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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핵의 현실문제 인식* 

-격물론 • 귀신론 • 재이론을 중심으로-

1. 서 론 

허남진·박성규 

(서울대학교 칠학과) 

유학은 항상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월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은 공자(孔子， 551-479B. C. )에 의해 개창되고 맹자(굶子， 371-

289 B.C.)와 순자(햄子， 298? -238?B. C. )를 거쳐 근본 줄기가 확립된 이후에 

도 끊임없는 변모를 거듭해 왔다. 시대가 바뀌면 문제상황은 바뀌기 마련이 

고 문제상황이 바뀌면 그 해결에 대한 학자율(↑需者)의 얀식도 바뀔 수밖에 

없가 때문이디 1) 

유학의 개조(開祖)인 공자의 사상도 그 출발접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 

* 이 급은 1999년도 한국학숨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과제지원 떤구바에 의한 결 
끼u므~öl 
-1 'i으 1J 

1 ) 유학자뜰은 제도나 사상올 논할 때 통상 “탁고개제(任古改制)"나 “술이부작(述而찌、 

作)"의 입장을 표벙했기 때문에 복고주의(復古主義)라는 혐의릎 받아 왔다. 그랴나 

사실 역대 유학자들이 탁고개제할 경우， 즉 어떤 제도 개혁의 이론을 펼치면서 그 

제도가 옛 성왕의 제도에 부합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옛 것에 가탁 

( {댔託)한 주장일 뿐이었다. 또 공자이래 유학은 숲이부작， 즉 옛 성인의 사상-을 받 

들어 계승 발전시킬 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방해 왔다. 그 

러나 계승하고 발전시킨 내용이 이미 이전 것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가진 것인 

딴콤 “술이부작”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탑습이 아니고 실제로는 창작에 가까운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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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었다 예릎 틀어 「논어 J 의 다음 내 용욕 살펴보자 

계강자1 종'*子 탕시 최고 싣권자， 太夫)까 정치를 까운하자) 공까가 대답랬다 

“정치(政)단 용비등(lE I 그 지처]이니， 그대가 을비릅으로써 솔신할진대 갇혀 누 

가 부정〔不正)음 행강 수 있겠습니까?"21 

게강지가 도둑( öl 많읍)완 껴성하며 서문을 하지， 꽁시가 매입하였다 
“정녕 4대부터 탐욕음 부려지 않{ 나면1 상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도특진하지 

않응 것 ~I니디 ’:-1 1 

계강자71 정지에 대해 자문하[디 “반인 무도한 자를 끽→여시 배성틀이 용바른 도에 

나아가게 하면 어떻겠슴니까η”라고 품자 공자는 대담댔다 

“그대가 성치를 히면서 이찌 상잎의 방업을 δλ려 합니까? 그대가 선을 추꾸히면 

매상도 선해주l 갓입니냐 군사의 덕응 바란이요 소엔의 턱은 흘연 즉 풍 워.5!_ 바 

람이 을년 풀e 서정~- 수그 21눈 \':l입니다 ”이 

위의 내화 내 용에서 공자는 당시 최고 실권자의 정치에 대한 인삭을 근본 

직으보 문제심고 있다 그리하여 콩자는 발하기릎 “자신의 놈을 바르씨(.ïE I 

할 수 었다면 정치(政)에 부슨 어려움이 었P 랴마는， 자신의 옴조차 바르게 

한 수 없다면 어떻게 남용 바로잡윈(iEI 수 있겠는가?" 5)라고 말했다. 공자 

뉴l 정치애 대한) 잔못된 인식 때문에 잘못펀 실천(失政)이 생긴디고 보고 있 

다 그리히여 공치는 무엇보다 을비은 인삭， 즉 학문을 통해 정치에 대한 올 

비는 이해에 도달히는 일이 중요히다고 여겼다. 현섣의 정치에 대한 이련 비 

판 의식을 비탕으로 녕지는 인 1 仁) 시상피 아상적 통치지상인 ;if지관(용子 

觀) 정입을 그의 절학의 흘발점으호 선았던 것이디 또 다음 내용을 보 자 

21 논어 JI 12-17 쑤康了問政於孔了 孔r對티 "i&者 JEtIl. J 쩍§以_j:E‘ 없敢不 iI.'?" 

31 논이 JI 12--.' 18 춘*子뽕」죠， FJ꺼기?孔子 'IL子對티 “쩌子ζ'1'10\ 雖f연之꺼:廳 ‘ 
4) li 논어 12 -19 쑤康r 問if!L-y，-孔 r 티 ”찌]쨌無 j효1 以就.，，;효 何찌P'?" fLJ對티 "J월 

를며殺? 子欲善而民홍용 君子之德，"" 小A之德후 후上之風 10.1홈 ” 
51 .. 논어， 13-13 子티 “힘lE其身옷， 於從政乎何有σ 不能표其身， ftPlEA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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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을 좋아하더라도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연〔不好學) 愚(우끽힘)의 폐단이 생기 

jJ_ 

知1 지혀1])틀 좋아하다 21 도 배유 기틀 좋아하지 않P 면 횡(허증)의 피1단이 생 ;1.11_ ， 

信(밍은)응 쫓아하더라도 배우기릎 좋아하지 않으면 뺑1 해침 1 의 펴|단이 써가고1 

直(정직)을 좋아하더라도 애우기륜 좋아하지 않으변 썼(박정， 각박)의 폐단이 생기고 

영( -g 기)윤 좋아하다 21 도 배유기틀 좋아하지 않P 면 亂(닌동)의 피1단이 생시?) 

l에H 강직)음 좋아하더라도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狂(고싱한 커1 혐)익 폐단이 생 

긴다 6) 

즉 아무리 인(仁)， 선(信) 등의 더팍을 좋아하고 그 실친을 위해 힘쓴다고 

하더라도1 공부릎 통해 그 덕목에 대학 정확한 이해가 없?면 우(愚)나 적 

l 뼈) 풍의 폐단에 빠지 E 딴다 U 공자는 생각했다 공자가 보기애， 팅사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틀이 인 1 신 퉁의 덕목을 실천한다고 표방하고 었더라도 

싣은 우， 적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현산이었다 。1 이한 인식을 비탕으로 

인? 신， 정， 등 여이 덕목의 본잔에 대한 갚은 논의를 전개했던 것이다 7) 

또 생선섣을 주장한 맹지니 성악섣을 주장한 순지 역시 그는의 주장은 탕 

사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벨접한 연관이 있었다 즉 맹자가 보기에 당시 사 

회직 문세는 정치가들의 실정파 민생 매책을 소흘히한 네서 야기펀 생셰형 

씬죄81가 증심이었디 그러므로 최고 정치인이 선정을 버플어 백성의 향tF 

(↑률塵)을 보장해주변 사회의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보았다 그에 

6) li 논어 17 -8 “따1:::不싸평 其磁l!l~. H엿Q不 þ+學 其蘇{끄옳 Ht등不þ+황， 其破iP.

HÕl不H핑1 其없也썼 jHi不H學 其li'rlll~L. jJ剛不껴황 其잉HIl狂 ” 

71 공자의 칭학 사상요로 JE名論은 매우 중요한 위치음 차지한다 지긍까지 공자의 정 
t생른읍 주로 맹분론적 입장에시 해식되어 jEt 의 名응 주로 “君君‘ hi ê.. 父父. y 
子η( .논이， 12.11)에 세시된 君， [;!, 父， 子 등의 신문 질서 상의 이듬어1 한정되 

것으표 。1해되었요나 최큰이 연구에 따j츠연 갱영의 병은 모든 。1 류 속 강， "" 父

r 뿌 아니라， 直‘ 仁， 忠， 첸 등익 모든 덕목의 이즘도 포함원마고 한마 그렇마 

콩지의 생명이란 그틀 덕적 QI 본질에 대한 定義 작업이었다고 。1해항 수 있다 

8) 즉 맹자에 따브변， “항산(면塵 기본 생활 유지할 수 았는 자산 혹은 안정적 생업 
。l 없이도 항심〔떠心‘ 지조)음 유지강 수 었는 사람은 선비인 뿐이고1 대부분의 시 

민은 헝산이 없으띤 행심도 없이지는 끼닭에， 서민의 범죄는 모두 행산이 없는 nl 
이 j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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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프면 샤람의 행통은 본연의 마음(}，꿇)에서 비릇된 것과 감가적 반웅(小 

體)에 따른 것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1 이때 이 본연의 마음은 하늘이 부여해 

준 것으로서， 인간의 본성이다， 본연의 1=11 음→。1 좋이히는 비가 도리 l 理)와 의 

려 1 義)이니， 안간의 본성은 선함을 안 수 였다 따라서 모는 인간은 본연의 

마음， 즉 선한 본성을 따라 행히기만 히면 항상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1

로부터 그는 최고 정치인이 선정을 베울지 못하는 이유냐 일만 백성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든 스스로 행하지 않기(不용) 때문이지 행할 

수 없기(不能)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91 그려므보 우리는 맹자의 성선설 

이 인간 온성에 대한 단순한 이론적 천착의 결과웅이 아니라? 보든 사람이 

선하시 뭇한 원인은 전부 순전히 ~L 자신의 탓이고， 정치인이 선정옹 행하지 

못한 이유 역시 순천히 」의 잔봇이라는101 주정윤 강조하기 위한 이론적 기 

빈。1 였디「는 시선융 픽인할 수 였다 

또 순지는 맹지외4는 정빈대로 인간이 과엔 싣제로 그처럼 선한 마음을 가 

진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회의히였고， 선의 신진은 순간적인 마웅의 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선한 행위의 반복을 통한 습관이 형성 

원 다음에야 나올 수 있다고 이겼디 그런네 무엇표다 순자의 시대는 맹자 

시대와는 달리 각종 지식인들의 은갖 학설로 인해 야기된 사회직 폐해가 새 

로운 문제로 풍장했다 그래서 순자논 팅시 :"1렌 지식인듣흔 12유형 P→로 분 

류하여 비판했다( r순자， r非十=子篇， ) 그러변서 그는 사회의 모든 악을 억 

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가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인식했다 즉 인간의 

