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批判的哲學載震의 보 해
 

로
 
。한계를 朱子의 

성* 규 

관청〕 보
 

머릿말〔載휩을 1. 

대처l 로 중국 천학자들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論理的안 

푼제로 그치는 것아 아냐고， 그것의 實現을 전제로 한마. 이에 따라 그 

--, 

구현되 

행동 및 

理;승:이 

예장되는 

질현켈과륜 단얀싸고 이루어진마1;0 그러내 만일 철학적 

이에 의거한， 논갱은 그 설현방t닝과 플의 학문적 

촉구되고 그 짙현망볍의 저] 

까

π一하며 2) 하내의 이념이 현설의 

활지라도 그 켈과적 볼합리블 드러옐 매는 그 이년 체 

오르겨 도 한다. 消代의 反理學 흑은 反玄學的 〈경 

렸 • 明tt의 결학에 대한 대도는 바로 히 후자의 

것이다 3) 폐펀 (1723rv 1777)은 그더찬 경향의 시대 

모순윤 변혁할 

않거나 E‘비할 경우 이념에 대한 각정이 

련화가 

없거나 

계 자체가 시헨대에 

랭0)의 결학이 가지는 

돼도라고 한 수 았을 

이루에지 71도 

변팍한다 

에 잘았던 학자이며， 자기 나릅대로 그 경향을 체계척으로 구축한 사람 

이다. 二더나 당시에는 官學으로서의 朱子學。1 세릭플 유치하는 시내이 

였고， 反핀윈學은 거존학문에 대한 비판적 차원어1 며괄고 있였다. 

히나는 그것 米子댈에 래 한 비 판은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한다. 싫낄으1 

「
」

The 

전적 

득정 o 로， 예 3 피 는 챙 동을 
* 시울너다고l 긴학과 박사괴청 

1) Donald ]. Munro는 중국의 철 학작 논쟁 의 
거로 논청이 。l 루어짐을 주목하고 았다. 

Donald J. Munro, The Coηcept of man iπ 

Uniγersity of Mishigan Press, 1977. p. 1. 
2) 朱子學과 陽明學아 이에 해당할 것이마. 
3) 反理學， 反玄學은 梁형超와 며}邊이 즐겨 쓰는 말이다. 이듭의 견해에 

￡로는 잔동할 수 없기 애 운에 경 향이 ~는 말을 부가한다. 

China. Contenporary 



C 162 ) 東52文{\:; 20輯

의 현살문제 해켈에 대한 우능과 그 학둔의 샅저1 적 결과에 대한 것이 

며， 하나는 주자학의 근본적 전체에 대한 것이다. 庸~君觀는 펴?;듬턴의 111 

판은 주자학의 지말적 폐단을 지척한 것으로 보고， 주자학은 이것융 시 

청할 수 있는 이론체계이기 때문에 곤본적 천제의 벤형 없이도 으늘날 

까지도 유용한 첼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4'， 주자학응 폐震이 기 

본적 원리록 삼고 있는 〈덤然之生命)5) 을 포용하는 야론이라는 것이마. 

툴롱 주차학은 〈自然〉6) 윤 버리는 긍욕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해 

닮의 111 판은 펴1 단에 대한 것만이 아나라 o~ 갓과 연관된 주자학의 온판 

전체릎 문자삼고자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작용에 문제가 있플 때 

는 이론 지-체에 문제카 있다는 것이 폈震의 생각이다. 

거의 屆君殺어1 의거하고 있는 메츠거 (T.A. Metzger)는 朱子튼룹이 내 

표하고 있는 〈困뚫 (predicament) )을 치적하코， 비 곤경은 주자학이 형이 

상학적 • 선험적 영역과 구채적 • 경험적 영역을 二分하고， 이 튼의 연관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괴 관계가 있음을 보얘주고 았다 7) 그걱나 그는 

중국철학사의 떤속성이↑ ;삽착한 나며지 그 양자의 풍일을 증국철학의 연 

속성으로 파악하고， 주자학윤 반성작으로 음바하펜서 곤경으르푸닥으T 

새로은 〈탈출〉을 시도허1 관 파핀에 내한 논의플 생략하고 있다. 

kξ友려침도 줬j즙등의 理'7} 찌검E한다는 주창은 주A~얘게도 있는 것이 1까， 

그의 〈私〉의 배격은 주자의 <Á欲〉이1 대한 버걱꾀- 잘장은 일치펴는 :;2 

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대사 파깥의 침학은 거긍子· 陽明파 다륜 쉽 01 았 

으나， c] 들과 !걷敵한 수 없다고 한;斗 8’ 이것슨 ]쿄으} 寶在fg:，융판간1-으5-

하 는 자신악 存;훈談의 임 장윤 표명 하는 것 c、 다 二z.cJ 나 팩)믿피 、까 판은 

4 ')쉽감웠， I 中댐캄한팅폐'5 i 、 l京fLj뚫 ~f: r.m 63피， !':).501.504. 
Thomas A. Metzger, Escape from PrιJica!J! cut， Columbiε lJ: ， jvε::31. ty 
Press, New γurk- 1977, pp 93, 32니‘ 

5) 前」방촬， p.501. 

