고 설명한 충은, 앞

서 설명한 지인용의 인과 유사하게 개인의 사적인 욕구를 제어하여 나와 남

을 같게 보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충신은 이 법칙을 배우고 찾는데 도움이 되는 태도를, 충서

는 찾아낸 이 법칙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겠다. 그런데 일군의 연구자들은 서(恕)를 의미하는 대학의 혈구지도를 활

용한 리(理)에 대한 정의를 대진이 제시한데 근거하여, 서가 대진에게 중요

하다 주장한다.239) 대진은 맹자자의소증에서 대학 전 10장에 나오는 혈구

238) 맹자자의소증 하 권2 六經, 孔, 孟之書, 語行之約, 務在修身而已, 語知之約, 致其心
之明而已; 未有空指一而使人知之求之者. 致其心之明, 自能權度事情, 無幾微差失, 又焉
用知一求一哉?

239) 예를 들어 저스틴 티왈드는 대진이 충서의 단계를 통하여 나의 생(生)만을 추구하던 것
에서 벗어나 나와 남의 생(生)을 함께 추구하게 되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공감이 가능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인(仁)을 실현한다 설명한다. (Justin Tiwald, op.cit., 2010) 또한 홍
성민은 대진이 나와 나에게 가까운 것에 베푸는 사랑을 혈연적 이타성이라 해석하며 인간
은 심지에 기반한 확장된 이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으로 
타인의 감정을 헤아려보는[以情絜情] 공감은 상호간의 욕망이 조절되는 이상적인 상태
[理]를 의미하게 된다고 대진을 해석한다. (홍성민, op.cit., 2010) 콩로이 슌은 대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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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활용하여 리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데, 대진의 의도는 공감이 아니

라 나를 천하에 맞추어 나가는 심지가 수행하는 계산에 있다. 대진은 ‘혈

(絜)’이라는 글자를 빌려와 ‘이정혈정[以情絜情]’, 내 실정을 기준으로 남의 

실정을 헤아리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라 주장한다.240)

(情)을 인간의 감정이자 인간의 본질(what is genuine in humans)으로 이해한다. 슌은 그
래서 내 ‘정’으로 타인의 ‘정’을 헤아리는 행위를 통하여 ‘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대진이 
주장하였다 해석한다. (Shun, op.cit., pp. 6-10).

240) 대진이 리에 대하여 주장하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情)’이라는 글자를 사용하
기에, 이 글자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임옥균의 번역을 
참고하여 실정이라 번역하였다. 번역본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임옥균은 실정으로 번역하
고, 임종진, 장윤수는 정(情)이라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다. 맹자자의소증 전역에서 모회
신은 정을 사정(事情)이라 번역한다. 그 외의 다른 모든 번역본은 정을 감정이라 풀이한
다. 정의 다의성에 대하여 지적한 연구로는 콩로이 슌과 김선희의 연구가 참고할 만하다. 
(Kwong-loi Shun, op.cit..; 김선희, 대진의 인간 이해: 정과 지를 중심으로 , 서강인문
논총, Vol. 43,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하지만 정을 감정이라 번역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한다. 첫째, 대진의 철학적 저작들에서 사용하는 정의 용례는 감정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네 편의 완결된 저작에서 대진이 정을 언급한 
대목을 살펴보면, 원선, 서언, 맹자사숙록에서는 호오희노애락의 감정을 지시하거
나, 송유가 말하는 성정의 정이 아니라고 언급하거나, 장자를 인용하여 정욕을 끊으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 대목이 다수이다. 하지만 맹자자의소증에 이르면 대진은 정을 욕망과 
관계된 호오희노애락의 정이라 명시하는 동시에 일의 실정인 사정(事情)이라 명시한다. 
(e.g. 맹자자의소증 상 리10 心有所蔽, 則於事情未之能得, 又安能得理乎!, et passim.) 
이로 보건대 대진은 정을 단순히 감정을 지시하는 단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이다. 대진이 리에 대하여 주장한 다른 
언급들과 리는 ‘정을 잃지 않은 것’이라는 문장이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대진의 
철학을 일관되게 해석했다고 할 수 있다. 대진이 앞서 인용한 맹자자의소증 상 리 1조
에서 리는 대상의 모든 차이를 다 찾아내어 구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를 ‘정지불
상실’에 적용해보면 나의 감정과 너의 감정을 상세하게 따져보아서 기준적인 감정에 도달
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나의 사정과 너의 사정을 상세하게 따져보아서 객관적인 사태
에 도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셋째, 정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중국 고대에는 정이라는 한자가 고전에서 대략 7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Christoph Harbsmeier, “The Semantics of Qing情 in Pre-Buddhist 
Chinese”, Love and Emotions in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 Brill, 2004, pp. 
69-148) 대진은 시경, 예기 등에 주석을 남긴 고전 문헌에도 밝은 고증학자였으므로, 
정이라는 한 글자에 여러 의미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넷째, 대진
은 ‘이정혈정’을 내세우면서 그의 비판대상인 주희가 혈구지도에 대하여 남긴 해석과 차별
화를 시도하였을 것인데, 정을 감정으로 번역하면 이 지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주희는 
혈구지도에 대하여 나의 선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확장해가는 서(恕)로 풀이한다. (주자
어류 16:215, et passim.) 시대적으로, 명청대에 희곡과 소설이 발달하며 정이라는 글자는 
감정, 애정, 사랑 등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맹자 11:07의 ‘이와 같은 실정이
라면[乃若其情]’의 정을 주희가 본성의 움직임[性之動]이라 풀이하며 감정임을 명시하는
데, 대진은 바탕[素]이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이클 푸엣이 지적한대로, 정은 넓은 
의미 범위를 가진 단어이므로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중첩되
는 의미범위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에 맞게 글자의 의미를 확장, 변형, 전용할 수 있다. 