본성은 빔을 수 없으니 제도를 정티1히여 이런 때부터 체계적으로 피육시켜 

악을 번려하고 선에 익숙해진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연이 필요히다는 

인식을 가쳤던 까닭에 인간의 본성은 태어납 때부터 악히다는 성악션을 주장 

했던 것이다 

이처런 선진 유핵의 사ι상은 항상 현실 문게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91 맹자 r양혀1 '잉끼 J 1: 7 
10) 즉 누꾸니 마음민 믹 P 면， 즉 도덕적 상단민 cl]"-I 면 신해질 슈 였.:ï[ 니아가 성인 

도 휠 수 있다는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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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유학의 득정은 이후 유학이 역사적?로 끊임없늪 변용윤 묘씩 

해 온 가운데에도 변힘없이 유지꾀어온 유학의 가장 큰 특정이냐 

역사상 유학의 가장 큰 전환점。1 되었던 큰 변용은 두 번 있었다‘ 前漢 시 

대 통증서(훌#쉽)에 의한 8 학과 유영가 시생파의 견합에 의싼 변용과 송대 

(宋代)에 불교 사상에서 영향을 반은 성리학적 변용아 그것이다， 

주자(朱홉， 1130-1200) 에 의해 집대생원 성리학은 수 백년 등안 동아시아 

λ}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디 그 철학사상은 각 개인의 내면 서)셰는 

물론이요 정치직 제도적 경제적 사회직 문화직 모든 분야에서 깊은 영향릭을 

발휘했다 1313년 주자의 저작은 이미 과거시험의 기본 교재가 되었고， 1415 

년 호광(胡廣)이 「생리대전4을 편찬한 이후부터 성리학은 6-700년 통안 사 

상겨1릎 완전 지배하게 되었으며 ll) 조선의 경우는 중국보니 더꽉 교조적으로 

적용되이 사회 선빈의 f석구석에까지 견정적 영향을 r'] 쳤다 

흔히 성려학은 난섭한 理氣 U、性論과 太極 陰陽 五行으로 이이지는 치밀한 

우주론 때문에 현섣 문제와는 동떨이진 순수 이론 철학으로 아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리학 역시 처음부터 사회식 부조리플 초래한 그봇뭔 사상(즉 

도교와 붙교 등)을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직 이념 정줍의 맥락에서 출 

발했던 것인 만큼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이 글에서는 칫째 성리학 역시 그 방법론과 중요 내용。I1 었어서 현실 문제 

에 대한 인식과 야주 밀접한 관계에 였었다는 접을 주자의 격물론(格物論)과 

귀신론(鬼神論 '1 12 )윤 예로 들어 설탱하고， 슬째 통중서。I1 의해 확립된 이후 

중국이니 조선에서 19세기만에 이르기까지 정치 。1념의 중심에 지리잡고 있 

었던 세아론(찌월論)에 내포된 현산 문제 인식을 조선의 생리학지 윷곡 。1 01

11) 陳榮뚫，송영 ~I 학의 공과 ,:tL, IF東吳大學哲쩔系앵염錄- 第4期 룡오대학층판부， 

만 1985 
12) IF朱子5쨌잉 가운니] 설학적 니1옹이 집중되이 었는 F뺀햄펌핫(gJI ("j주지 01듀ι 권1- 7 
는 “앨氣’(大뼈 夫l也) “鬼神’ “↑뚜햄"(A物之↑띤 氣質Z件 ↑牛 댐 心 흉 1::: 義
음으로 분휴되어 있다 ;각 항목의 많은 내용이 불교 닝1 까마 연관되고 있지 1만 특히 

”귀신’‘ 부분은 볼 3π의(흥은 불P에 영향받은 민간의) 귀신 개념에 대해 삭십걱인 

ul핀을 넌그L 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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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천도책(天道策)J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주자 성리학(신유학)의 현실문제 인식 

주자의 철학사상에 반영된 현실 인식을 고찰하기 앞서 먼저， 그가 학문적 

으로 성숙하기 훨씬 이전인 그의 젊은 시절의 관직 생활에서의 실천적인 면 

모를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는 최근 속경님(束景南)이라는 중국 학자가 『朱子

大傳J에서 괄목할만한 연구룹 내놓고 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주자는 한 고을의 현령에 부임했을 때 “민생 안정(寬 

民力)， 미풍양속 조성(敎風倚)， 선비의 기풍 쇄신(破士風)"의 삼대 시정 대강 

선포했다. 즉 주자는 첫째 백성의 생활 향상을 위해 가혹한 정치를 배제하고 

부세 감면을 시도했다. 둘째로 당시에는 불교의 영향이 민간에 널리 퍼져 집 

집마다 불정을 읽고 염불하며 심지어 빈민의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출가하기 

까지 했는데， 이런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해설을 붙인 『효경」을 인쇄하 

여 가가호호 나누어주며 li' 효경씨}을 외우게 함으로써 불경 읽는 일올 억제하 

고， “예”로써 흐트러진 삼강오륜을 바로잡아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바로 세우 

려 하였다. 셋째로 염치활 볼아보지 않고 이익만 탐하는 당시 선비 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학교와 교육제도를 정비하여 성학을 가르칠 필요성 

을 느끼고 백록동서원을 중건하고 주렴계의 사당을 건립했다. 그는 주렴계 

등 성리학자의 저서룹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똘리고 스스로 경전의 요지흘 강 

론했으며 4, 5일마다 학궁에 나아가 『대학장구~ w논어집주』를 강의하였다. 여 

산은 본래 불교 명승지로 천하에 이름난 곳이었던 까닭에， 바로 거기에 백록 

동서원을 중건함으로써 사풍을 진작시켜 유도를 벚내 불교에 대항하려고 했 

던 것이다. 그의 이런 의지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백록동서원 학규”에 잘 나 

타나았다. 

(1) 五敎之目 : 父子有親， 君E2有義， 夫歸有別， 長Ý;IJ有序， 朋友有信

(2) 薦學之序 : 博學ι~， 審問之， ，[흉恩之， 明解之， 罵行之

(3) 修身之혔 : 言忠信， 行驚敬; 1，현경:뿔欲， 選善改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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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處事之맺‘ :iE其義不짧其利， 明其道不計其功.

(5) 接物之要 : 己所不欲， 꺼施於A; 行有不得， 反求諸己.

윤리 도덕 본위의 주자의 사회사상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서원학규 

에는 또한 科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당시의 관학 교육제도에 대한 반대 

의 의미도 들어 있었다. 義를 망각하고 利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하여 주 

자는 “배움은 인륜을 밝히는 것이 근본이고" “덕행이 우선”임을 천명했던 

것이다 13) 

당시 주자의 사회 정치 사상은 (仁政을 베폴어 백성의 노고활 덜어주는) 

安民 14) (팀관오리와 아첨하는 측신을 타파하는) 治官， (제왕의 正心誠意를 

요구하는)iE君쓸 꼴-자로 하는 폐정 혁신 체계라고 하겠는데， 그 가운데에서 

도 iE君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여겼다. 그는 말하기를 “天下國家의 大務 가운 

데 때民이 가장 콘 것이고， 흘민의 실질은 세끔 경감에 았고， 세끔 경감의 

실질은 군대 정비(治軍)에 있는데， 이 군대 정비와 세금 경감을 ↑血民의 근본 

으로 삼고자 할 경우， 그것은 바로 임금 스스로 心術을 바로잡아 紀鋼을 수 

립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그는 己西封事(1 189) 에서도 iE君을 

강조하는 취지로 107}지 조목(十事)15)을 구체적으로 진언하기도 했다. 

13) 이상의 내용은 束景南~朱子火傳，D<福建敎育出版社， 1992) , 388-415쪽 참조 
14) 주자는 ’l血民을 위한 망법은 오직 세금 경감밖에 없다고 보고， 세금이 무겁게 되는 

원인인 불필요한 군비를 축소할 구체적 방책올 제시하기도 했다(속경냥， 416-7 

쪽). 또 그는， 가붐이 뜰어 민심이 흉흉해졌윤 때 집안에 곡식올 쌓아둔 상층 부호 

뜰에게， 바친 곡식의 양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여， 자진해서 꾸흘미콸 내도록 유도 

함으로써 19000석을 모으는 한편， 흉년 동안 빈민에게 빚을 독촉하고 고리대를 행 

한 부호들과 관물을 절취하고 교묘히 명목을 꾸며 구흘미를 빼내는 탐관오리들에 

대해서는 꿇않으로 다스렸다. 주자의 이런 뾰政 꾸제책은 모범적 사례로 기록되었 

고， 그를 “虛名之士”로만 보았던 효종 임금의 인정도 받았다(속경남， 425쪽). 

15) (1) 학문을 배워 마음을 바로 잡는다(講學以正心)， (2) 자신을 닦아 집안을 다스 

다(修身以齊家)， (3) 측큰을 멀리하고 충직한 신하를 경애한다(遠便聲以敬忠直)， 

사사로운 베슬람을 억제하고 公道플 지향한다(에]私恩以抗公道)， (5) 의리활 밝혀 귀 

신파 요귀콸 단절한디(明義햄以抱神好)， (6) 사부릎 간택하여 임금과 태자릎 보필 

케 한다(擇師傳以輔皇簡)， (7) 選任에 정밀히 하여 體統을 밝힌다(精選任以明體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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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는 이시립 관직에 있플 때에도 헌실 문제 해결에 끽접 뛰어든 것은 울

론이요1 다음에 살펴볼? 극히 이론적이라고 한 F 었늠 그의 철학 체계 안에 

도 그의 현신 비관 인식은 짙게 빈영되어 있다. 01 제 그 점에 내히1 그의 격 

물론과 귀신론을 예로 들이 살펴보겠다. 

2.1 주자의 격물론에 니디난 현실 비만의식 

朱F의 사상 가운비 후세 사란들에씨 가상 많은 증시플 받음과 동시에 가 

장 큐 쟁론의 대상이 되었고161 후세에 가장 선원힌 영향을 미친 것이17) 그 

의 ‘격뭉치지론’ 이다- 주자의 격물론이 집약된 r格物致知補亡章，(格物補傳〉

은 고진에 대한 주석의 형식플 띠고 었시만 대체로 주자 자산의 주관적 견해 

로 채워져 었다 그것은 말하자변 선불교의 돈오(煩댐)의 방법론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학적 학문 방법론이라고 히 겠는데， τ 안에는 老 • 佛(도교 • 불교) 

의 :J.릇된 사상에 의해 총체적 파놔으로 치닫고 았는 당시 놔가 사회를 구저] 

히려는 그의 원대한 의지가 빈영되이 있었던 것이다. 