6) ~:~t품은 얀l 간의 」펴 따을 딘然 61 i'、「고도 한r:] .. 
7) T.A. Metzger, Esαφe from Predicament , 1977, pp.151-161 
S) “딴!i괴j ， 다;댐j첸힘lE (마)J ， pp.l00:1, 1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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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펌-가 측원성을 가지면서도 사불과 〈心〉에 여在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테파의 의도가 초원적 理에 의해 경험의 세계플 가능하게 하 

본 載震의 批땅j的 哲學朱子의 한계틀 통해 

그L ) '-- , 마. 

것을 간 기초확텅이라는 태도에 대한 바판과 善의 새혹운 려는 선힘걱 

과하고 있는 것이다. 

필요한 과학적 방법， 질용주의. 

공려주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들이 했료릎과 댐代 實學에 내포펴 

아 있다고 브고， 그러한 사상플 근대화의 역사적 로양으로 파악하였다 9) 

설현하고자 하는 

이들파는 반대로 梁행超는 近{\;化에 

〈國

역사적으르 확인하고자 하였다 10) 그래서 梁

철학을 反理學， 反玄學으혹 규정 하프， 그 〈反〉의 

가운데， 패適을 듀이 (J. Dewey)의 寶펌主義블 

故整理〉뜯 통하여 그것을 

행超와 io-j過은 갯파;잃의 

성격윤 강조하였다. 그의 견학은 하나의 〈新哲學)11)으로서 부각퇴였다. 

이틀에게는 사구적 가치플 중국에서 말견하는 것만이 아디라 서구적 思

考1út 이 문까1 였먼 만큼， <反〉이냐 〈新〉의 성격에는 역사작 비연속으료 

상격이 부각되고 있다. S1}학걱 l양볍에로의 전환의 사의 

우월성에 가치의 서구작 그러 나 테 긴슨 (J. Levenson) 이 지 작 하듯이 , 

의한 연구태도는 

초래하였 컬파플 

수임된 가치의 

appeal) ’에 

가치를 모두 상질하는 

호소 ~apologetic 

가치와 전통적 

“깐동걱 가치들의 유거작 통일을 희생하고 

‘변명적 이녁한 

새로운 서구걱 

다. 

압도환， 

액
 

h 

τ
 

z 

상의 짧‘띠이1 실패”한 것이다 12) 

비훗한 그 밖의 비판하면사， 仁義블 c1 플은 꽉震이 朱子學의 전제 를 

기초짓고자 〈氣〉에 形而上學的 개념인 통일적으로 가치를 유가적 고대 

그의 첼학의 궈결정도 전통적 사상가와 짙이 

완성인 것이다. 유기척 

한 의도달 간과하고 있다. 

字탐f와 人間파 社會의 

of Uni Fate , 

9) 팡}쥔fr 、 「淸f~學術搬論
10) ，깨週， 쩌i東l땅的 哲學」

11) 前」당받 pp.4, 83. 
12) Jos~ph R. Levenson , CoπfμClaη Chiηa and Its ~Modern 

Cnlumbia Press, 1968, pp.2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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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카하는方 멈 하는 흔합주의 (syncretism) 라고 
-= 
날
 

근
 

T ” 오
 

朱子판 논리적 

곤경 (predicament of 〈二元性의 東美는 朱子에게 있는 초웰과 니、재라는 

한
 

모
 「

즈
 
1 。1 유에 二元論운 비관히는 주자의 duality) ) 윤 지 적 하고1 

〈FF￡:家으l 이 마 王廷相 (l47~ C'J 1544) 에 의 해 파 13) 그는 。1 러 한 비 판응 

비판 그러나 淸代피 방청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14) 전복〉하는 71 초릅 

f감代E훈장가 가 이니고， 적 사상은 전통과 전혀 다른 ;]，1]계릎 구축한 것이 

。T
E 이 채구섣이 역동성과 칭조성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한디. 있는 지고 

중원 젠 (Chung-Ying Cheng) 유형으로 냐타난 것이다. 종의 자연주의적 

에 의하면， 두겨는 。j 껏에 치
 이
 

그
 
L 이

 「효
 디 

추상성과 1벌의 주자의 찾한震은 

?]} 인작 “사회작 01 고 비판을 통하 L 
--, -"• -- '--것이다. 악도플 비판한 단독석 

그래 한다. 관념”블 제시히고치-善의 구체작 문팩에세 인 삶과 우주의 

〈橋家7-ì-딴주의적 카초플 그 구체 적 조건 (material condition)으로사 서 

부각시 켠 것이 다 15) 哲學의 진정한 71 초〉로세 

그는 잔통 안에 서 전통윤 비 관하였먼 

정당한 것으로 받아 틀이Z자 한다. 