- 91 -

문: 옛 사람이 하늘의 이치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답: 리라는 것

은 실정이 어긋나거나 잘못되지 않은 것이다.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서 리를 

얻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할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돌이

켜서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이 나에게 행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고 조용히 생각해 본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돌이켜

서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이 나에게 요구하면 그것을 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조용히 생각해 본다. 나를 미루어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이치가 밝아진다. 천

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다. 자연의 분리라는 것은 나의 

실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실정을 헤아려 공평함을 얻지 않음이 없는 것이

다.241)

대진은 리의 원래 의미는 ‘실정이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이어서 대진은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서 리를 얻는 경우는 없었다며 실정

이 리의 전제가 됨을 강조한다. 대진은 실정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리는 실정에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것이라 주장한다.242) 실정

이 있으면 리가 있다는 구도는 앞서 살펴보았던 ‘사물이 있어야 법칙이 있

다[有物有則]’와 같다. 즉, 개별 사물 각각에 그에 맞는 법칙이 있는 것처

럼, 인간의 실정 각각에도 그에 맞는 기준이 있다. 그래서 대진이 ‘이정혈정

[以情絜情]’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였던 핵심은 인간을 둘러싼 삶의 여러 사

(Michael Puett, “The Ethics of Responding Properly”, Love and Emotions in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 Brill, 2004, pp. 37-68) 따라서 대진은 정을 감정보다는 
실정 혹은 사정의 의미로 활용하였을 것이다. 다섯째, ‘이정혈정’이 가리키는 것이 리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만일 이정혈정의 정을 감정으로 번역한다면, 나의 감정을 가지고 남의 
감정을 헤아리면 이것이 리가 된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대진에게 있어서 감정은 도덕적
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대진은 측은, 수오, 사양, 시비와 같은 도덕적인 감정일지라도 심지
가 인지해야 인의예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맹자자의소증 중 성2 於其知惻隱, 則
擴而充之, 仁無不盡.) 그러므로 대진의 구도에서 나의 감정은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대진도 같은 글자를 통하여 다른 의미를 전하고자 하였던 것이라 생각하여 본고에
서는 정을 현대 한국어의 실제의 사정이나 정세를 의미하는 실정으로 번역하였다.

241) 맹자자의소증 상 리2 問: 古人之言天理, 何謂也? 曰: 理也者, 情之不爽失也; 未有情
不得而理得者也. 凡有所施於人, 反躬而靜思之: ｢人以此施於我, 能受之乎?  凡有所責於
人, 反躬而靜思之: ｢人以此責於我, 能盡之乎?  以我絜之人, 則理明. 天理云者, 言乎自然
之分理也; 自然之分理, 以我之情絜人之情, 而無不得其平, 是也.

242) 맹자자의소증 상 리3 問: 以情絜情而無爽失, 於行事誠得其理矣. 情與理之名何以異? 
曰: 在己與人皆謂之情, 無過情無不及情之謂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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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들에 과불급이 없는 행동기준인 예(禮)에 있다.

대진이 지나치지도 미치지도 못하는 실정을 얻는 방법으로 제시하

는 자신에게 돌이켜보는 것[反躬]은 예기 악기 에서 그 표현을 가져온 

것이다.243) 그리고 대진은 최종작인 맹자자의소증에서야 자신에게 돌이킨

다는 것을 중요한 사태로 취급한다.244) 

그런데 리는 단순히 나를 미루어서 남을 헤아리면 곧바로 얻을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자신에게 돌이켜본 것의 결과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평함을 얻

어야 비로소 자연의 분리라 할 수 있다. 대진은 맹자자의소증 상 리 2조

의 다른 곳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의 욕구를 방종하게 하여 내 

자신이 그것을 받게 되는 실정을 생각하는 것이다. 공평한 실정을 얻으면, 이

243) 대진은 해당하는 예기 악기 의 부분을 맹자자의소증에서 직접 인용한다. 맹자자
의소증 상 리 2조 樂記曰: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物至知知, 然
後好惡形焉. 好惡無節於內, 知誘於外, 不能反躬, 天理滅矣.  滅者, 滅沒不見也. 又曰: ｢
夫物之感人無窮, 而人之好惡無節, 則是物至而人化物也. 人化物也者, 滅天理而窮人欲者
也; 於是有悖逆詐僞之心, 有淫佚作亂之事; 是故强者脅弱, 衆者暴寡, 知者詐愚, 勇者苦
怯, 疾病不養, 老幼孤獨不得其所. 此大亂之道也.  誠以弱, 寡, 愚, 怯與夫疾病, 老幼, 孤
獨, 反躬而思其情, 人豈異於我!

244) 대진은 맹자자의소증 상 리 11조에서 본성은 물이고 욕망은 물의 흐름으로 비유한다. 
대진은 욕구는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물의 흐름을 따르고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은 
우의 치수처럼 인간의 욕구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의 치수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
절은 원선 중 7조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최초작인 원선에서와 최종작인 맹자자의
소증에서 우의 치수를 군자에게 적용하였을 때의 설명이 다르다. 우의 치수에 대하여, 
원선에서는 군자가 “욕구에 대해서 도의에 한결같이 하는 것”이라 풀이하고, 맹자자의
소증에서는 “성인이 가르친 것은 자신에게 돌이켜보는 것”이라 풀이한다. 이러한 표현의 
변화는 대진이 자연에서 필연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완성이자, 자연을 방종하게 하여 
자연을 해치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언급한 맹자자의소증의 구도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즉, 인간의 마음에 리가 없다는 최초의 생각에 근거하면 내 밖에 있는 도의를 
가져와야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리와 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
갈 수밖에 없다는 최후의 구도에 근거하면 나를 돌아보는 행위는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
는 하나의 길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원선 중7 禹之行水也, 使水由地中行; 君子之於欲也, 使一於道義.
맹자자의소증 상 리11 性, 譬則水也; 欲, 譬則水之流也; 節而不過, 則爲依乎天理, 爲相生

養之道, 譬則水由地中行也; 窮人欲而至於有悖逆詐僞之心, 有淫泆作亂之事, 譬則洪水橫
流, 汎濫於中國也. 聖人敎之反躬, 以已之加於人, 設人如是加於己, 而思躬受之之情, 譬則
禹之行水, 行其所無事, 非惡汎濫而塞其流也. 惡汎濫而塞其流, 其立說之工者且直絶其源, 
是遏欲無欲之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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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의 절도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에 의거

하는 것이 된다.245)

대진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아 공평한 실정을 얻게 되면 이것이 

바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의 절도이자 하늘의 이치에 맞는 것이라 주장

한다. 대진은 공평한 실정을 얻는 방법으로 타인이 그의 욕구를 방종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것을 받게 됨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 혼

자 이 경우를 생각하면 공평한 실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 

공평한 실정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의 절도이자 하늘의 이치이기에 예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즉, 공평한 실정은 천하사람 모두

의 욕망이 균등하게 충족되는 감정의 절도인 예와 같다. 결국 다시 대진은 

심지가 혈기의 욕구에 대하여 예에 맞는 가부판단을 내려서 욕망과 감정에 

예를 더할 것을 주장한 셈이다.