주자 당시는 도교 • 불교의 펴가 사회의 주도적인 이념의 위치에 있었고， 

그 역시 도교 불교의 학에 깊이 물압한 식이 있었다 181 그러나 그후 F자는 

사신이 불교에 관심을 두였던 원인이 깨달음에 대한 조긍한 바엠 때문이었음 

은 반성하고 유학의 선생틀 밑에서 공부하면서부터 차풍 학문에는 “先後 緣

急의 순서(先後짧急:::11')가 있응훈” 깨딛게 되었냐 “先後 옳急의 순서”란 

“下學而上達”을191 지칭하뉴 깃。로서 。1 것은 또한 선후의 순서릎 충λ1 하는 

(81 기강을 진작시켜 미풍양속을 권띤한다(휩흘째紀J;I뼈風1감 1. (91 재용을 성약히 

나라의 큰본(농엽생산력)을 든든하게 한다(節財用以固춰3本 1. (101 政事륜 잘 닦 

오랑캐릎 불리친마〔修政총以樣훗짜) (속경남 782쪽) 
161 錢챙，朱子혜쩡案，(三民홉局. 1971)세2책. 504쪽 

17) 姜廣jf. '~용뿔뱃中뼈文↑~，<上j흉A民出版꺼. 1994>. 160쑥 

181 그는 35세 때의 맥지에서 ”일찍이 !i\[òζ센에 뜻을 두였。니 그 핵심을 파악치 뭇 

하고 한 10여년 간 老챔에 느나듬었다”고 맙댔다(C答tI:7G適주희집‘3. 1727쏟 l 
19) 주자는 만년(69세)에 ”순사를 따르지 않고 급거에 완전한 경지만 문제삼는 태도는 

自周(지기 기민)이요 조략한 이혜민 구히고 활연관통윤 끽표로 삼지 않는 것은 自

똑1 자F자71!이다"(Ii'수희집싸 2221쓴}고 1감했는데? 하학 공부와 상답 공샤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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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8조목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불교의 사상 풍토에 젓어 구체적 사울의 이지에 대한 궁구(格物)를 도외시 

한 제 현요한 이치에 다1 한 깨단음의 추구를 고상한 임로 여기는 당시의 학문 

응모를 주지는 。1 렇셰 비아보았다 

끈래에 많멍을 논하는 ‘1탑틀은 지니치게 :;，상한 것에 삐져) 책을 읽:긴 의리를 

강른합 때 대체쿄 초월적얀 긴음 택해 i 사를 무시하는 갓을 좋아하6:1， ，-1런으쿄애 

섣오하고 정미하여 정 1좌로 살 사색해야 할 섯은 의여1 모조~I 흥시하고 ~.71 하연서 

시시하I 번쇄한 것은 열정을 쏟기에는 부족하다1 여긴다 그런 끼닭에 박학다식 

익 학자라도 전하익 의리(天下之쫓理)에 대해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 

게 되었다 이치럭 이치(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理末盡) 이상 흉숭에 의심이 생 

기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켜 비끈한 내서 구히지 않1 길국 흉端 

이1 미혹되어‘ 이욕고 아득하고 헤아년 수 없는(애매모호한) 영역으로 빠져들어 옹 

송일 우두키 q 않아 샤의미한 맙따 은조~I며 확연히 깨단7li 않然而 ↑곱)듬 고대한 

다 그틀은 특히 시불이란 반드시 궁구해야 밝혀지며 1 物，16 염1m後明) -，B:→려딘 만드시 

고참해야 투철해진다는 사섣을 모른마 ]들 증 스스로 확연히 깨닫았마고 공언하 

는 자라고 항지랴도 이라한 。1치에는 선혀 판매하니， 도대체 〕「→슨 깨남음을 추←"하 

겠다는 알인가。20) 

즉 텅사에 道릎 추구하는 사람틀이 주로 선종(禮宗)의 좌선 수행업유 모범。 

로 삼야 깨달음욕 추구하는 태도릎 비판하면서 21 ) 사땀틀이 」이] 빠져있는 

원인으로 :J_늠이 “사물이란 밴드시 궁+해야 밝혀진다(物必꺼쯤께後明)"는 진 

이 강조쨌다 

20) 大批@世言道學者失於太홈， ii흥를흘흉흉‘ 즈휴常以t포易j검*엔1 不歷階#업용快‘ 미d於其間曲 

精微lE好fJê#處) 에뿜忽略厭棄， };(j뚱생近11i，0항) 不，1L \li 'I;!i 以~J:짧꾀k多間↑힘없之 J: 

j5、天下;;:옳팽 亦不fìg無所末콩순 1명!JE末옳， 而뼈'þ不fltJ센앉 乃l'、il!ij)jC諸近 용검」협 

용端;L說益推띠d옮품양 및不μj빼쩌IJZ域 JL然終日‘ 1에i無쫓之E흉? 以候其용iß然m←→↑엽 

끼'JiU物 ιtã而後明) 倫必察而後盡 彼없自謂郞然而-'ti용者，:ft於此%펠|흉然따， ~'J꺼;何 

댐윌옮? (r答ff에書J ， 35세주회집，3， 1268-9옥) 
21 ) 주자는 당시 학자들의 이런 공허성을 “식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포만감음 느낀 경 

우 ’로 비유했다 ‘夫t1í4꺼可，J，致知 ’엽食p~以윌짧tl! 今不↑1\:物퍼自謂有씨j 則:ftjlJ

흉m 不食而엽以용뾰， QIj其행者病센 " (r答江德功」， 「주회집，4 ， 2116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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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봉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었다. 즉 그들이 사울의 이치를 궁구하지 않 

아 결국 이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 E 」과하여 흉중에 의심이 생겨 결국 이 

난에 미혹되었다고 얀식함으로써， 格物第理 시상을 이단 비판과 직건시카고 

있다 주지에 따르변 그눈은 챔物第理의 진리릉 모르기 때문에 그이한 상태 

에 머물이 있는 것이묘로，역물궁리를 선진히년 굴。1 따로 그 i';J 한 “확연한 

깨달음”은 추구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주자는 。l처럼 도덕이 어두워진 세상1 즉 도교 · 불교의 1홉에 의해 ↑뿜효가 

압도당하고 있는 세상을 다시 개벽할 원천의 책으로서 -대학J을 생각하고 있 

었던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二L가 ?대학」의 연원윤? 한유의 「원도(原道) ，편 

서 제시된 요순부터 공자 맹자까지는 물론이요1 더욱 위로 전실적 인을인 복 

희(代義) 신농(神農) 황제(黃帝)에까지 소급시킨 것은， 도교 불교의 이념을 

복 대제히고， 앞남의 새로운 이념을 창출히려는 그의 심윈한 의도의 펠연적 

소치였다고 올 수 었다. 즉 격물치지 개념은 주지에게 있이서 도교 불교 혁퍼 

와 유피l 새건이라는 시대적 시명을 완수할 기초적 이론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매학J 의 격불치지론을 새로운 λ}회의 정치 이념의 재칭출 자윈에서 이해 

하였던 사실은 그가 젊은 날 엽듀에거1 올렸던 대책문 안에도 이미 병맥히 나 

타나 았나 그는 「엽오웅조봉사(任午應짧죄事 1 ， í 33 세)에서 3개항의 건의푼흘 

제시했는데，강) 그 칫째가 바로 걱울지지의 학을 천병하는 일이었다 즉 그 

는，대학」은 공자의 遺書로서 전하국가 통지의 *末’終始‘先後릎 상세하고 

도 뱅확히 천벙한 것。1므로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히면서， 당시 

노지와 불교의 책 을 좋아랬던 효종 임금에게 U 是떠非한 그와 간은 협잡의 

학션을 띄치히여 선부 폐기히고 통시에 '1매학」의 챔物致知 시상에 닝l은 윌橋 

플 초빙하여 좌우등 tι필토콕 하라고 긴의했민 것이다 231 그는 R 그 디유 

해에 올런 「겨1미수콩주차(쫓未뿔꼈홍장)， 134세)에서도 “쫓옳 이래 (大學之道

221 楊天石의 분삭에 따르면，엽오봉사」익 주요 세 가지 내용은 (l) 格物致知웰의 천 

명， 121 급니마와의 추U議 배척론， 131 ff쯤論이였다(양진석，朱흥及옛哲짱" 20쪽 
231 '任午應댐封事」? 『쥬희집 2, 440-1쑥 잠조 



선유학의 헌성운 ^II 인시 181 

를 가프지는) 학문의 강론이 단절되고 유자듣은 詞章의 암송훈 일삼아 정사 

와 학업이 접접 저속해졌고1 더욱이 老子 釋B:;의 학문에 빠짐으로써 ;휩떠은 

디욱 。1두워지고 만았던 것이니， 治國 平天下의 효과가 드이나지 뭇한 까닭 

도 비로 大學의 道를 천명하지 않고 서급히고 그룻된 虛無說에 마음을 빼앗 

겼기 때문이다， 따리서 그 끈본을 비로잡으변 만시기 다스려지는 법이고， 털 

끔만한 차이가 천리를 어그러지게 하는 것인 만픔， 온 천하의 일 가운데 。l

일};1__디 다 긴급한 일 으 없디 "241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주자는 불교와의 차별성을 염두에 둔 네서 평생 格物第f뽀를 강조 

아였던 것이나 251 주자늠 불교와 완전 결별한 다음 불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헌새 플J1I.의 섣은 i감"'之댐륜 어지런히고 父子ι째을 T경집하고 간샤한 저수와 비 

영한 속임수로 온 서1 상 시맙틀을 윤인하여 긍수의 지정P→로 올아넣고 었다 26) 

진정한 윤리(홉倫)음 진영시켜 금수의 지경으토 떨어뜨버 놓고E 아직 그듬은 죄 

를 것 _î'L 있다는 시실f차 〕딩~_:j'l 았디 27:1 

요컨대 1 주자는 젊은 시절부터 「대학』의 격을 이론을 불교의 학문 방법론 

l 돈오실)애 대한 비판의 맥럭에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병생플 두 "11. 01 걱을 