초원성과 추상성뿐만f 아니라， 이것으후써 

이플 제약하고자 하는선험척 태도에 

/、]-잘 

관 는운은 이라한 판점융 

글은 템품의 1 비판은 Jill 

주득한다. 연속성과 비연속성운 꽁지에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두 사람은 위의 

c3 역의 존채근거로 

전제하고， 

경험적 

대한것이라고 。1/ι1-"， 
:그 」ι- ，

또한 이 주목히고자 한다. 드려 나는 朱子哲學의 한계 이1 다란 바판에서 

것의 사호1 륜 즉 우주와 앤감과 극복으로 체시펀 파필의 척극적 결학， 

브고 평가하고 밝혀 〈一以實Z〉하고자 한 철펙←을 〈實事求흘〉의 태도로 

자 한다. 

Its DevelιJpη~eη t_ 

Its Development, 

Center E-vV 

and 

and 

Goodness, 

13) Thomé H. Fang, Chinese Philosophy: Its Spirit 
Lin King Publishing Co. 1981, p.402. 

14) Thomé H. Fang, Chinese Philosophy: Its Spirit 
Lin King Publishing Co. 1981, ibíd. p.471. 

15) Chung-Ying Cheng , Tιi Chen ’s Inquiry into 
Press, 1971, pp.3-53. 



朱子의 한겨1 륜 동해 본 짧i震의 批判的 햄~學 C 1G5 J 

2. 朱子哲學의 실제적 한계 

비판이란 푼제의식윤 동반하는바， 랫펴7필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 방향으 

로 향한다. 하나는 주자철학 중선 의 기 존 〈理學〉의 무능과 ::.z.. 질제 척 

갤과이며， 하냐는 理學 자체에 대한 반성이다. 우선 전자에 태해 했많 

은 어떻게 비판하는저 알아보기프 하자. 

i) 理學은 〈民〉의 〈人欲〉풍 Ct쯤〉하는 더1 섣펴하고 친정한 한문의 견인 〈뿐 

養之違)011 사 이 탈하였다 161 

ii) 더우키 이꾀한 질패를 民에게 졸라고(責民) 자신에케 톤뎌치(흘身) 않음 

으로써 171 民이 〈不;좁〉하다는 캘온에 이르게 되었다 181 

iii) 또한 그"'1 한 책임회펴블 비난하고， 生養의 깅을 보섹하는 람子에게도 

〈罪〉블 씌 우카 퍼 였다 191 

iγ) 그래샤 <:fEtL者〉는 民을 도적(願)이냐 원수(觀)로 미함으로써 t못란은 

《愁폴량'ì 

vψ〕 그려나 E民뭇의 이러한 상태에 네해 그윤은 휩醒옮更가 法으로κ씨f 殺人플 하듯이 

理로써 殺人을 한다(醒훗以法殺人， 後텀5;;l理殺人).211 따라서 理學은 사란음 죽 

여 생、이}는 도구(殘殺之具)가 되었다 22) 

vi) 이 라 한 理學의 모순에 도 븐구하고 당시 의 학자들은 구체 적 떤 질 (物情，

事情)어l 셔 텔에진 채로 차신의 F홈떻에 대한 비판적 자각융 한 스가 었었다. 이 

것은 /닫〉인 〈人心〉에의 닐해이다 23! 

V11 、1 이에 따라 헨질의 상팡에서 나온 이년에 의거한 은전한 행위〔完行)기 

차단뇌 었다 24) 

16、1 때튼튼， I굶子字義짧證J ， p.217. C페 이 지 는 「鐵띈哲學著fl'選注J(安正輝)에 
。J 7~ ~l-‘1 

•• I " t 니 

17) 했첼 1밸某휩J ， p.255. 
18) 했파 I~R줍J. p.53. 
19) 載雲 i효子字義짧證J ， p.217 
20) 歡찮， 「/띔줍J ， p.53. 
21) 亂헬‘ 「쩔某환J. p.25". 
22) 鼓뭔， 초子字義w證. p.218 
23) 前평품‘ p.215. 
24) 前週띔‘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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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처1 걱 결과와 그 행우1 룹 비판하고 이것을 모 그는 ]里學의 

두 理學이라는 학문의 정신척 세뇌(雜靈) 25) 에 치인한 섣제작 힌체로 보 

이러한 정신적 상황에 의해 정치와 人밤1댐i 모두가 비인간적인 갓 

으로 되어， 民은 당시의 현실에서 자신의 <~↑펀}~6) 의 살랜올 띄-인한 수 

없었던 것이다. “그 心에서 생기는 것이 그 〈政〉꽉 헤치고 

해친다" 27) 이러한 비판은 당시 理學의 기만성과 유해성에 디]힌→ 판격알 

것이다. 이미 그 모순이 드라났음에도 이갓쓸 자각 • 청산하지 못댔다는 

초래되는 이콘으품세 권설에 대격한마는 갓 

〈팎)c훈 「

이와 같이 

았다. 