3.3. 최상의 삶의 방식인 인(仁)

여기서는 대진이 제시하는 논어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之爲仁)’

의 해석을 통하여 대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 과거의 예법을 따

라가는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 된다[克己復禮之爲仁]’는 

표현은 논어 12:01에 나온다.246) 대진은 맹자자의소증 하 권 3조에서, 

주희의 극기복례에 대한 해석은 ‘기己’를 사욕으로 보는 문제가 있다고 비

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진이 보기에 주희는 기를 사욕으로 풀이하여 

인간의 욕구를 억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어를 정합적으로 해석하지 못하

였다. 왜냐하면 기를 사욕으로 보게 되면 이어지는 문장의 ‘인을 행하는 것

245) 맹자자의소증 상 리2 反躬者, 以人之逞其欲, 思身受之之情也. 情得其平, 是爲好惡之
節, 是爲依乎天理.

246) 논어 12:01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顏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顏淵
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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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로 말미암는다[爲仁由己]’는 부분과 의미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

다.247) 그래서 대진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 된다”라는 문장에서 자기는 천하와 

대조해서 말한 것이다. 예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여 바꿀 수 없는 법칙이다. 

그러므로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예에 맞는 것이 성대한 덕의 지극함

이다”248)라고 했다. 의견이 조금이라도 치우치고 덕성이 아직 순수하지 않은 

것이 모두 자기와 천하를 가로막는 실마리이다. 자기를 이기고 지극히 당연하

고 바꿀 수 없는 법칙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천하에 가로막히지 않는다. 그러

므로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이에 인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이다.249)

대진은 자기[己]는 천하와 대조하여 말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므

로,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자기와 천하 사이의 간격이 사라져 통하

게 된다. 자기와 천하가 통한다는 것은 천하와 만세의 사람이 동의[心之所
同然]하는 리, 즉 예에 맞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이라도 치

우쳐서 예에 어긋나는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되며, 심지가 계발되지 않아 덕

성이 순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도 안 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대진은 

심지가 예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하여 순수하고 중정한 사태의 기준을 발

견하고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250)

247) 미조구치 유조에 따르면 청대 전기에 이미 ‘극기복례’의 ‘기’를 사욕으로 보는 주희의 
입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안원, 이공이 제시하였다. (미조구치 유조, 김용천 역, 중국 전근
대 사상의 굴절과 전개, 동과서, 2007, pp.372-395).

248) 맹자 14:33 孟子曰: 堯舜, 性者也; 湯武, 反之也. 動容周旋中禮者, 盛德之至也; 哭
死而哀, 非爲生者也; 經德不回, 非以干祿也; 言語必信, 非以正行也. 君子行法, 以俟命而
已矣.

249) 맹자자의소증 하 권3 克己復禮之爲仁, 以 己 對 天下 言也. 禮者, 至當不易之則, 故
曰, 動容周旋中禮, 盛德之至也.  凡意見少偏, 德性未純, 皆己與天下阻隔之端; 能克己
以還其至當不易之則, 斯不隔於天下, 故曰,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250) 미조구치 유조는 비록 대진이 ‘극기’에 대하여 안원, 이공과 같이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는 않았지만, 해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와 천하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욕망 상호간의 
조화를 인(仁)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토대 위에 서 있었다”고 평가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조구치 유조는 대진이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규범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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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은 논어의 회사후소(繪事後素)장251)도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마무리 윤곽선과 같은 예를 더해야 한다는 뜻이라 풀이한다.252) 왜냐하면 

예는 천지의 조리이자, 성인이 천하와 만세의 법으로 정한 것이며, 천하 사

람들의 사정을 다스려 공평함을 얻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253) 반면 대

진의 비판대상인 주희는, 그림을 그리려면 반드시 하얀 바탕을 준비해야 한

다며, 사람에게 아름다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더할 수 있다고 풀이한

다.254) 결국 대진의 주장은 본성 그 자체를 자라게 해야 한다는 맹자의 주

장보다는, 본성에 외부의 예를 더해야 한다는 순자의 주장에 접근한다. 하지

만 대진은 자신은 맹자의 정통 계승자이며 주희를 비롯한 송유가 오히려 순

자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정자와 주자의 학문은 노자․장자․불가에서 빌려 온 것이다. 그래서 겨우 리라는 

한 글자로 진짜 주재자, 진짜 공과 바꾸었을 뿐 나머지 견해는 바꾼 것이 없

다. (또한) 그 학문이 순자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순자와 부합했다. 

그래서 순자가 악이라고 여긴 것은 정자와 주자 또한 꾸짖고, 순자가 성인에게

서 나왔다고 여긴 것은 정자와 주자도 하늘에서 나왔다고 여겼다. 하늘에서 나

온 것과 성인에게서 나온 것이 별반 다르겠는가!255)

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욕망을 조화시킬 것을 주장했다며, 비록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였지
만, 사회 연계적인 면모를 강조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미조구치 유조, op.cit.).

251) 논어 03:08 子夏問曰: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子曰: 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

252) 맹자자의소증 하 인의예지2 君子行禮, 其爲忠信之人固不待言; 而不知禮, 則事事爽
其條理, 不足以爲君子. 林放問 禮之本 , 子夏言 禮後 , 皆重禮而非輕禮也. 詩言 素以
爲絢 , 素 以喩其人之嫺於儀容; 上云 巧笑情 , 美目盼 者, 其美乃益彰, 是之謂 絢 ; 
喩意深遠, 故子夏疑之. 繪事後素 者, 鄭康成云: 凡繪畫, 先布衆色, 然後以素分布其間
以成文.  {何平叔景褔殿賦所謂 班間布白, 疏密有章 , 蓋古人晝繪定法. } 其注考工記
 凡畫繢之事後素功 云: 素, 白采也; 後布之, 爲其易漬汚也.  是素功後施, 始五采成章
爛然, 貌旣美而又嫺於儀容, 乃爲誠美, 素以爲絢 之喩昭然矣. 대진의 이러한 해석은 정
현을 비롯한 한대 고주의 해석이다.

253) 맹자자의소증 하 인의예지2 禮者, 天地之條理也, 言乎條理之極, 非知天不足以盡之. 
卽儀文度數, 亦聖人見於天地之條理, 定之以爲天下萬世法. 禮之設所以治天下之情, 或裁
其過, 或勉其不及, 俾知天地之中而已矣.

254) 논어집주 03:08 言人有此倩盼之美質, 而又加以華采之飾, 如有素地而加采色也.