。1론의 보완을 거둡했던 것이다， 

그이E로， 01 렇듯 원대한 시회적 정치적 이념을 내포하고 있는 주지 격물 

션의 가장 큰 특정은? 다름아년 랬知(전랴 추구)린 “맨物떼第具理" 즉 “현산 

에 기반을 둔 이치의 단구”이야 함을 절저히 강조한 짐에 있었던 것이다 

친지간에 존재하는 일원생신 산낀초끽 시압괴 사블 감수 등 온갖 것룹은 띠듀 

24) ，쫓未童#쫓장→Jf 『주희집，2‘ 506-7쪽 

25) 전되，주지신학안』 세3책， 500쪽 

26) 今浮똥1:\:之說亂君 ê之趙， 總父了之親1 않훌핑옵E동)'， j:)~덤등秀 iIt之A rfJi쩌져之於홈;;Q域 

l'렌t寧↓1"싫安쩌댐버記J. i'~~펴집 ,, 7, 4112씌) 

27) 是以f?썼훨1ii ， í툴於홈!k之JIi， 而짧不自知其有罪(，讀大紀」? 「주회집ß， 3657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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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riF의 器이다 이른바 格物이한 바로 이러한 形띠jf의 器에 나아가 저 形rfri上익 

道P끄음 궁 F하는 것일 따듀이다 23) 

수자는 구세식인 펀실(물론 십강 g-~} 등의 모든 인간 관쳐1흘 포힘하는)， 즉 

形而 F의 뽑에 기반하지 않고 곤"1로 고원한(形而上의) 도바에 대한 깨 우침안 

은 강조하는 붕괴의 학문 방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비판한 다읍， “헌 

실에 기반한 도래에 대한 깨달음의 추구 즉 “격을에 긍거한 치지”를 새 세 

계의 잔된 학문 방법판으로 제시한 섯이다 

주지는 이상과 감은 。1해를 바탕으로 “「대학4 의 기Z침이 폐기되였기에 서] 

상의 도먹이 이둡셰 뇌였다"29)고 여졌다 그에거1 있이서 “ 'cll 학」은 유학 공 

부의 출발점이요， 격물은 대학 공부의 출발점이었으므로"， 30) 세상의 도녁응 

다시 밝히기 위해서는 「대학』의 가르침의 출발점인 격물 공부가 도대처1 어펀 

구조플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그의 모뜬 학문직 노팩 가운네 핵심 

중의 해심P토 사비장완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이상에서 보았듯이， 지극히 이론적으로 보이는 그의 격울지지설은 철두칠 

미 r대학」의 사상응， 팅시의 정지적 종교적 도덕적 풍토릎 유교 위주로 전환 

시컨 수 있는 주요한 핵심적 이폰 도+로 인식한 현산적 맥락 안에서 잉태되 

었고 현섣적 맥락 안에서 성숙해갔고 완성되었던 것아다. 

2.2 성리학의 구1신론에 나타난 현실 비단의식 

성리학은 츰발부터 불교틀 비판했는네， 불교는 “무상 · 푸아" “사성제 

“필정도" “십이연기” 등의 기본 이론을 비봇하여 “증도룬" “유식설” 등 매 

F 난해한 이론의 lJI다릎 이루고 있냐 그런데? 일반 사탑들의 관접에서 볼 

정우 그들이 。l해하는 불교란 실은 복잡한 이론체계와 직접 연결된다기보다 

28) 天地中間? 有許多 H 月훌辰w川후木A物會용t 此皆形而下之뽑tß 所짧ß‘物， 便是쫓 

1듭形而T之씹 g융4용那fν而 hι1효P빙而더 fF어 뷰 )62) 
29) j，볍ι敎騎而샌:ιi효德.:r:明 l'암@호歲옳j) f주희집 <u2 ， 573쪽) 
30) 1，大썰J1Ë멜門最初用JjJ，~양， t해꺼'51.;옮「大용」最fJJI섭껴，~(r입송심지"주회강ι5 ， 2967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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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Ji7.척 간단병료한 “인과업보" "윤회전생" “극럭과 지옥” 뚱의 교살아 

그 핵심에 였다고 할 수 었다 그러므로 “윤회전생”이나 “극릭 지옥” 퉁 팅 

시 민간인이 아해하는 불교니 도교 사상은 많은 부분아 귀신 。l야기(귀신과 

연관되는 。l야기)와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종류의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n ，1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처나 불교에 대한 견해가 이러한지라1 자연 현 

상의 진상에 대한 이해가 지듬，1 다 다육 장매했던 당송시내에 불교나 도교 

내에서 귀신의 위치와 지매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감냉→다 필씬 FI 컸다고 

볼 수 였다. 또 불교릎 귀신 이야기보다는 순전히 이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 

고 연구하는 딩시의 지식인듭의 정우도 그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애 영 

헝받지 않을 수 없였윤 것이다 그래서 도꾀 분괴 사생에 의해 정지 경제 사 

회 문화 등 거의 도는 측년。1 압도당해 있던 당시 분위기는 한이디로 귀신에 

관한 아야기로 압도되이 있는 분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초월적인 

위력을 가진(귀선파 111슷한) òl 띤 존재지 내지 각종 귀선에 대한 이야기로 

세상이 자욱하게 뒤덤여 있었다는 말이다 실제로 주자는 어느 지방에서의 

생활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귀선을 숭상하는지 마치 귀신의 소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32)고 말했는네， 그런 분위기는 어느 한 지방반의 현상은 아 

니있윤 젓이니 

따라서 주자는， 분꾀릎 비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흐로끈 불:ti7_의 귀신관에 

대한 비판이 펼수적인 사항업을 인식했다고 생각된다 주자의 귀산론에 대해 

서는 우선 디유 두 가지의 큰 특정을 지적할 수 였다， 

(1) 주자눈 귀신익 촌새 자셰툴 경고 부정하지 않는다 

31 ) 그리고 성려한사들이 보기에 1 “부서님”에 대한 민간 사란들의 이해 억시 ”퀴신”고} 

별로 다픔없다:ï! 히겠다 그틀의 안옥 P 로 보면 부처님은) 떤실 속의 인간의 운명 

을 좌지우지하는 놓 구체적인 상의 어떤 헌장에서 직점적인 위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손재표 。|해되고 있어시(도덕적으로 완전히 선하다는 점 단고는 1 보[통 귀신익 

양태의 !';，，，릿이 구별되는 촌지}는 아니였 '1 때문이디 

32) ，주자어뷰J 3:79 “j뼈8에鬼， ~Q ;\\Ii安等處， 朝ý~QtE鬼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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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주자는 “鬼神과 死生의 이치는 결코 볼교에서 션병하는 갓이나 세속 

에서 생각하는 것파 결코 같지 않다”잉 1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런네 이기서 위의 (2) 의 주장딴 놓고 보 면 일딘 다용파 같~은 논증도 가 

능하다 

1- 1,1 ‘귀신은 있기는 였지만” “볼교나 세상에사 생각하는 l 런 귀신은 없다 ” 

IL) 그런데 “ ~I 신” 관념은 통상 플..il!.나 에숙 사팎듬이 생각하는 므 “귀신”응 일컴 

는다 

([:) 따라서 귀신은 없다 

주 주자의 귀신 션벙 을 따라가다 보1낀， "1 떤 경우에는 귀산은 있는 것이 71 

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귀신은 없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얻깨 된다 아 

무튼 주자의 귀선 개념은 매우 복갑함을 알 수 었다 

주자가 부정하는， 불교나 세속의 鬼神觀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즉 귀신은 

(1) 사란파 마찬가지로 흥·쩔‘哀·樂·깡‘惡·欲의 감정을 소유한다 즉 1지각 

작용j 응 한다 

(2) 그 형세를 有形에서 !!!W;。로 !!!~ι/에서 有形P 로 서유서재보 변R시킬 수 있다 

(3) 이송파 저승음 마음대로 왕래한마 

(4) 연간에거1 인간이 저향할 수 없을 정도익) 절대꺼이고 안도치인 1 선하거나 악한 

g 형 무행의 영향녁완 행사할 까 았디 

(5) 각종 북교 섣화나 민간 섣화에 등장하는 귀신， 옥황상제 1 저승사자 등이 그 

대표이다 

그런네 우리는， “鬼神익 이치는 실코 불교나 서1속에서 생각하는 것파 실코 

같시 않나”는 주자의 대전제만 보더라도 귀신에 대한 주자의 이해는 이와 같 

은 불교나 세속의 견해와는 다E다는 접옹 확인할 수 었다. 

진통적?로? 공자는 귀신에 대해 “存而不論(그 의미늪 일단 인정하되 구체 

적으로는 규정하지 않음)’히는 입장이었고， 제시의 문제에 대해서는(귀신의 

33) ，어뷰， 3: 12 鬼神死生之理，)Ê不ftDf￥家所공， i!!:1ii所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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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유부 문제에 우선하는) 인간다운 도리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었였다 그래서 공자는 귀신에 대해 ”공경하되 열리하라(敬而遠之)"고 가르 

쳤다， 또 순지는， 귀선피 판련된 듯한 예식에 대해 순전히 형식의 문제로 엔 

식하는 것이 둔지의 입장이고， 귀신과 연관짓는 섯。1 소엔의 입장이라고 구 

분함으로써 귀신 개념의 사회적 의미는 얀정하되 그것의 섣제 존새는 명확히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했는네， 이 또한 공자의 테두리 인에 있다고 볼 수 었 

다 34.1 

따라서 주자릎 비슷힌 宋代 ↑뽀f탱學者을 역사 이러한 유학 전통의 입상을 

겨]숭하여 1 뀌신에 대한 구채적 논의 자체릎 거부하는 “存而끼:請?의 입장 혹 

은， 제례 퉁의 예식에서 귀산을 섭기고 공정하는 것은 의미가 었어도 그 귀 

신의 존재쓴 없나는 입장(無神論’無鬼論의 입징 )351판 이론적P→로 공 jJ 허 힘 

으로써 도교니 불교의 귀선 관념에 대항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늠은 이와 

는 아주 다는 방향으로 니아갔다 주자를 비롯한 유학지늠이 보기에 당시의 

국가 사회는 모는 방변에 았이서 심각한 모순과 병펴]릉 안고 있었고 그 모는 

모순과 병폐의 중심에는 실못된 도교와 불교의 가르침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宋代의 여러 문제적 상황들은 성리학자들로 하여금 귀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存而不論” 등의 소극적인 입장을 욱수할 수 없게 만들었 