모순이 첨에서 기만성이며， 

이러한 판합i'-l 유해상이다. 폭략이라는 점에서 은 오히려 현실에 대한 

얽매인 무넨성 51 학 있는 만큼 햄찬은 잔굉-어1 이유가 〈心〉에 한 한계의 

초래하는 이유 불합리한 견과블 고
 

하
 

-• 
「자(렐l짧之關) 의 자71 바 판을 

그라띤 〈촌떤을 기대한다 28) (害故)를 간파할 수 있는 사람(敏힘之士)의 

보다 정확한 이유는 어디 또한 그는 어떠한 方앉으특 결좋 있는가? 
O r 
• 단

 
하
 

도
 

시
 이
 

。} E -
즐
 

타
 
금
 

좁의 

로부터의 

방법 훌t震의 3. 

理學의 불협리한 결과 가장 충격작인 것으부 ?암人〉이라는 결과를 초 

래하는 이유는 그 학술 처l 계의 키본적 전제에 있다(~젖在大#:).2q) 그에 

줍찰j젖 (음흩5젖 • E듬i失 • 5깡) 이 다 30) 

오류로사 인식 하지 못한다 31) 그래 샤 

理學 체계의 커츠기→ 퍼는 전제에 다}판 

비참한 결과블 초래하는 。1 본은 

그라 냐 사람들의 〈心〉은 오뷰블 

그는 이플 얀식하는 方法으로서 

게 있어 

25) 폈찬， I굶子字義표L證j ， p.221. 
26) 했쉽， I原善j ， p.53. 
27) 했震， I굶子字義流證j ， p.57. 
28) 했震 I答影進士允初펌j ， p.250. 
29) 藏震， I굶子字義j流證j ， p.57. 
30) 前揚펀 , p.175 
31) 前抱뿔 ,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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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깐작 1간성 ( ~J 覺)을 촉구하고 321 지신의 젤학걱 사멍을 비판적 논의 

(휩￥)로부터 시끽하는 데에 두고 있다 33) 그는 이것을 역시걱 감각을 가 

지 고 자신의 사녕 으로 삼는다. “오듀플 알고서 도 말하지 않는 것은 성 

설하지 옷한 것이다. 그것은 옛 성인과 관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學

윤 매반히는 것이마， 천하후세의 仁人에 대해서는 스스로 仁에서 만어 

지는 깃이다" 3 4-) 

그더니 잔제에 대한 비판만이 그의 꼭작이 아니고， 이것윤 또 다른 목 

적의 실한， 즉 〈民性〉에 의거한 세계 확럼과 이의 기초가 뇌는 가치강 

조와 실현(明善， 료양道) 351 의 선행조건인 것이다. 그러면 明善 • 盡道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 의하면 善은 공허한 가운데 추상 

작으로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합體〉와 〈實事〉에 의거한 것 61 

다 361 實體는 인간의 自然的 本性-이고， 實事는 이 本性의 자기 전개에 

의해 생긴 〈티用事寫〉플 의미한다 37) 따라서 좁이란 자연적 관성과 구 

체작 • 현싣적 삶에 의거한 원리이다. 善이란 펀실적 인간의 삶윤 지l 약 

하는 마리 주어져 있는 先天的인 원리가 아니다. 휩-으} 이다한 성격규정 

으로 볼 때 그것은 “세계를 自己化하고 세계와 함께 함으로써 (體萬物而

天下共親)" “民의 情을 이해 (體民之情) "하는 가운데 획득될 수 있는 원 

리 (理)이다 381 이라한 원리 야말로 세계로부터 나왔기 깨문에 시1 계윌- 삼 

리는 지도걱 이념 (生道) 391 이 될 수 있다. 

그다나 당시의 朱子學은 先天的 理의 절대성만을 고집 파고 方法的 잔 

판을 거부하였다. J덴ii룹의 견지에서 본다띤 이것윤 〈形而上)401 윤 고집하 

32) 載震， r굶子추:義파證j ， p.123. 
33) 前獨書， p.57. 
34) 前抱書， p.58. 
35) 前獨書， p.195. 
36) 前揚별， p. nl 
37) 前獨書， p.174. 
38) 載震， r原善j ， p.37. 
39) 載震， r굶子字義流끊j ， p.81 
40) 前據書， p. 1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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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고방식이치 때문셰 까7폐下)41)의 세계씌 : 합한 원라를 제시하는 

사고방법 이 될 수 없다c'事物〉에 적용하여 사푼을 딴정 (週完) ,12) 할 수 

있기 외해셔는 경렘의 영역에로 돌아가 행위의 〈훤則〉43)을 모색하는 方

홉을 써 야 참 것하 다. 측 〈因勳l而通其則)441 익 方、法에 법 각해 야 판 것 

이다. 

이 상에서 본 바와 같이 펙i잖은 부청적으로는 기즌학문의 근본전제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방벙에 의거하고， 최극적오로는 경챔의 영역에서 

행위의 원칙을 모섹하는 빙-법에 엽각해 있디고 할 수 있윤 것이다 45) 이 

두 가지 방볍에 의 τ ，할 띠1 그의 학문은 전정한 학문으로서의 〈되得;Z 

學〉이 가능한 반면에 키존 학둔은 단순한 〈記問之學〉이라는 것이다 46) 

그라면 朱子哲學으j 근관전제는 어떤 것연 71-? 6] 플 파악하커 위해 우 

선 주자철학의 랙심둔재는 무엇이며 왜 이 문제에까지 이르게 되였는 

가를 알 펄요가 있다. 