255) 맹자자의소증 상 리15 程子, 朱子之學, 借階於老, 莊, 釋氏, 故僅以理之一字易其所
謂｢眞宰 , ｢眞空 者而餘無所易. 其學非出於荀子, 而偶與荀子合, 故彼以爲惡者, 此亦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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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은 정자와 주자는 노자, 장자,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현상의 단

일한 근원인 감각할 수 없는 리일(理一)을 내세웠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

문에 근원과 현상이라는 이분법을 차용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

한 설명에도 적용된다. 정자와 주자는 근원으로서의 순선한 본성[本然之性]

과 개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氣質]을 구분했고, 대진에 따르면 이

는 악한 본성과 성인의 예의를 구분하는 순자의 주장과 같다. 반면 대진은 

인간의 본성은 혈기와 심지 하나이며, 이를 내 밖에 있는 예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증장시킬 수 있기에 자신은 맹자의 정통 계승자라 주장한다. 

순자가 악한 본성을 인위로 변화시켜야 한다[化性起僞]고 주장한 것과는 다

르게 대진은 자신이 맹자와 똑같이 하나의 본성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고 내세우는 셈이다.256) 이러한 대진의 주장은, 비록 내 심지를 계발

하기 위하여 나의 밖에서 사물의 이치를 가져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심

지가 계발된 것이기에 인간의 단일한 본성이 성장하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

다.

하지만 대진이 내세우는 성장의 연속성은 실상 기의 변화로 만들어

之; 彼以爲出於聖人者, 此以爲出於天. 出於天與出於聖人豈有異乎!

256) 대진이 사용하는 성장의 비유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어린 아이가 음식
을 섭취하여 신체를 키울 때, 어린 아이는 주변 어른으로부터 음식을 먹는 방법도 함께 배
운다. 어린 아이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 사회의 특정한 음식을 먹는 방식이 불편할 것
이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다 특정한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있으며, 비슷한 방식
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아이는 
어른들을 따라하게 된다. 숟가락질을 처음 배울 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숟가락질은 결국 나의 일부가 된 셈이다. 이처럼 혈기와 심지의 성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대진이 강조하는 예의 실질이 상장례와 같이 
인간이 살면서 공통적으로 겪는 사태에 대하여 최적의 처리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대
진의 입장은 일정한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현이 남긴 예법이 사회의 관습이 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전해져왔기에, 변하지 않은 부분과 변한 부분이 존재한다. 대진은 리에 
불변하는 법칙이라는 성질을 부여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는 예의 변하지 않는 부분만을 
추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대진을 비롯한 청대 유학자들의 고례에 대한 추구는 문학작품
으로는 청대를 대표하는 소설 중 하나인 유림외사의 태백사의 제사 부분에 선명하게 드
러난다. 역사학적 연구로는 카이 윙 초우가 그의 저서 예교주의: 17-18세기 중국 지식인
의 윤리, 학문, 종족의 담론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규범이 시대를 지
나 전수되면서 일정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명화를 이루어낸다는 
논리는, 비록 서구의 맥락이기는 하지만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의 문명화과정에 잘 드러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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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혈기와 심지라는 하나의 바탕에 내 밖에 있는 예라는 불변하는 법칙을 

집어넣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實體實事]이 조리와 떨어진 만큼 

단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리는 나의 밖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

은 혈기와 심지인 본성이므로, 나의 성장의 방향은 정해졌다고 말하기 어렵

다. 비록 대진이 심지는 예를 구분하는데 성공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하지

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이 예를 받아들인 이후에야 얻을 수 있는 기쁨으

로 주희가 말하는 내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흘러나오는 선(善)을 하고 싶어

하는 도덕적인 감정과는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대진은 사물이 있으면 법칙

이 있는 것처럼, 혈기와 심지를 가진 인간이 신명의 경지에 나아갈 것이라 

반복하여 낙관한다. 이처럼 자연과 필연이 분리된 이원화된 세계를 보여주

는 대진의 구도는 인(仁)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된다.

‘인’이라는 것은 낳고 낳는 덕이다. “백성들은 소박한지라, 날마다 마시고 먹는

다”고 했는데, 사람의 도는 그것으로 낳고 낳지 않음이 없다. 한 사람이 자기

의 삶을 완수하고 그것을 미루어 천하와 더불어함께 그 삶을 완성하는 것이 

‘인’이다.257)

대진은 낳고 낳는 능력인 인과 만인의 삶을 완성하는 인을 말한다. 

대진은 천도를 기의 변화라 풀이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이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258)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박하게 먹

고 마시는 일상은 낳고 낳는 자연이다. 일상이 있기에 법칙이 있다. 따라서 

자연에서 필연으로 나아가면 한 사람은 천하와 더불어 삶을 완성하게 된다. 

인간과 동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와 내 주변만을 아끼는 자연 단계

의 인이 예를 받아들이는 심지의 계발을 통하여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필연 

단계의 인이 되어야 한다. 필연 단계의 인은 예에 맞는 것으로 사람들의 욕

257) 맹자자의소증 하 인의예지1 仁者, 生生之德也; 民之質矣, 日用飮食 , 無非人道所以
生生者. 一人遂其生, 推之而與天下共遂其生, 仁也. ‘사람의 도는 그것으로 낳고 낳지 않
음이 없다’는 번역에 대하여, 所以는 한문에서 이유, 원인, 까닭 등을 의미하나 대진은 리
일로 대표되는 현상의 단일한 근원을 부정하므로 所와 以를 나누어서 해석하였다.

258) 맹자자의소증 하 도1 人道, 人倫日用身之所行皆是也.



- 98 -

구를 공평하게 이루어주기 때문에 쉽고 편하고 오래가며 쟁탈을 방지하여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준다. 즉 필연에 다다른 완성된 인은 예라는 세련된 

방식으로 나와 남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서 

필연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과거의 예를 따르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마

음의 기쁨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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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이 논문에서는 리 개념을 중심으로 대진의 철학을 일관되게 설명하

고자 하였다. 이는 곧 리가 결여된 인간의 본성이 내 밖의 리를 받아들여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기도 하다.