던 것이다 

그퍼하여 주자논， 뀌신에 대한 논의릎 보류하는 입장도， 그 존재블 끽집 부 

정하는 입장도 취하지 않고， .AI끔까지의 유학적 전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견을 선택랬다， 즉 그는 귀선에 대한 定義흘 (달교니 세속의 꺼혜와는) 다ζ 

34) 이 외에 또， 불]끼가 한잡 생행하게 된 남북조사기에 신멸론(神뼈짧 육체의 죽음과 

봉시에 정신은 소멍딩)을 수장함으포써 꺼서 내지 인간 영흔의 촌새음 정번으로 

반J:.l)"한 유 학사 범진의 입창이 있cj 

35) 성리학지 가운내 예컨대 장남힌은 무산론의 업장윤 견지했다 그논 꽁사의 쩡神 

如神在” 구절의 해석에서 “마치 신이 있는 것치력"01 라고 한 점을 지적하여 실제 

로는 없기 ull문에 ‘있는 것처램”이라는 표현응 썼마고 주깡힘으로써 공자도 無神

論을 주장한 것이마1 이해했다 그"1 니 주서는 이이한 장남젠의 입장을 만매하여 

폐F 없는 것아 아니라고 이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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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합으로써‘ 설칠적으로는 불교나 세속의 귀신관음 부정하는 효과를 가져오 

는 논의 방식올 택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성리학은 구1선에 대해， “초지연적인 선비한 이떤 존새가 아니버 

陰陽 二氣의 造化 작용-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다”고 정의했는데， 주지가 집 

디}성한， 성t~학자는의 구l신 이해익 71본 낙L조는 대제로 디집-과 감다. 

(1) ‘·鬼神者， 二氣之良能m"(장횡거의 맘} 

여기서 “二氣”는 우주 반울 생성의 원초직 두 원리인 |쫓 • 陽을 지칭하고， 

“良能”은 본래적인 가능 ‘ 직용의 뜻이다. 따라서 二氣에 내포된 본래적인 작 

용 등펙이 귀선이라 힘은 곤 二氣의 작용윷 벗어나 별도호 존재하는 어떤 것 

이 귀신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기의 양능의 대표적 모습이 “굴신왕래(햄뼈 

往來)"이다. 예컨대 꽃이 피고 지뜬 것이 산(1태)파 쿄(屆)이고i 추위가 오고 

는 것이 왕(往)과 래(來)이다. 

(2) “鬼神者 ， 造化之述也"(정이천의 말) 

여기서 “造化”는 천지의 생성 변화의 모는 작용-을 지칭히-므로， “조화의 자 

취가 귀신이다”함은 조화의 지취의 배후가 귀신이 아니고 ‘조화의 지취 그 지 

체’ , ‘조화 현상 그 지체’ 가 귀신아라는 맏이다. 주자는， 번개， 꺼퉁 퉁은 붙 

이고 꽃피고 새가 윷고 나아가 사람이 나고 자라고 늙고 병 뜰어 쭉으며 잦、-고 

즐겁게 노는 일 똥 전부가 뀌신의 일 ， 측- 조확의 자쥐라고 k았마 그래서 

“세상에 귀신의 일 아년 젓이 있겠는가?"라고까지 발했다. 

(3) ’‘신(빼)은 신(1빼)OIH 구I01ì，)는 구I (歸)이나’‘(왕웅으I r논형 』 듬) 

’귀’ 와 ‘신’ 에 대한 이 의미론윤 기초로 주자는 “모든 조화 현상의 두 측 

이 ‘鬼’와 ‘神’이다”는 주장을 도출했다. 주자에 따르면， 예컨대 사람의 “} 

의 정우 태어나 장년까지가 神이고 정년부터 죽윤 때까지가 鬼이다- 또 “얼 

년”의 경우 동지부터 히지까지끼- 神이고 히치부터 -동지끼치가 鬼이다， “꽃”의 

경우 굉-오리에서 반개할 때까치가 神이고 만세에서 짚 때끼지가 鬼이다‘ 。l

처럽 모는 만불과 만물의 이떤 현상의 조화 과정은 모두 이 ‘신’과 ‘귀’의 



신유학익 헌성분L재 인식 187 

단계로 진행된나-

(4) “氣聚則生. 氣散，~JJ死”으| 無鬼論(형체름 지닌 귀신의 존재름 부정한다 

는 의미에서) 

“기가 응걷히변 태어니-고 기가 흩이지벤 즉는다” 힘은 모단 만툴에 적정-되 

표로 사람도 에외가 아니다. 사람도 죽으띤 그를 구성하고 있는 기는 흩어지 

되 다만 일정한 시간을 두고 흩어진다. 이 점에서 이 주장은 有鬼論의 의미 

가 있다. 그러나 쑤자는， 죽은 사람의 기는 홀어지는 1개에 시간상의 차이는

었지만 아무튼 결국은 완전히 전부 흩어져 없어진다고 주장했다는 접에서， 

그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無鬼論이다. 즉 불과의 이른바 神不滅請的 입 장을 

부-정한다. 또한 주자늪 진채 우주와 인간익 질서릎 유지하고 조화시키는 인 

격적 주새지-의 존새(上帝의 ~l격성)름 부정한마는 점에서? 無깨빼ffi( 서양 7] 록

교 전통에서 번하는)의 입장에 서있다. 

( 5) 새로운 성리학적 쏠￥f.e觀의 확립 

사람의 기는 혼(塊) . 백(觸)의 두 측면으로 쿠성되어 있다. 시-람은 죽으면 

기가 홉어지는네 ‘흔’의 키는 하늘보 돌아까고 ‘백l 의 끼는 땅으보 똘아간다 

그런네 조상의 氣(精피뺑A뼈)는 곤 그- 자손의 氣(精神j짧뼈)와 서로 통해 있다 

따략서 자손이 제사뜰 도펄 αH 玉誠읍 도려면 흩어져 있던 조상의 氣가 感하 

여 應한다. 여기서 주자는 죽은 사람의 기는 결국 흩어지되 시간을 두고 흩 

어지기 때문에， 자기와 가까운 조상일수록 흩어진 정도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주자의 “가례(家禮)"는 죽은 조상의 흩어지는 정도콜 감안하여 4대 조 

상까지만 집안에서 제사를 모선다논 “사대봉사-(四代奉祝)"의 예법을 세웠다. 

( 6) 원귀 〈장鬼).~I 존재미 대한 도덕적 해석 

주자에 따르면， 만연 시람이 제삼자의 해악에 의해 원통하게 죽게 되면 그 

시땀의 흔은 홉어지지 않고 봉쳐있으면서 해악-융 끼친 당시지- 주위휠 맨뜰면 

서 영향혁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원귀이다. 즉 주자의 귀선론은 원 

귀의 존재를 인정한다(이 점에서는 有鬼論) . 그래서 실제로 그는 세상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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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에 오르내리는 귀신 이야기의 80%는 거짓이지딴 20% 정도는 아마 그 이 

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원귀의 존재도 복수가 완성 

된 다유에는 결국은 흩어진다고36) 설명했다(결국 無鬼論으로 귀결). 

(7) 귀신의 知覺 작용(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작용)을 부정함 

주자의 귀신관의 특징은， 원귀와 같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런 

귀신에게는 사람과 똑같은 지각작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에 었다. 

이 점에서 주자의 귀신(원귀)은 세속에서 생각하는 귀신과 전혀 다른 것이 

다. 그렇다면 지각 작용이 없는 원귀가 어떻게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원수에 

게 복수를 할 수 있는가? 주자의 설명에 따르면， 원귀가 자기의 원수에게 복 

수를 행하는 것은 일종의 자동 반응과 같다. 이는 마치 벼락이 惡A에게만 

땀어지는 경우와 갇디 37) 

요컨대 성리학자들은 불교 도교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사회릎 건설할 수 있는 이념윷 유교적 기반 위에서 재정립할 것 

활 사명으로 삼고， 불교 등의 고차원적인 심성론과 존재론에 대해서도 본격 

적인 비판을 제기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귀신 개념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비판쓸 제기할 역사적 펄연성쓸 느꼈디. 그리하여 그들은 귀신의 정의를 새 

롭게 함으로써 免鬼의 존재나 조상의 혼령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당 

시 일반 사람들의 귀신관쓸 부정하는 효과를 거뚜었고， 아울러 귀신 위주의 

이해 분위기에 젖어었던 당시 사람들을 유가적 이해 방식 속으로 재흡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겠다. (정면 부정하는 방식을 취했더라면 당시의 분위기를 유 

가적 분위기로 재편하기가 훨씬 더 힘들었쓸 것이다). 그러한 성리학적 귀신 

36) 주자는 원귀(원훈)기 주위를- 떠돌다가 한이 풀리면 곧 흩어지는 것은， 마치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처음에는 안으로 물이 델 뜰어가 반죽되지 못하고 가푸 상태로 뭉쳐 

져 있던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반죽을 계속하면 결국 전체 반죽에 녹아 없어지 

는 경우와 갇다고 섣명했다. 
37) 성리학에 의하면， 번개는 천지의 正氣인데，iE氣와 iE氣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므 

로，iE氣로 구성된 선한 사람에게는 정기인 벼락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천지의 正氣인 벼락은 뻐氣를 지년 사람을 향해서는 자동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벼락을 친다. 



신유학의 현섣문제 인식 189 

관은 또한 당시의 불교나 민간의 귀신 이해에 대해 그 미신성촬 해소하는 데 

에도 콘 작용윤 하였다. 

결국 새롭게 정립된 성리학의 귀신 이해는 도교 불교적 귀신 이해 방식을 

해체하여 성리학설에 입각한 귀신론쓸 정립함으로서 역사의 물줄기흘 유교 

위주로 되똘리는데 일정한(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3.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재이론에 내포된 현실 인식 

3.1 동중서의 재이론 

앞에서 유학의 커다란 두 변용 가운데 하나가 한대의 동중서(童때합， 197-

104 B.C.) 에 의한 유학과 음양가(陰陽家)의 결합에 의한 변용이라고 말했다. 

동중서는 한나라 통일 왕국의 정치적 통일 분위기에 편승하여 諸子百家의 

학설을 축출하고 공자의 유학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유학에 여러 제자백가의 학설을 혼합시컴으로써 독특한 유학사상을 재구성했 

다. 그는 특히 천도와 인간사는 서로 영향을 끼친다(天A感應)고 주장하는 

陰陽家의 학설윤 중시했다. 그는 “類를 중심으로 비교해보변 하늘과 사람은 

동일하다”는 天A同젖없8)의 관념을 기초로 天A感應論을 전개했는데， 재이론 

(JÆ異論)은 바로 천인감응론의 대표였다. 동중서 철학 사상 가운데 후세의 

정치관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남낀 것이 바로 이 재이론이었다. 