4. 朱子哲學의 핵심문제와 그 전제 

「大學」에서는 퇴己寶짧과 이에 기본한 f겐챔혈現의 통일올 철학의 공 

극목적으로 제시한마. r中/띈」은 이 자기질련의 形而上學的 토대를 제시 

하고， 이 핀 한 토대 에 의 거 한 인 간 잠 성 띄 宇돼’的 힘 (cosmic power) 47.1 의 

군현 속에 일체의 경험걱 지1 계기 완성되고 그 근거를 꾀득하거l 환다는 

4u 짧震굶子字義함證J ， p.117. 
42) 짧震， I原善J ， p.ll. 
43) 했震， r굶子字義하L證J ， p.210. 
44) 前獨휩， p.21O. 
45) 考據學的 方法 - 대체로 그의 방볍응 이것으로서 재시하나， 이것은 두 가지 

방법에 부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理學에 대한 비판과 지신각 적극 
깎 안 천 학을 제 시 할 때 . 자신 은 孔 • 굶의 학섣 의 정 확한 의 디l 에 의 거 한다 
그 전제하고‘ 理學의 개녕듣을 재검토하기 때문이다. 

46) 했칩， I굶子字義파E~줍J. p.80. 
47) T.A. Metzger, Escape from Predicaηie?tt， N.Y. l977, p.15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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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띤시도 이리 영향 아래 [챔家의 역시 주고 있다. 朱子도 것을 부여 

〈內〉즉 〈뽑〉와 〈用>，목표플 칭하고 있마. 찰학적 한 객략에서 자신의 

샤 

에흐거 

전제하 

용어플 「周易」의 목표이었다. 통일이 〈未發〉파 〈己發〉의 와 〈外)，

용 한다먼， 통일이다. 〈 1핑〉과 〈動〉의 〈寂然、不動〉과 〈感而途쉰〉， 

7~ o~ 2."↓「/사 1 ~r나→ 기본걱인 (T.A. :vletzger) 는 바로 이 것 이 新偏家에 서 

뭇했다고 너]판 껏i友[짧고} 候外J펴는 이 가장 중고한 둔제블 파악하지 ~ 
~→， 

。r 가
 

자
 

x T 는
 

카
 이
 

-
τ
 

T 고
 

해
λ
 

도
 
「주

 
f 존재든이] 왜냐하떤 천자는理 중심의 한다. 

우주돈적 개 주관걱 자아에록 환원시갔다고 비난하고 그의 리촬 개인의 

념만을 논의했기 I써문이다 48) 

李延zp:의 제자가 임각한 문제 블 〈未發之氣象〉 ‘9J 에 주자는 이 體用의 

g長南빨으1 <己發〉에서으 ~J}:J 또한 그는 탠{)ì-J[I 과 시작하였다. 될 때부터 

망황하다 。l二::Ln:l1 l-; 
。 ï ~I!- 、(딘發의 그는 거:發파 않는냐 50) 그래 서 養도머리지 

J펌:띔줬가 지적 얀관을 시도하는 갖으로 표을 맺는다. 통일적 가 양자늬 

〈未發‘之體之大本〉과 〈己發之며 〈心〉과 ()믿〉， 〈人心〉과 〈道心)，하듯01 

그의 철학의 귀착걷이 다 51) 

이 통일을 위해서는 〈心〉을 경험적 영역파 선험작 

之達道〉의 웰通이 

얀자에 결 
」.
。

영역의 

지배 (主宰)한 수 있는 

안펀다. 未發의 

안직하고 

인식 (m覺)할 수 있고， 

생각하지 

〈虛靈不따〉 〈영’떠fI뀐〉하여 선천적 

있으먼셔， 양자릎 

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τ거에도 心은 

있으며 〔體認大本)，

9Jc 6 P1 
Lν -• E 

天理블 

天理까 부분적으르 표뜰되고 있으 이 인식 된 것을 〈핍養〉해 야 한다 52) 

받고 있는 己發의 

이 인식 양자에서의 

장애플 

〈存養〉해 야 한다 53) 나아가 

혼란한 외부 세계에 의해 

매에서도 〈察識〉하여 

나 氣質으l 캄젠과 

48) T.A. Metzger, Escape from Predicameηt ， N.Y. , 1977, p.91 
49) 朱子， I朱子語類j ， 권 103, 羅.fÇ門人.
50) }훔君盤， Icþ행哲學原論j ， 原敎篇 1:, pp. 200'-201. 
51) !훔君짧， I中國哲學原論j ， 原性篇， pp.414 , 534, 566. 
52) 朱子， I朱子語類j ， 린 113, 릅.11[門A.， 朱子大全， 答R없京뿔， 
53)1함君盤， I中國哲學原論j ， 原敎篇， p.199. 朱子大全， 권 30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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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존의 〈工夫〉가 괴 단히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 가치가 그 기 

초로서 이 것이 바로 〈敬〉이 다. 