대진의 핵심적인 주장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처하게 되는 

자연의 상태에서 리에 밝은 필연의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진은 

자연과 필연이라는 두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단어 그 자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저절로 그러한 자연은 기에서 파생되는 상태를, 반드시 

그러한 필연은 리를 획득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자연

과 필연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진은 자연과 필연은 두 가지 

일이 아니라며, 자연과 필연을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대진

은 필연을 자연의 극치이자 자연의 완성이라 서술한다. 이러한 자연과 필연

의 구도를 인간에 적용하면,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본성은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심지가 리에 밝은 신명의 경지에 오른 ‘선’은 

필연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리에 밝은 신명의 경지로 나아가야만 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하게 되는 자연적인 조건을, 대진은 본성

이라 표현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진의 철학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본성은 혈기와 심지로 구성되어 있다. 혈기와 심지는 기의 변화로 생성된 

신체에 근거하여 생겨나는 것으로, 혈기는 육체를 움직이는 기운을 의미하

며 심지는 마음이 외부의 대상에 대하여 반응했을 때 이 반응의 결과를 판

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진은 인간과 동물이 동일하게 혈기와 심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만, 인간의 심지는 가장 뛰어나기에 성인과 같이 리에 밝은 필연에 나아갈 

수 있어서 둘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좀 더 상세하게, 대진은 인간과 동물의 

지각에 밝음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대진은 비록 까마귀가 은혜를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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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동물이 ‘지(知)’를 발휘한 우연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인간은 사

태의 리를 ‘지’하여 인의예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한

다.

대진은 류(類)마다 다른 지각의 방식을 논의하는데서 그치지 않는

다. 대진은 인간의 혈기와 심지에서 파생되는 욕(欲), 정(情), 지(知)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의 기능이 무엇인지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인간에게는 신체

에서 파생되는 혈기와 심지가 있기에 외부의 대상과 접촉할 때 소리, 색, 

냄새, 맛 등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에 대한 희, 노, 애, 락의 감정이 있게 

되며, ‘지’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분별할 수 있다고 대진은 주장한다. 구체

적으로, 이목구비의 감관으로 대표되는 신체가 외부의 대상과 만나서 그에 

맞는 대상을 욕구하여 그에 맞는 희, 노, 애, 락하는 반응을 내놓는다. 심지

는 외부 대상에 대한 일차적 반응에 대한 이차적 판단을 수행하는 것이므

로, 인간은 ‘지’를 통하여 욕구와 감정에 대한 시비의 판단을 내린다. 대진

은 마음의 판단 능력을 신하에 대해 가부를 내리는 군주의 비유, 경중을 비

교하는 저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또 생각함[思]을 통하여 시비를 분별

한다고 표현한다. 이 세 표현의 공통점은 마음이 일차적인 반응에 대하여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을 내리는 이차적인 작업을 수행함을 지시한다는 것이

다. 대진은 마음의 계산이 리에 맞아야지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이며, 혈기의 욕구에 대하여 심지가 경중을 따져서 내린 판단이 리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한다. 대진은 먹고 마시는 행동으로 혈기를 기르는 것처

럼, 심지는 리를 묻고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만 기름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성인과 범인의 차이가 있게 

될 뿐이다. 심지는 리와 의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심지를 키워서 ‘선’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대진은 낙

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혈기와 심지 하나이고, 하늘로부터 받

은 이 본성은 ‘선’한 것이다.

혈기와 심지가 본성이라는 대진의 정의는, 그의 주요한 비판대상인 

송대의 신유학자들이 주장한 ‘기질지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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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보기에 주희로 대표되는 송대의 신유학자들은 육체에서 비롯된 개인의 

특징들을 지시하기 위하여 기질지성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사용했고, 대진의 

본성 개념도 육체와 육체를 움직이는 기운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진이 보기에 송유의 본성론은 잘못된 것이다. 맹자가 하나의 본성을 말한 

것과 다르게 송유는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란 두 개의 본성을 상정했기 때

문이다. 대진이 보기에, 송유는 기질을 악으로 취급하여 별도의 순선한 본성

을 만들었다. 이러한 송유의 본성론은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

다. 첫째는 인간의 육체와 거기서 비롯한 욕망을 악의 근원으로 여긴다는 

것이고, 둘째는 별도로 리인 순선한 본연지성을 만듦으로써 개인의 의견을 

리라고 간주하여 백성을 핍박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진은 맹자의 ‘재(才)’ 개념을 끌어들여 육체에서 비롯된 개

인의 특징들마저도 송유의 주장처럼 악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진은 맹자의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재질의 탓이 아니다[若夫爲不善, 非
才之罪]’는 구절을 인용하여 개인의 재질은 비록 천차만별이지만 하나의 본

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악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강변한다. 사람마

다 재질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혈기와 심지라는 ‘선’한 본성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재질은 본성과 마찬가지로 악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대진은 송유의 말대로 인간의 본성이 리이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갖추어

진 것이라 여긴다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검증되지 

않은 생각[意見]을 리라고 내세움으로써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마구 핍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대진은 성현이 말한 리는 폐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송유

가 말하는 리 개념은 틀렸다 말한다.

대진은 리는 조리이며,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대진은 내 밖에 있는 리에 대하여 다양한 설명을 제시하

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대진이 주장하는 리는 사물 각각의 기준이다. 그

에 의하면 리는 대상을 관찰하여 모든 차이를 구분한 것을 의미한다. 대진

은 이 모호한 말의 사례로, 서언과 맹자사숙록에서 식물과 동물을 가져

온다. 대진은 식물은 뿌리가 땅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잎이 하늘에서 양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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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하여 자라며, 동물은 음식을 섭취하고 호흡을 통하여 양분을 흡수한다

고 설명한다. 이 설명만 놓고 보면 식물과 동물의 특성을 이야기하고자 함

인지, 식물과 동물을 구성하는 부분 각각의 특성에 대한 설명인지 불분명하

다. 그래서 대진은 최후의 저작인 맹자자의소증에서 간단하게 살결[肌理], 

가죽결[腠理], 무늬결[文理]의 사례를 언급하고,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

들에 조리가 있는데, 이 조리는 사물의 차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

게 구분해낸 것이라 주장한다.

여기서 대진이 생각하는 조리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서는, 대진이 조리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고전 두 대목

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주역 계사 에서 착안한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다[生生而條理]’이고, 두 번째는 맹자 만장에 인용된 시

경을 활용한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有物有則]’이다. 첫 번째 표현은 

등장빈도가 후기로 갈수록 줄어들고, 두 번째 표현은 등장빈도가 후기로 갈

수록 늘어난다. 이는 ‘사물이 있어야 법칙이 있다’는 시경의 구도가 기의 

우연성과 리의 필연성을 드러내기에 더 낫기 때문이다.