天과 A은 同類이고 따라서 서로 감응하는 관계에 았으므로， 인간의 행위가 

합당하지 않고 이상하면 하늘도 비상한 현상잘 내려 견고(證告)하는데， 하늘이 

나타낸 그 비상한 현상이 바로 재이 (JÆ異)이다. 동중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38) 천인동류란 하늘과 사람은 같은 類이므로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으면 하늘에도 그 
것이 있고， 하늪에 어떤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하늘의 부본(副本)， 우주의 축소판이다. 동중서는 “하늘은 한 해를 마치는 數로 사 

람의 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뼈마디 366개는 한 해의 날수에， 큰 뼈대 12개는 

딸수에， 봄 안의 오장은 오행의 수에， 四股는 四季의 수에 부응한 것이다”고 설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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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분유하변 전지간 싸뭉어11 01상한 변화가 생긴 것이 “異"01고 그 숭 작은 것 

이 “쩌"01다 “재’가 통상 먼저 이르I “이’가 뒤따른다 “재“란 히늘의 견책이고 

“이?란 하늘익 위엽이마 건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위영음 하여 두렵게 한다 

jg찢의 근원은 선l↑[ 국가의 실정。11 서 생<.1다 국기의 설정이 싹프기 시작하넌 

히늘은 재해(!ß.홈)를 내려 그것을 견:il(짧告 꾸젖이 얄려줍)한다 견고쨌는내도 

여경합 졸→ 오르연 파이( tr.흉)를 보이 낌짝 높라’11 한나 캠찍 놀라까 했는데도 아 

직 갱외할 쓸 모브변 그 때는 새난이 닥친다 39; 

하늘에 음양이 있듯이 사란에재도 은양이 있냐 천지의 陰흉가 인어나면 사란의 

유기E 그어1 상웅하여 일어나고 반대로 샤람의 유기가 일어나면 견지의 유기 5 마 

땅히 그에 상응히여 일이니는내， 이 도는 하니이다 이 "1 한 이치를 깨달은 사암은 

비릎 내려지1 하려연 음기릎 풍요시거 응기를 인으기따 비릎 그λ| 가1 하려연 양기를 

흉요시켜 양기를 일으킨다 유양의 ~까이 1 행에 따라 플러 E끼나 물 "1 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앙과 복(뼈福) 같은 것의 발생 원려 역사 같은 이치를 따른 

다 어떤 것이든 항상 사기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붙이 l 類에 따라 

應하여 촉발뇌는 것이다 40) 

형벌이 바르기1 적용되지 못하면 요상한 가운이 생긴마 아래에서 요싱한 기운이 

쌓아연 위로 원망과 종 9 가 모인다 상하기 플화하게 피연 유양。1 !.i!..이고 어그러지 

게 되씨 지1앙(댔똥 불실한 갱조)이 받생하j 이로부다 재이(%윗)가 일아니게 된 

다 41 ) 

39) 껏}、'1\.ι類) 天地I，，;L.:物 有不'fit;:ë_뺑흉 謂ι'*: Ør者謂ιV~. ~뿜Jt~而없乃B흥，L 

홈， 夫之運센， 異휘) 솟之」威m 運之而不知 乃뿔Z以威 凡j“흉之*， 盡生於

之失 國家之失1 乃始it1iJf. rfTì天出%좀以옮농之 짧놈之m不知變， 乃見tI:異以짧隊 

.l< ll，lCL尙不知~~， ltJ싸깜乃至 ( ，춘추번로』 「必t且智， ) 
40) 天성陰陽^亦성陰짧 天빼Z!용氣起 rtri^iL~응청應之띠]起 人Z~월중〔起‘ 띠]天I1며;Z 

氣亦효應之而起- ft5효-m 明於此者， 欲致F!l則動陰↓j 起F응， 欲 Ic F!l則動없↓채브陽 

非獨F용陽之氣可以類進mm， 찌￡不띠추뼈뻐所從生1 亦田是센 無非己先;:<9Z， 而物以類

ZrfTì動용i:l! 1 춘주빈모 r同쨌f며同，) 

41 ) 끼j원不中) 則生%氣 %氣f양於下， 샘惡옳於上 上T不和， 則뿔陽쩡돗 而t;:Æ얄土옷 

”‘흉所緣而起也( c漢書， '롱숭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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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샤의 잘잔봇이] 따라 하늘이 희노의 웅핍 완 한디”단 통중서의 。1 주장은1 

피상척?→로는 매우 봉매한 수준의 인식 상태릎 반영한 것에 분파한 것서럽 

보인다‘ 

그이니 새이론을 창출한 동중서의 철학적 관심은 다는 데 있었다 즉 그는 

진시횡 옴락 직후에 춤생했는데， 전제왕정 체제하에서는 진시횡같은 無所不

웰의 폭꾼이 계속해서 줍띤할 가능성은 향상 있었디 그러므로 동응서의 절 

학직 관심은 전세꾼주의 권픽에 어떻거1 일정한 세한융 가하느냐 하는 젓이었 

다 그 이전에 에킨내 맹자는 임끔납지 붓한 염감은 염감이 아니니 제거할 

수 었냐는 논퍼릎 펠침 P→로써 전제군주에 대한 일정한 견제릎 제시했P→나 그 

런 道義的인 견제책만P 로뉴 진시황의 정우에 보듯이 실제로 전혀 효역이 없 

었다 二L래서 통중서에게논 보다 유효하간 실득력 었게 입균의 행위릎 제약 

할 。1 떤 。1톤의 f성。1 천대전명의 과제로 요구되였고， 그리하여 도출된 것 

이 비로 天人感應에 기초딴 -~~파論。|었다 

3.2 정치 이념으로서의 재이론 

。1~異論은 그후 수친인간 최근에에 이르기까지 증-Ji"이나 조선을 막론하 

고， 신하의 입장에서 엄금의 권릭 행사를 견제할(是非할) 수 있는 거의 유일 

한 이론 도구로 되었나 따라서 과학적 말전{발견)에 의해(예컨대 口餘의 정 

확한 예측) ~j턴論의 히구성이 입증된 이후에도 산하로서 학자듣은 그 。1론 

의 주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421 성바학작 개념은 빌어 새모운 R습끼로 재 

쿠성했던 것이다 그이므로 예컨대 조선시대 정치가늘의 %異論 관련 진술을 

분석할 때는 항상 그 이변의 솜은 의도를 읽아야지， 그 내용을 액면 τ대로 

42) 주사 역시 이 점에사 에외가 아니었마 냐는 이넣재 맏했다 ’‘인식응 f직직이어시 

미리 쥬학적 거1 산P→로 예츄할 수 있지민 업간이 생치를 샅히연 일이니려민 일식 

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 01는 그 "1 파학꺼 지사에 대한 인식의 정.5'가 낮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 아니라 재이론에는 주사릎 비롯한 성리학자을익 이념이 반영 

되이 었기 1대둔이었다 그러하여 학지 신히틀 시아에 재이론의 진실성 여부릎 문 

제삼는 발언은 일웅의 금키(터부)로 여겨져 왔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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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언 딩사사의 신녕 내지 사상 。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제 조선 생러학자 율곡(票삼) 이이(주ll[， 1536-15841의 「천도책(天道策) 

J43) 을 분석해 본으로써 지}이폰에 내포된 정치 이념과 현산 문제 얀식을 고낄 

해 보자 우선 「천도책」의 서론을 보자. 

훔化으1 끈본은 陰陽 허니일 뿐이다 氣는 lih히면 g이 도tj:!_ i행히면 P똥이 되는lil , 

한번응 動하고 한번응 원하는 갓응 氣이고1 動하고 靜하’11 하는 것응 理。1 1-) 만붙 

은 陰陽의 상호 작용에서 생긴 것틀。1 니， 8 月星辰。1 하늘에 결려있고 而雪잃풍가 

땅에 내려고 風좀융훌훌。1 일이니는 등은 5'두 氣의 작용이:긴， 그것틀이 저마다 그렇 

재되는 까닭은 다理이다 

陰陽 二氣가 조화륜 。1루띤 이런 모든 氣의 현상듬이 냄도에 맛고 순조롭게 되는 

lil 이 생우가 햄→의 짜효(뿜)이다 →氣가 3회 δ1 지 J강하면 H 月星R의 3 쟁은 업도 

를 잃고 띠를를옮짧는 그 사기를 상섣하고 風줄雷종홍。1 j휴氣로부터 생기는데 이 경우 

가理의 변괴(變)이다 

그렇지만 시양은 낀지의 마읍이니， 사탕으1 마읍이 바F띤 친지익 이읍도 바닫게 

되고 사란의 氣가 i 조로우면 천지의 쳐도 순조흡기] 되는 엽이니 1 理의 상도와 理

의 변괴륜 어떻게 전도의 닷으로반 을혈 수 았겠는가σ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개 되고， 사람의 氣가 순조로우면 

천지의 氣도 순조롭게 된다”는 구절반 보더라도 위의 내용은 천도와 인간사 

뉴 상호 감웅한나는 “전인갇웅”의 이론윤 주장하는 논또업플 확인한 수 있다 

다만 융곡은 생리학적인 이기 개념을 빌어 설병하고 였는 점이 통중서와 다 

룹뿐이다 

。1제 구체적으로 몇몇 세부 잔문과 그에 대한 윷곡의 대답을 살펴보지. 

(흔 “해와 담이 각각 둘씩 뜨기도 하고 때로 일식 월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 ”해는 입김의 상이요 당은 신하의 상이다 달아 미 "1 해지는 것(원식)은 그래도 

쉰 변고가 아니지만 해끼 u]u] 해서는 것(안식)응 음이 생하고 양이 [↑1 미하여 아 

랫사팎이 윗사람응 늠 1회하고 신하가 염금을 바역하는 상이다 또 두 해가 뜨고 

431 이이가 23세에 별시(께試)에 장윈했을 때의 시험문세(試問)와 그 답안(이른바 ￥f策
으로구성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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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이 힘께 보이는 것은 매우 비상한 변고로 파가(乖氣)에시 비롯된 것들이다 

이러한 z“싫의 빌생은 덕을 닦은· 治1!1:에는 보이지 않았고 모누기 쇠력한 정치의 

소산이었R니 친도와 인간시(天A)의 상호 관련생윤 알 수 있다 히-늘의 별틀의 

운핸 현상은 모두 π氣의 직용 아년 것이 없다" 

뒀 ”景星(瑞星)은 언제 보이고， 혜성은 어느 시대에 생기는가? 