가능근거가 되는 토대적 

요청되는데， 

함양의 식과 자치 

敬은 未發과 己發에 서의 연 

가치개념이다. 이것을 토대 

로 할 때 객관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主宰〉가 확보되고 그통일이 

가능하게 펀다. 

그러나 우리가 주득해야 할 것은 〈未發의 心體)541 이다. 왜냐하면 “朱

子는 내면적이고 선험걱언 영역에서 세계륜 변형합 수 있는 變形的 햄 

(transformative power)을 찾고자” 하기 때 문이 다 551 이런 의버에서 朱

子는 선험적 영 역은 〈本源〉이 라고 불렀다 56) 이곳에 天팬가 내재하매 

心의 主宰的 능략에 의해 변형적 힘으로사 구펀퍼어 나오는 것이다. 。I

런 임장에 있기 때푼에 주자는 二程의 < -점띈之仁〉에 대해 결과만을 말 

한 것이 고 〈心之德〉으로서 의 仁이 아니 과고 

感物之實然之事나 ↑땀을 초월한 한 단계 

바판하였다 571 “仁 자체는 

높은 ffS’然之〕맺이 다 58) 

주자는 理의 초월성을 끝까지 유지 하띤사， 경혐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것풍 〈義〉로서 구현하여 인간과 세계의 풍엘을 정취할 것연기른 i석디1 

문제로 삼았다 59) 그가 말하는 內的 修칩도 그 자치1 

“선결조건”이다 6이 주자의 

목적이 아니~} 

이러한 통일의 성취의 근본목표는 션험적 내 

면을 기초로 해서 경햄의 세계플 선천적 원리에 따라 변형하고 칠셔잣 

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에 대해 크넬 (H.G. Creel) 은 다음과 같이 팽 가힌다. “신 

유기의 논조는 금욕걱이고 바관적인 것이 아니고 온건하고 낙천적이다. 

54) J펄君觀， r中國품탤펀룹(mJ ， 原敎篇， p.199. 
55) T.A. Metzger, Escape from Predicameηt ， pp.92-93. 
56) 朱子， 朱子語행， 쉰 113 , 訓門人.
57) 朱子， 朱子話類， 핀 53 , 굶子. 동흰君짧， 中國哲學原論， J꺼itJ:웰， p_ 393. 
58) 屆君웠， 中닮1哲學~6!융， )떤↑生篇， p.377. 
59) 씩거서의 義는 선천직 仁의 구체화를 의미한다. 이 의미에서 

物f월義라 하렀 다. 失子， 朱子語類， 권 97, 程子펀. 
60) T.A. Metzgεr ， Escape from Predicament , p.157. 

그는꿇를 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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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너무 성급한 것 같 

선천걱 원리록 해결하겠다는 

환별이냐 철망이 있는 것이고， 

아나라， 

생각의 이면 

주자 자신 

것이 은둔을 가르치는 세상사로부터 

자신있는 참여블 가르친다 "61) 그려나 

다. 왜냐하면 경헝의 영역을 

에는 경험세계에 대한 일종의 

인생과 우
 

L 커
〈
 

그
 

심각하게 생각하였듯이 〈氣〉는 선전척 원리의 설현에 완강한 장역으 이 

끈질긴 惡에 

감지활 

우리는 주자의 글헤사 그가 氣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윤 

로 배타고 있는 것이다. 

대한 일종의 좌철과 의 가능성에 

알 수 있다. 62) 《氣〉에 rr:- 라 변화하 

있는 자아는 天理으} 섣현에 카마란 위 

치신의 찬숙한 진려료부 터의 역설적 

그가 자신의 

통일척 완성의 

""" 「주자쉴학은 여的 • 外的얀 메츠거의 지적과 ;샅이， 

떤에서의 〈困境〉을 내포하고 있음을 

(Á欲〉의 지배에 

주자갤학에는 

세계와 

이로인해 

여기에저 수 있다. 

는 외적 

협이 된다. 

o -, 1 1.-. 

T덕 τ- , 야하1 할 때 이러한 시칭을 

바판히면서， 

소외가 있는 갓이다. 인 

지-이약 세계의 많은 학자틀을 텀
L
 

샤
 

E 지대에 

섣각한 개념에까지 〈敬〉이라는 있는 원막플윤 사색하고， /
τ一

드1 기만이 

있다. 도달하는 그 배경을 。1 해할 수 

쉽게 이유판 심각성에 떼치케 되는 그렇마면 朱子가 이러한 困境과 

걷대~"è:l 얀 o멘〉와 

r氣〉라는 두 가지 형이상학적 개년으로 세계와 인생을 해석하고 。1 히l 삭 

바탕으로 둔써]를 해캘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의 곤경은 이러 

있다. 그의 곤경과 이플 극븐닫기 위한 敬

소샤"''] 0 1 버 T~6~-"i ~I 바루 선전끽이고 은
 

거
人
 

그
 

수 있다. 알려칠 

6 
7 

세겨1 관의 기본전제에 의
 

J 

j u 
ι
 

당면한 논리적 구l 컬이켜-고 할 수 았윤 것이마. 