대진은 원선에서 리에 대하여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다’는 표현

을 가장 자주 사용한다. 문제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일러 도

라고 한다’는 주역 계사 의 다른 구절과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다’는 

것을 대진이 연결시키려 하는 지점에서 드러난다. 대진은 낳고 낳는 것과 

낳고 낳아서 조리가 있는 것을 모두 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술한다. 전자

는 자연의 상태이고 후자는 필연의 상태인데, 대진은 이 모두를 도라고 모

호하게 서술한다. 이러한 혼란은 서언에 이르러 어느 정도 정리되는데, 
서언에서 대진은 도의 실제[實體]는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기

의 변화이며 리는 도의 실제가 없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 같은 기 우선의 

구도는, 최후의 저작인 맹자자의소증에서 완전해진다. 대진은 맹자자의

소증에서 도는 움직임[行]이자 음양오행의 변화가 그치지 않는 것이며, 리

는 순수하게 아름답고 참으로 좋은 것이라 구분한다. 여기서 대진은 ‘사물

이 있어야 법칙이 있다[有物有則]’는 맹자에 등장하는 시경 구절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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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용하여, 사물이 있어야 그에 맞는 조리가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낸

다. 대진에게 사물은 구체적인 사물이자 사건[實體實事]으로서 감각가능한 

기의 변화로 이루어졌고, 조리는 인간이 실제 각각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사물 각각의 절대적인 원칙이다. 대진은 고전에서 여러 표현을 빌려와 

사물 각각의 리에 대하여 다양한 성질을 부여한다. 대진에게 조리는 주역
의 제자리를 의미하는 ‘순수하고 중정한[純粹中正]’ 것이며, 맹자에서 말하

는 세상 모든 일의 기준인 ‘먹줄, 수평, 그림쇠, 곱자[規矩準繩]’와 같다. 또

한 그렇기 때문에 조리는 천하와 만세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心之所同然]이기도 하다. 나아가 대진은 리는 실정에 과불급이 없는 것

으로 ‘내 사정으로 네 사정을 헤아려[以情絜情]’ 어긋나거나 잘못이 없는 

것이라 설명한다. 따라서 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가능한 욕망의 절

도로 예와 같다. 결국 대진이 말하고자 하는 조리는 일상의 여러 사건의 기

준적인 해결책인 예(禮)이다. 그래서 대진은 “예는 천지의 조리”라 단언한

다.

대진은 ‘사물이 있어야 법칙이 있다’는 말을 통하여 감각가능한 현

상과 그에 한정된 불변하는 법칙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대진이 주장

하는 리는 개별 사태 각각의 기준인 분리(分理)와 같다. 때문에 리일을 주

장하는 송유의 주장은 허황된 것이다. 대진이 보기에, 감각할 수 없지만 모

든 현상의 바탕이 되는 단일한 선(善)을 주장하는 송유의 주장은 노자, 장

자,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진은 노자, 장자, 불교 모두 감각할 수 

없는 단일한 현상의 근원을 주장하였는데, 주희로 대표되는 송유가 이 영향

을 받아 공, 맹의 언어를 오염시켰다고 비판한다. 대진이 보기에 태극은 음

과 양의 존재의 근거가 아니며, 리는 기를 낳지 못한다. 태극은 음과 양 그 

자체이며, 기로 이루어진 만물이 있기에 사람들은 거기서 그에 맞는 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대진의 입장이다. 즉, 대진은 철저히 현상에서 자신

의 철학을 출발시킨다. 대진과 주희의 리 개념에 대한 차이는 장자의 포정

해우에 대한 이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분수리를 주장하는 대진은 포정

의 칼날이 들어가는 모든 틈이 다 리라고 강조한다. 반면 주희는 포정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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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리를 포괄하고 관통하는 리일에 밝기 때문에 분수리까지도 어려움 없이 

다 알게 되었다 강조한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대진의 구도에서 

포정처럼 신명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각이 소의 모든 틈인 개

별 사태의 리를 모두 아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진의 수

양론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현상이 있으면 그에 한정된 불변하는 리가 있다는 대진의 주장은, 

자연 상태의 인간에서 필연 상태의 인간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태

에 있는 조리를 끊임없이 마음의 지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이어

진다. 대진은 인간이 자연에서 필연으로 나아가는 수양의 방법을 크게 고전

의 세 대목에서 찾는다. 첫째는 중용의 삼달덕이고, 둘째는 논어의 충

신(忠信)과 중용의 충서(忠恕)이고, 셋째는 논어의 ‘극기복례위인(克己
復禮爲仁)’이다. 대진은 심지의 가리워짐[蔽]을 타파해야 한다며 리에 밝은 

신명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데, 세 방법 모두 현상

에 있는 리를 확인하는 기관인 마음의 지각의 계발이 필수적이다.

우선 중용의 삼달덕에 대한 대진의 해석을 살펴보자. 대진은 중

용의 성(誠)은 실질[實]이라 주장하며, ‘실질로부터 밝아지게 되는 것[自誠
明]’과 ‘밝음으로부터 실질이 되는 것[自明誠]’을 성인과 범인으로 구분한

다. 성인은 지인용의 덕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

상에서 인의예를 밝게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반면 범인은 묻고 배우는 과

정을 통하여 지인용의 덕을 성인의 수준으로 계발하여 인의예를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수양은 지인용의 덕을 계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진은 덕(德)

은 내 밖에 있는 예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길러야 하는 것이라 주장

한다. 대진은 지인용 각각에 대하여 지는 가리워지지 않은 것, 인은 사사롭

지 않은 것, 용은 힘써서 실천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지는 리에 

밝아서 가부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을, 인은 이 판단을 실천에 옮기는데 

방해되는 사적인 욕망을 제거하는 것을, 용은 이 판단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을 의미한다. 대진은 지인용 중에서도 지가 전제되어야 인과 용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리에 맞는 판단이 가장 우선이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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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지가 판

단을 내린 이후 인과 용은 인의예를 실현하는 보조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초의 방향을 설정하는 마음의 지각이 내리는 조리에 맞는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대진은 지의 덕을 계발하는 방법으로 한 사건에 

활연함을 쌓고 또 다른 사건에 활연함을 쌓아가는, 개별 사건의 리를 찾는 

연습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별 사건의 리를 찾는 행위는 논어에서 공자가 강조한 

충신이라는 태도를 통하여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논어와 중용
에서 나오는 충서를 통하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진은 최초의 작품

인 원선에서는 충신서를 병렬하여 사용했으나 맹자자의소증에서는 출전

에 따라서 충신과 충서를 구분한다. 대진은 여러 고전에 근거하여 충신은 

예를 배우기 이전에 갖추어야 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주장한다. 충서에 대한 

언급은 맹자자의소증에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대진에게 충은 나와 남

을 같게 보는 것이고, 서는 자기를 미루어 나가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지

인용의 구도를 고려하여 충서를 해석하면, 충은 나와 남을 같게 보는 사욕

을 억누르는 인의 단계와 유사하며, 서는 이를 미루어 나가는 용의 단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대진은 사람이 예를 받아들여 마음의 지각을 계발하여 천하 사람들

에 맞는 공평함을 성취하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논어 극기복례장을 통하여 

다시 반복한다. 대진은 자연과 필연의 구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단계의 분

리된 인(仁)을 설정한다. 하나는 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나와 내 주변을 아

끼는 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서 달성하는 인이다. 