〔얄 “경성은 반느시 때평성세에 나타나고 혜성은 반도시 윷世에 나타난다 전자의 

시례는 요순시대， 후지의 사례는 춤추시대에 있였다- 그밖에도 그 예는 무수히 

다" 

〔릎 ‘’아떤 때는 미풍이 불:긴 이떤 때는 폭풍이 닥치는 젓은 무앗 때문인가?" 

눴 ”섣 나스i:'~진 세성에시는 음양의 기 7) 섣 꾀져 맺히지 않았다 따라λ1 ,' L 빨산 

은 바느시 온화했기 때분에 나뭇가지조차 윷려지 않았다. 세상의 도가 쇠해지면 

음영의 기가 막혀 펼쳐지치 않는다 따리서 그 발산은 격렬할 수밖에 없고 니무 

를 부러뜨리jl 시붕 을- 닫런다‘ 주( 周)나라 없도이 한번 생각을 춰못하자 太風이 

uj화 쓰려뜨렸고， Ji허公( 성 왕을 보펼 한 현뱅 한 새 상) 이 수년 간 덕 화( 德化)옵- 펼치 

시 비다에 풍피 가 일지 잃았는니]， 氣가 이렇게 작정 할 수 있었민 원인은 역시 

A事로 받미앙았었던 것이다" 

〔흰 “구픔은 씨디서 생기며 1î:ê 꾸픔은 무엣에 감응한 살과인가~" 

(상 “ 11 i) 11 똥씌 氣가 성송하여 F륜이 되니 아픔l~}운 칭조와 불킬한 정조를 셔기시 

볼 수 있다， 따라서 엣 펄王은 영대 1靈豪l뒀 따틀-어 -=r' 류의 색파 행제를 삼펴서 

짚홈-의 또집흘 관창했디 대개 이릅다 ε 칭조의 구릅파 혼짚한 정조의 구등이 

생 7]는 것은 그깃들이 생 71 가 전에 J 전조(前~U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구즙이 

회변 유랑하는 백성아 있다는 숭거이고， 구륙이 푸브l꺼 팍식 해충아 있다는 숭 

거이다- 또 검은 구듭온 水%의 조짐， 붉은 구듭은 전쟁의 정조， 노린 구듭온 풍 

년의 싱서도운 조낌이 니 . 이 모두f 氣가 먼저 나타앤 것틀이다.， 

〔릎 ‘’누런 안개가 λ}방올 덮1 짚은 안개가 대낮올 이둡게 하는 것은 무엣 때문인 

가?끼 

〔얄 “(前漢 末) 왕망(王흉〉아 임끔자리를 잔탈하자 누런 안개가 사방을 뒤덮었고 (당 

현종이 정사를 이지럽히지 짙온 안개가 대낯을 이둡게 했다- 또 유방이 포위되 

고 충신 문천성이 죽엠음 탕하자 하늘옴 흐리고 흙비가 내렸냐. 산하가 임남음 

배반하거나 오량캐가 중국올 침범했옹 경우도 이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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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따뜻한 강낚 I딩에 6월이 서리가 내렌 것은 흑심한 띤괴이다. 탱시익 일에 대해 

아는가7" 

왔 “음기가 너우 심하연 샤리가 때에 어긋나지| 내런다. 측천무후가 등급하자 윤양 

의 위치가 바뀌어 따뜻한 땅에 6월 서리가 내렸는데， 그것은 온 천지에 온통 사 

니운 옵기가 가득 갔기 때문이다" 

뒀 “산농씨(고대 전섣작 업낭) 때는 비를 바라연 비가 왔고 태평생세에는 1년에 36 

번의 비가 내렸다. 그랭다변 夫道에도 그치험 사사로운 베품이 었다는 악인가?" 

펠 “양이 극성히면 가불고 음이 욕성하면 수재가 드니， 음양이 조화한 연후에 비오 

는- 달파 띠붓한 날이 시기에 맞게 원다， 따라시 신능 감은 싱인이 순박한 세싱 

-읍 다스힐 때는 비가 개이라 하엔 111 까 깨였고 비가 오-라 하년 111가 온 것은- 진 

실로 당연한 일이였다 생왕이 액생을 다스려면 친지가 서로 상통허니， 5일에 한 

빈 바란이 볼고 10잎에 한번 버지 오는 것이 常道1’ 常)였다 ι러한 되이 있으연 

반느시 그러한 깎쉰~ol 있는 것인바， 젠도이 어'.7.1 사λ}로운 비뿔이 있겠눈까.?U 

“일식은 선하가 임금을 반역한 것을 상정한다.，， “구륨이 회면 유랑하는 백 

성이 있=i! ， 구픔이 푸흐면 곡식 해층이 있t'"t"， “누런 안개는 찬탈의 증거이 

다”는 퉁의 내용에서 얄 수 있뭇이 이상의 내용은 철두철미 재이론에 대해 

묻:iT_ r꺼핍한 깃틀이너 

「진도객」의 ?;;.:r，뷔의 pj지막 부분은 디음:i!} 낀?다， 

만뭄에 아상 헌상이 말생하는 까닭은 단순히 夫氣가 어긋났키 때분인가? 아니변 

A事의 실책에서 비옷된 것인가? 이떻깨 히띤， 일석 , 원식이 없게 할 수 있_o_며， 星

辰이 패드-릎 싱섣지 않으l에 우례에서 벼댁이 생기 셔 않sl 시리가 여픔에 배려지 않 

으며 눈과 우박。1 ~B앙이 되지 않으며， 폭풍과 유우({i、雨: 작뭉- 해치늪 묶은 11li 

없이 y두가 각각의 질서에 따른L며 미침내 친지사 제 지리에 서:il({立天iI1!.) 1긴블이 

잘 자항〔育萬物) 수 있케 되겠는가? 그러한 道는 어디에서 만미안는 것인가? 

이 질문의 의도는 결코 일식 · 월식을 처지하고 여씀에 서리 띠위가 내리지 

않게 할 자인과학적 방젝을 제시하2t는 발이 아니었다. 그 숨은 외도는， <天

道에 발생하는 異챔· 현상은 인간사의 설책에서 비봇띈 것이디)는 유교익 전 

통적 정치이론인 〈淡혔·論의 보편타딩생올 논술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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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한 율곡은 。l 렇게 대립했다 

온 우주는 똑같은 하나의 氣가 웰化하여 만가지 현상이 된 것아니? 전지의 반상 

은， 니누아 보면 각각의 氣이지빈， 합하여 보띤 동일한 氣이다 따마서 임긍이 

그 마음음 바로창기1 되연 조정이 바로잡혀지고1 조정이 바로잡히면 사방이 바로잡 

혀지고) 사뱅이 바토사혀지면， 天j뾰의 융 또한 1'}브거1 된다 

듣건대， ‘미읍이 화팽히면 곰이 화평히고 음이 화팽하면 氣가 화벙해지:긴 기가 화 

팽하면 천지도 화펑하기) 김 g 한다’ 했으니 1 전시의 기가 이이 바르다면 어씨 ?]식 

이나 월식이 발생하겠으며， 星辰이 그 궤도륜 。1탈하는 일이 생기겠는가? 또 전치 

의 기가 이 1기 회멍하면 P든 시상떤상은 순조돕거1 잉쳐져 q 든 띤물윤 생성할 갯이 

니 1 잉남이 훌륭힌 티옥(아른다운 정조의 덕담인 ~，.y_ .tr 짧 앞)응 닦아 우|로 R;효 

용한다변 하늘의 날씨도 각각 그 턱복에 상응한 헌상을 보암으로써 반웅할 것。1다 

。1로써 보건대， 친지가 제 지리를 잡:긴 민물이 양육되는 것이 이찌 임긍 한 시맙 

익 修德이1 닫려 었 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9 

즉 윷곡은 천도와 인간사가 동연한 구조와 원리에 따르고 있다는 天人머類 

(天A뺑應의 기본 명제)의 원칙에 입각한 새이론을 생리학적 이론체계 내의 

리기 개념을 빌어 설명한 다음， 그 재이론에 근거한 군주의 도덕수양론을 제 

시함으호씨 납인S 끔j갯었디 

천인감응식 문주의 修德論은상시J1 「흥먼」의 .~，t徵에서 그 실마리가 게시 

꾀어 漢代 통중서에 의해 체계화되었고 宋代의 생리학자에 의해 성리학적 처1 

겨]로 재정립된 유쿄의 정통 정지 。1 념의 하나로서， 중국은 을론이요， 조선시 

대 전체에 걸쳐 유교적 정치 이념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그 

시신을 윷곡의 「씨도책」 안에서 시]삼스ι1 0 1 확인할 수 있다 

「견도채」의 답안은， “성왕의 시대에는 마가 캐이라 히변 터1가 기}였고 비가 

오랴 히면 비가 왔다”는 등등의 묘현에서 보여지듯。1， 지연과학 사상은 고사 

하고 현명한 대철학자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 지극히 유치하 

고 저급한 이해수준의 발언들441 토 채워져 있디 당시 조신의 자연파학 수준 

44) 아무도 융콕 자신의 생각이 그처겁 처급하:긴 유치히고 원시적 상태에 머물고 있였 
디고 생각하는 λF락은 없을 것이다 약 「전도객」의 띨언 내용은 액면 그대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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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세종 때에 서울(한양)의 위치에서 일식과 월식이 생길 시기를 정확 

히 예측헬 수 있논 단계에 있었논데도 451 융곡은 그런 지식을 철저히 부시하 

는 입장의 반인을 히고 았디‘ 461 

그 이유는 바로 진문 자체가 애초부터 지연관이 아년 정치 이데올로기에 

초접이 맞춘이져 있었고 따라서 대답도 그에 맞추이졌기 때문이였다， 그i':l.!:프 

로 「친도책」에 서술된 。1렇듯 매우 웅매한 이해 수준의 발언들의 이띤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섣은， 당시 지식인들이 jj;異論어] 대해 “정치적 이네올j갚 