무능력 고 오피펴 

주강도 그의 체계의 간1 

~ 
바
 

ε;f τ섣 이1 비 감으1 〈民〉의 주자전학이 ;립에 의하rj 

01 것이 얀、 斗 (3)띈인은 그 균관전꾀 칸깎)써 :감단 증가시키는 오류의 

바르 <r~'fl氣二←↑: 64101c1 , 의 E]1 헨섣 

61) H.G. Crεd ， Chinese Thought, 가 등준 · 녁 뜬쉰 역 , 수iιs~ 펀느， J낸!/」f ， p. 23l , 
62.) T.A , ?>!etzger, Escαþe from PrêdicaJηcnt ‘ pp. 15~1 핀CL 

63) 파Z딛끼J 字:/￡bfi5ff」， p.57 
6J) 1비Jit，h; ，~ 1 0 1. 

희 꽉 (i.i1!:;:、서1 JiR의 나아가 잔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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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샤의 內外統一의 더우기 질서 칫二1자 하는 것이 다. 을 제약하여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외부 새 理의 함양을 〈敬〉은 선천적이비 내면적얀 

바구어야한 

。]떻케 렐r 띠1 

무책임의 키초가 된다는 것이다. 

전저1 릎 

한다. 

러한 귀결에 이르치 않기 위해서는 그 형이싱학적 

다. 즉 〈理氣二本〉에 서 〈氣一本)651 으로 전 환해 야 

계에 대한 주관의 위얻성꾀- 드덕적 

그"1 냐 전제륜 깔고 있다. 형이상학적 j앉:꽉도 氣플 토대 (;#:) 로 한다는 

부단한-“善과 惡의 있어 다1 결에 현질과의 주치철학이 토대플 어
 
, 그

 
쿄걱 싱-대릎 타개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 투쟁 "661 에 서 싸진 

P: 
.J•~ 하지. 

드커내게 

잘펴보기로 

자연히 

컨관에서 

이흔적 한계도 

朱子와의 비판적 

주자철학의 

이다. 

그려면 그의 哲學을 

한 이에 따라 함펀01 보는 

펠 것이다. 

대한 비판과 그의 철학 훌훨훌훌의 朱子에 5. 

(1) 存在論的 문제 

있역 〈形WJ上者〉로사의 〈理〉와 〈形

근본 두 계기호 섣정하였다 671 理는 形而

朱子는 존재의 구주릎 히1 벙하는 데 

띠下者〉로서의 〈氣〉플 촌채으1 

〈生物之本〉이 펴 , 氣는 〈萬象紹羅〉

의 경 향을 가전 〈生物;ZτfL〉 이 다 65 理는 구채 걱 사불의 〈本體〉이 며 , 氣

는 「朱子語類」에 의하면 구체적 사물의 〈材料〉이 다 69) 

上인만큼〈때꽃無없샤‘ 장작으로서의 

최고의 

理는 氣의 운 

총관하는 

이 두가지의 

칠서지우고 

理가 있다. 

웰와 이 理플을 

즉 〈太政〉으료서의 

理이1 는 수많은 λ}을의 

궁극적 첼在， 

and lts Develoþmeηt ， 

65) 했需， r굶子字義拉證J ， p.109. 
66) Thomé H. Fang, Chiηese. Philosophy: Its Spirit 

p.399. 
67) 했震， r굶子字義캅L證J ， p.125. 
68) 前播書， p.123. 
69) 朱子， r朱子語類」 , 펀 94. 周子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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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ξ 
」

:HUGÅ'i ↑칸캔 

동(氣化)보다 그 존재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氣 없이도 독띔킥으로 존재 

함 수 있지만， 氣는 독자적으혹 존재할 수 없고 理에 의존해사만이 

제한 수 있냐 7이 했찮에 의하띤 氣의 。]라판 종속작 우] ;;;]늠 댐의 〈寶

〈形짧〉의 〈fJ〉을 주징 히 는 {l~l家의 ←뜯씌l 의 ;,1] 시] 까 관을 형 성 

본 패()j닫외 ;까J子의 한계플 동해 

죄〉에 디해 

그래서 理 • 氣늪 1:- 下의 견지에서 〈」‘.짜〉으록 파악 댔기 때눈이 다 71) 

랬다는 것이다. 

존재 가능 프~ì，;.l 차1 
1 "1::1 '-, 자격 과 (尊理寫超乎陰陽jf行쫓lfl::;) 721 2'- ~~ ;，죠1 

----- 'L-: Jl~만이 

〈無造1'F)의 속하는 〈?!!!}당깐〉， 상을 기지기 깨문에 <1'~~훨EER되的 tu:界〉에 

이싱 분석할 수 띠바시 띠는 다 氣는 〈꺼f펑生物〉띄 갓 이 다 7잉 것이고， 

없는 〈純't"Ä마l또〉 1jl 것이 고 <'Jt全담센)의 갓아 니 71-;' 氣는 〈꺼]合〉 1건 것이 

는
 

하
 

손
 

1 

「있는 딴 理와 氣는 힘끼j 존재한다. 