대진은 주희의 극기복례 해석은 사욕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자의 원의는 예를 통하여 자신을 천하에 맞추라는 의미

라고 풀이한다.

인간의 본성에 예를 더해야 한다는 대진의 주장은 순자 철학의 핵

심과 근본적으로 같다. 하지만 대진은 자신이 맹자의 계승자이며 주희를 비

롯한 송유는 순자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순자는 육체에서 비롯된 악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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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성인이 제시한 올바른 예를 구분하였고, 주희를 비롯한 송유도 육체에

서 비롯된 기질지성이라는 악의 근원과 하늘에서 내려준 순선한 리인 본연

지성을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대진은 비록 내 심지를 계발하기 위하여 

나의 밖에서 사물의 이치를 가져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심지가 계

발된 것으로 인간의 단일한 본성이 ‘성장’한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대진

은 자신이 맹자의 정통 계승자라 자부한다. 대진은 맹자와 마찬가지로 리와 

의는 마음의 지각에 진정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성인이 남겨둔 

최적의 삶의 방식인 예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결국 대진이 주장하

는, 조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필연의 경지에 도달한 완벽한 인간은 과거의 

예법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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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理) in Dai Zhen’s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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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iran (必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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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ims to explain the overall aspects of the philosophy 

of Dai Zhen (戴震, 1724~1777) on the basis of the notion of li (理). 

Previous researches on Dai Zhen’s philosophy focus on the notion of qi 

(氣) instead of li as they assess Dai Zhen as a qi-monist; or disregard 

the separation of qi and li; or understand li as an internal order of qi. 

In his philosophical writings, however, the explanation of qi is quite 

brief while that of li is quite lengthy, like it takes one third of his final 

book. Having this imbalance as a starting point, I would like to 

reconstruct the philosophy of Dai Zhen focusing on the notion of li, 

which is rarely investigated. Since Dai redefined li as the unalterable 

law of each concrete things, I would like to explicate Dai’s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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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illustration of the process of human growth: namely, human 

nature deprived of li should be cultivated by accepting li from the 

outside. By this reconstruction, I expect to make clear the meaning of 

biran (必然), consciousness (知), self-cultivation theory based on 

Zhongyong in Dai Zhen’s philosophy.

The main argument of Dai Zhen, reiterated in all his 

philosophical writings, is the transition from what is natural (自然) to 

what is necessary (必然). According to Dai, what is natural refers to 

something related to changing qi, while what is necessary refers to 

something related to unchangeable li. For humans, the dichotomy 

between what is natural and what is necessary is equal to the chasm 

between human nature and goodness. Thus, the transition from what is 

natural to what is necessary for humans is that humans should refine 

their nature to goodness.

To Dai, nature, shared by humans and animals, consists of vital 

force (血氣) and conscious mind (心知). Both vital force and conscious 

mind are derived from the physical body. Vital force signifies the 

energies circulating in movable physical body. Conscious mind signifies 

the ability of mind, which can aware of instinctive responses aroused 

by the external stimulus. Since only humans can develop their conscious 

mind to the level of sages, the degree of the ability of conscious mind 

assures the difference between humans and animals.

Dai expounded the function of consciousness by enumerating 

derivatives of human’s vital force and conscious mind: desire, feeling 

and consciousness. Since humans have physical body, when their body 

meets outer stimulus, bodily desire effects and then feelings such as 

happiness, anger, sadness, and pleasure rouse. Consciousness m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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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ment on whether one’s desire and feelings are right or wrong. Dai 

used three descriptions to clarify the judgemental function of 

consciousness: an analogy of commanding king to his servants, an 

analogy of scale weighing heaviness against lightness, and reflection (思). 

All three illustrations point out that conscious mind commands, 

calculates, investigates, and judges on instinctive responses. Dai argued 

that since li is at concrete events, not in human’s mind, the approval of 

mind concerning one’s desire and feelings should be based on li of the 

concrete events. To Dai, as people eat foods to enlarge their corporeal 

body, people also can nourish their conscious mind by asking and 

learning li. Thus, whether one’s conscious mind is developed or not 

entails the difference between sage and layperson. Since conscious mind 

has an ability to do meticulous calculation after obtaining li and yi 

(義), if one succeeds to make right judgment, one can enjoy the right 

pleasure as Mencius mentioned. Dai had a rosy dream about human’s 

cultivation: to feel this right pleasure, one would seek to develop one’s 

conscious mind and become good. Thus, human nature endowed from 

heaven is good and has only one basis: vital force and conscious mind.

Dai’s definition of human nature, comprised of vital force and 

conscious mind, shares certain aspects with the argument concerning 

physical temperament of his major adversaries, Neo-Confucianists of the 

Song dynasty. This is because Neo-Confucianists of the Song dynasty, 

represented by Zhu Xi, denote personal characteristics stemmed from 

physical body by using the word physical temperament, and Dai Zhen’s 

notion of human nature originates in physical body and its derivatives. 

In Dai’s viewpoint, however, Neo-Confucianists of the Song dynasty is 

wrong: their dichotomy between physical bad nature and inherent good 

nature has diverged from Mencian one good nature. The reason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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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Confucianists of the Song dynasty made two distinct human 

natures is that they understood corporeal characteristic as something 

bad. According to Dai, Song dynasty Neo-Confucianists’ argument on 

human nature yields two big mundane problems: first, their argument 

makes people to disdain physical body and corporeal desire; second, 

their argument helps high class people to oppress low class people by 

the name of unchecked li.

First, citing Mengzi’s idea of personal characteristics (才), Dai 

insisted that even personal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physical body 

cannot be the source of evil, just as Neo-Confucianists of the Song 

dynasty claimed. To Dai, although diverse personal characteristics exist, 

all of them are initiated from one Mencian good nature. Second, if 

people believe they have innate li (理) nature just as Zhu Xi claimed, 

they are going to misconstrue that their unchecked opinions are equal 

to goodness and exploit them to oppress other people. What old sages 

claimed about li, however, does not entail such mundane problems. 