기”직 차원에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이다- 요컨대 

융곡의 r천도책」은 자산의 정치적 견해를 자연철학사상에 빗대어 피력화 정 

지 이념 논문이다. 이 접은 「천도잭」이 쓰여진 1558년 팅시릎 전후로 한 정 

치적 시대 상황욕 보면 단명해진다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횡은 연산군의 등장으로 무도한 임금의 폭정을 겪었 

고 L후 임금을 봄아냈고(中宗反正) 또 그 과정에서의 눈녕행생 시비와 신히 

블 간의 끊염없는 권력 다튜(이 역시 임금에 내한 인충의 밴익 행위엄 )01 치 

열했었다 즉 r천도책」이 쓰여진 해로부터 정확히 60년 전의 여午土뼈(1498 

연산4년)플 시직으로， 녁JT土빼(1504 ， 연산10년 1 ， 己gP i:뼈(1 519 ， t종14년 

이어졌고， 13년 전에는 너1 맨깨 사화인 ιe.土뼈가 있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관료 선비들이 희생되는 와중에 팅시 관직에 진출한 선비치고 목숨의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할 수 었다. 어느 틈에 어느 쪽 o 로 연루 

꾀어 희생될 가능성은 q분했던 것이나 따라서 대부분의 딩시 관료듣은 폭 

무 의 ul가 없j 그 발언의 꾀표는 다흔 내에 있었P니 1 생치 이념으1 화립) 二l 심을 

살펴야한다 

45) .한국시J， 8( 한실λ1 1994) , 326적 쪼때機 뼈휩 「웰國科썽史 μ 310쪽 

46) 따라서 「전도책」에 대해， “율곡의 자연철학사상” 내지 “우주본적 철학논분” 혹은 
“당시 조선시대 학자들의 자연한 수준음 엿볼 수 었는 자료"(황준연융곡철학익 

이해 (서굉시， 1995) ， 43쪽， 김태완，윷곡의 지연학 天훨策」 f숭싣대 논문집』 

창조〉로 규정삿는 것은 전혀 펀트가 어긋난 분석이 아니가 여겨진다 장회익은 

r조선 생리핵의 자연판 。l 이익 J 천도씌jA 張영!1tYt의 宇Eiì없」응 증심으쿄 」라 

는 논문에서，천도책」은 “세왕의 도덕적 품생과 인긴익 이읍가짐이 지연현상 길 

정의 면훗L히임을 강조한i 짜흉꿇에1 치숭된 윤로 분석했다 



선유학의 헌성운 ^II 인시 197 

군의 춘헌을 정계하; 한펀 반역적 성향 내지 똘춘석 행퉁 기질의 통료 역시 

가장 정계했옹 것이다. 이 점은 바로 r천도책」의， “일식의 의미”릎 설명한 대 

답 부분에 그대로 벤영되이 었다， 즉 인식은 통상 임갚으) 夫政파 연걷지。1 

해석히는 것이 보통인데， 윷곡은 “임식은 음이 성히고 양이 미미히여 아랫사 

람이 윗사람을 능별히고 신허가 임금을 빈역하는 상이다”라고 답함으로써 번 

역시 생향의 관깅둡 켜냥하고 있는 것이디 

또 기상이변과 측천무후를 연관짓고 있는 것은， 바로 네번째 사화인 <SE. 

土h예7} 어린 明뚱이 즉위하자 왕후가 중흉흉§용영i&함으j김[써 발단된 土뼈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었다 딩사 ”강남 땅(南越)에서 6월에 서리가 내렸다 

뉴 것은 어느 시대에나 발생핫 수 었는 단순한 기상이변일 수 있있는데도 분 

구하고 策범1은 굳이 그 의미릎 측천무후 치하와 관연시켜 서숲하기릎 요구하 

고 있는 것아다. 0] 에 을곡은 “여자가 등극히지 음→양의 위치가 비뀌어 진지간 

에 유통 시니운 유7]가 가득 갔기 때문에 그런 。1 변이 받생한 것”이리고 답 

변했다‘ 모든 여왕。| 악히지는 않았음융 역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선 

덕여왕의 善政과 治世 등)， 일단 궤변직 성격이 크다는 점을 율곡 스스로도 

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은 당시의 정치 현실에 직결 

된 것이었기에 율곡은 그렇게 답했던 것이다 

관퍼 선발 시험 문제논 국가의 7]본 이님이 향상 은연중에 제시되기 마련 

인데， 드러내 놓고 논의하지 못한 터부와 같았던 재이론의 정지 이념적 면모 

가 「진도책」에는 잔 나타나 었다 우퍼는 이 글에서 폭군의 독재를 견제할 

합리적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전대군주체제 하에서， 관료 지식인들이 그래도 

일정 한도 내에서 염당의 뜩재에 。1 의틀 가1기할 수 있는 이폰적 무기는 짜異 

論밖에 없었다고 엔식하고 았었다는 사신을 확인힐 수 있다 471 

471 탕시 조선 싱리학자틀은 얘킨대 리기 (Jl.氣) 심성 (.0、i't l 의 이른에 였어시는 많은 딩 

을 남겼지만， 유득 “재이콘”의 정우만은 오식 임긍에게 올리는 글 안에서만 주장 

했을 뿐， 그 진리성을 논숭하는 윤을 냥긴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싸설 역사 그 이 

론이 이에흩로기 자원에시안 되수되고 있있다는 사섣욕 반층해주는 대목이라고 하 

겠다 이 심은 ”?주를 1:11 옷한 자연세의 여 0] 츄면에 판찌 꽉 넓게 서술히1 였이 

서 이 시끼 지식계층아 지녔년 자연관응 바교거 삼 대변해 수는"(장회약 16족) 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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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론은 통상 대표적인 유교의 탁싱공론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러나 사실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론처럼 보이는 재이론에도 시대적 제 

약48)올 극복해보려는 유학자들의 고충이 깊이 배어 있는， 실용성이 풍부한， 

정치 이념이었유이 확인된다. 

4. 맺는 말 

유학은 항상 출발접도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이었고 귀결접도 사회 현실이 

었다. 이는 선진 시대의 공자， 맹자， 순자로부터 한대의 동중서를 거쳐 송대 

성리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앞에서 동중서를 중심으로 

한 한대 유학과 주자를 중심으로 한 송대 성리학이 선진 시대 유학 이후 유 

학의 가장 큰 두 변용이라고 말했다. 이 점은 다시 말해 동중서나 주자가 현 

실 문제에 대해 가장 치열한 문제의식과 지극한 열정쓸 가지고 가장 심각한 

태도로 분석하는데 일생을 걸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끔까지 성리학 이론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순수한 형이상학 이론으로 여겨지는， 격물론， 귀신론， 재이론에 내포되어 있 

는 현실 문제 인식을 고찰했다. 공자 등 선진 시대 학자들이 세워놓은 기본 

덕목의 범주를 설명하거나 새로운 의미활 부여하는 작업이 유학 공부의 전부 

는 아닐 것이다. 동중서나 주자는 결코 과거의 술어， 과거의 방식， 과거의 유 

산에딴 집착하지 않았고， 새로운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하고 대안쓸 제 

시하는 일을 제일의적인 과제로 삼았던 까닭에， 유학과 전적으로 이질적이라 

고 여겨지는 주위의 학문 체계로부터도 항상 새로운 개념쓸 차용하고 원용하 

는 데 주저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음윤 알 수 있다. 

선배 유학자들의 이러한 정신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유학을 공부 

하는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하여 근원적 대안을 제시할 

顯光의 『우주설」에는 %異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48) 전제 군주체제 하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불합리하고 예측 불허의 돌발 사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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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훈련잘 쌓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지끔 우리 주위에서 심각하게 제 

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통일 문제， 탈세의 근절과 공평한 납세 

의 문제， 교육 문제， 언론 권력의 문제， 생명 복제와 환경의 문제 등등이 곧 

철학적 분제 인식의 출발접 내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날의 새로운 가치관은 항상 진취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긍정적이고 적 

극적인 대안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의 여러 문제들을 비롯하여 지극 

히 우려스럽게만 분석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 자본만능주의 경쟁지상주의 등 

등의 문제들도 올바로 분석되리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모색에 대한 학문적 

정립파정에 있어서 유학적 사유 방식은 그 어떤 학문 이론들 못지 않게 여전 

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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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妙錄》

新情學的現實問題認識

-以格뺑論 • 鬼神論 • 淡異論짧主-

許南進 / 朴星奎

近年來. f需學與現實認識方法， 非常흉、起東西學者的關心. 本篇是關於這種主題

提出-意見. 本篇的主펼內容是如下. 

在I子論， 說明先奏時代f需家三聖孔굶힘的重要哲學恩想也出發於現實問題， 論究

現實問題， 歸結於現實間題.

在本論， 分段兩個部分. 第- 說明朱子性理學(新↑需學)的現實問題認識. 性理

的學問方法論的中心是格物致知論. 朱子的格物致知論引起後代的級紹議論. 他的

格物論是他的哲學思想、的核心部分. 他的格物論也出發於佛敎批判. 要批判佛敎

須要批判佛敎的願뺨成佛的學問方法論. 從此成立↑需學的學問方法論， 乃格物致知

論. 在性理學的鬼神論也， 出發於現實批判意識. “鬼神造化之跳也”與“鬼神二氣之

良能也”二語， 是性理學的鬼神觀的核心. 他們說明種種造化現象全體是鬼神之뼈; 

所以他們主댔佛敎與民間所調鬼神不存在. 

第:二， 說明ji;異論的政治理念與現實批判. 1i;異論是在細對君主治下時代的塵物

%異論主張政治的興亡盛흉左右於君主的有德與否. 在앗異論的說明構造下， 昆下

們可以批判君主的失政. 팀來科學的事實之發見， 證明%異論的主張的虛構↑生. 不

過封建社會的中國與朝蘇的性理學的知識A. 不廢棄%異論的政治理念. 因鳥他們

願望， 借%異論的權威而批判君主的獨走. 本篇討論朝蘇性理學者票삼李現的「天 

道策J. 以說明1%異論的政治理念與其中的現實批判意識.

在結論， 表明現在學者的觀心. 在現實問題認識. f需學的學問方法仍是限重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