Therefore, Dai concluded that Zhu Xi’s claim on li is completely 

wrong.

Dai repeatedly highlighted that li is at concrete things and 

affairs. On the other hand, Neo-Confucianists of the Song dynasty 

argued that all human beings have innate li-nature. To Dai, their 

argument is adulterated by the idea of an unperceivable monistic basis 

of concrete things and affairs by Laozi, Zhuangzi, and Buddhism. The 

difference between Dai and his adversaries are well reveal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tory on ‘a cook cutting up an ox (庖丁解牛)’ in 

Zhuangzi. Dai understood that all the spaces of the ox where the 

cook’s knife touches are equal to li, while Zhu Xi argu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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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 can cut the ox effortlessly since he is fully aware of coherent li 

that he can even grasp diversified li. By their interpretation on a case 

of flawless cutting of the ox, it is possible to read their different view 

on li: Zhu repeated his argument on one coherent li and its unfolding 

to multiple diversified li, while Dai, interpreting all the crevices of the 

ox are equal to li, displayed the world of multiple diversified li 

confined to each concrete things. That is to say, li in Dai’s philosophy 

signifies the unalterable law of each concrete things, not inherent in 

human nature and mind.

Dai defined li as tiaoli (條理), the unalterable law of each 

concrete things. Considering various descriptions on li offered by Dai, 

the conclusion is that each and every concrete things has its own 

unalterable law. In his earlier philosophical writings, Dai mumbled 

about li, giving the example of a plant and that of an animal. On the 

other hand, in his final philosophical writings, he simply mentioned the 

texture of human skin, of animal skin, and of literary language, and 

clearly defined that each and every thing in the world has its own li, 

which helps people to classify even the minutest details of things.

Two phrases in the Classics are used to explain how li exists: 

first, ‘In producing and reproducing of the myriad things, there is tiaoli’ 

(生生而條理)’ implemented from the I Ching; second, ‘After there are 

things and affairs, there are following laws’ (有物有則) in the Shijing 

which is also quoted in the Mengzi.

In his first philosophical book, revealed in Dai’s frequent use of 

‘In producing and reproducing of the myriad things, there is tiaoli’, Dai 

did not separated dao (道), li, and qi. Dai wrote that dao is equal to 

the unceasing change of qi, and is also equal to the unalterable li. This 

mixup arranged in his second philosophical book, that the actua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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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 is the changing yin and yang of qi, while li is devoid of the reality 

of dao. In his final philosophical writing, Dai ascertained the 

comparability between dao and qi. Specifically, Dai dissected that dao is 

equal to movement of qi (行) and to unceasing change of yin, yang 

and the five elements; li is equal to something pure, fair, beautiful, and 

good. By affirming ‘After there are things and affairs, there are 

following laws’ in the Shijing to explain li, Dai illustrated two things: 

first, changing qi exists ahead of unchanging li; second, each and every 

concrete thing derived from qi has its own distinct li. Based on this 

phrase, Dai argued the pre-existence of qi, and the laws followed and 

restricted by each and every separate thing. Thus, to Dai, qi and li are 

two different things: qi is the material forpalpable things, while li is the 

untouchable law of each concrete thing.

Dai reinforced the dichotomy between qi and li by attributing 

the universality and the unchangeability to li, using various phrases in 

the Classics. To Dai, li is identical to one’s own appropriate place (I 

Ching), to a reference point like compass, square, level, and line 

(Mengzi). Thus, li is the law what all humans under the Heaven 

through all ages approves. Additionally, borrowing the character 

‘calculate’ (絜) from the Daxue, Dai argued that li, the unalterable law 

of humans is identical to propriety (禮). Similar to Xunzi’s explanation 

on propriety, Dai explained that li gives the perfect balance between 

one’s circumstances and other’s circumstances, which is applicable to all 

human beings impartially in the world. Therefore, li for humans in 

Dai’s philosophy is indistinguishable from propriety, which would work 

as a reference point of every affairs produced by the sages of old to 

regulate people’s desires and feelings. Finally, Dai ascertained that li is 

prop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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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 claim on the dichotomy between changing qi and 

unchanging li ends that one should develop its own conscious mind, 

which can aware of all li in the world, to become good. Citing three 

phrases from ancient sage’s words, Dai explained the process of 

self-cultivation.

First, by explaining three common virtues in Zhongyong, Dai 

claimed that one should develop one’s own virtue to become a sage. 

Dai appropriated different meanings to three common virtues: zhe (智) 

is to develop one’s conscious mind to accept li from the outside and to 

judge on one’s own desire and feelings referring to li; ren (仁) is to 

curb one’s selfish desire and feelings which would prevent to realize the 

judgement made in zhe stage; yong (勇) is to actualize the judgement 

made in zhe stage. Thus, zhe is the most important step in the 

self-cultivation process of Dai, since zhe is the first stage to set a 

direction toward li.

Second, Dai quoted zhongxin (忠信) in Lunyu to display the 

attitude one should have to make propriety as a part of oneself, and 

quoted zhongshu (忠恕) in Zhongyong to explain that one need to curb 

one’s selfish desires, and make practice of the impartiality.

Third, Dai adduced ‘to subdue oneself and return to propriety, 

is equal to practicing ren’ (克己復禮之爲仁) in Lunyu to demonstrate 

humans should develop their natural ren, which only cares about their 

family, to perfect ren, which cares all human beings in the world 

impartially.

Fundamentally, Dai’s assertion that propriety should be added 

to human nature is equal to the essence of Xunzi’s philosophy. But 

still, Dai himself insisted that he is the true successor of Mengzi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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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u Xi and other Neo-Confucianists of the Song dynasty are the 

followers of Xunzi. This is because both Xunzi and Zhu Xi 

dichotomized that evil comes from human’s physical body, and 

goodness is endowed by Heaven or Sage. To Dai, although one should 

take propriety from the outside to cultivate oneself, the actual result of 

one’s self-cultivation is equivalent to the development of one’s single 

nature. Furthermore, since li and yi would bring true happiness to 

human’s mind just as Mengzi said, Dai believed all human beings are 

going to follow the remaining footsteps of ancient sages to live a better 

life. That is to say, to Dai, one arrived at the stage of what is 

necessary is the one who grasps and executes propriety in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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