때 문에 〈뚫113附휩〉76) 과는 냄식 으록 

관계는 분명히 외적 관계이지 내적 

판0] 렌 댐 익이1 땐오} 氣는 성칠상 븐켈적으로 

구체적 사물이 

판이한 성짙 

이려한 

이랭기] 핀 nl] 

갓 (二物) 이 니_í5) ’ 

긴나 理는 氣와의 氣

관계는 와 관계 맞고 있다. 

의식파고‘ J펴의 〈動〉 흑 문채점윤 朱子 자신도 외척 관계라는 이니다. 

안에서 그으1 치] 겨1 그러나 강-출하였다 77) 은 〈動규디無動〉이 라는 개념을 

연관이 정공할 수 있는지는 문제로 남는다. 理氣의 내적 

문제전윤 의식하고 문맥에서 볼 때 

그러 나 그는 주자의 사유과청 을 따라가면 서 캠 로하는 

이러한 그
 

주자 비판의 

것이 。1 0-1 πL 
/ικ /λι "' 

죄제한 理氣和合。

-
-
브
 

셔
。
 

、

립
 

도
 

• , 초월성과 냐 고， 氣플 발판으로 주자의 理의 

7이 ;딱子， 米子듭폼類J ， 권 94 , 맨子펌. 
m 파震， r굶子字義iBíE證J ， p.123. Fung-Yu Lan에 의 하만 사 싣 신 유가는 佛家

보다E 더 佛家的이 다. A Short History 01 Chinese Philosophy, p.318. 
72) 戰震， r굶子字義院證J ， p.llO. 
73) 前據뿔， p.91. 

74) 前擔書， pp. 93, 101. 
75) 前揚書， p.91. 
7G) 前揚書， p.95. 

77) 朱子， r朱子語類J ， 쉰 84‘ l힘子폼. 

二元論에 주복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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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011 ι1 파띤 〈훤之젠ι렌;〉는 〈jl;F윗五行〉으보까 걱 〈氣〉이 다 781 氣는 폐 

따얀 갓이 아니 CI.L <生Lt~지1!l1、)의 푸단한 지-가 운동윤 하는 역꽁적 인 갓 

이 다. c) 1 에 피 해 만둡꾀 人Lt은 “ 딱 동작 인 청생7fj:: energetic transform

ation) ” 79) 의 과정에 있거1 년다. 이 란 의 ul 에 사 그는 氣으1 역동적 차기 전 

기1 픔 《氣化〉80) 래 차았다. 따라서 맴가 우주픔 이끄는 근본윈라 G里돼道) 

71 이 니 ~I- <氣따週〉이 다. 이 에 따다 우주띄 공극착 섣재 라고 하는 〈太

폐!〉L 비호 〈氣化之陰陽〉이 라는 것이 다 811 

수 ↑는~ 뱀라는 形而上휩에개 氣에 디1 한 지비}권을 부여하었다. J띤가 

〈fLj느민宰〉 이 π1 <l댐生氣〉 이 다 82) 그z1 나 폐팍은 上下의 관전 에 사 사판 

•}• 2;1.는 태도륜 부천 한넉. 그는 考jIF學셰 피가 해서 形패上파 形패-rgl 

띈이}으! 파 nl 는 〈形以마디〉괴 Ofjtj‘後〉다고 하고， 지-산악 形미H:者로사으1 

펀는 단지 形以前의 의 101 만 가잔디는 갓。1 각 S31 

u1 i491 〈生生〉의 :작용~으로 인간과 시 릎 아 씬 겨 나고 부단강l 말전 • 전 

'11 렌다. 그런페 이 〈生生〉의 으1η1 는 단순히 생상시킨매는 의비뿐띤 이 

니 1시， fll!EL부다의 존;.<11 (>11 쿄， 死나 웠로부타의 生으료 이끈다는 의 n1 푼 

;시낀다. () 1 런 의녁에샤 그는 주지와 마찬가찌르 生生의 치능윷 가치적 

꽉띤에셔 〈仁〉으로 규’청한다.잃i 따라서 뒀化논 仁윤 세계에 구현하는 

것이 다. 이 가치가 활한 것뜯 가운데 가장 황한 것l 얀바， <天地之全德>851

이라는 우주척 카치이다. 

그꾀냐 朱子의 경우 善은 理에 부여되고， 氣는 惡의 가능성올 가진 

디. 氣는 理의 발헌을 방해할 수 았고， 하고 었다. 理의 구현은 氣에 

78) j}했닫， I굶子字편 G-iU0fJ ， p.116. 
79) Thomé H. Fang‘ Chinese Philosophy: Its Spirit and Its Deι’elopment， 

p. :512. 
80) 했합， r펴子字챙iqfL펴 J ， P‘ 121. 
80 타líJj딩 7핀， p.121. 
82、) 해}허발， p. 120. 
83) 前펌펄， p. 1l8. 
84) 파찜， 原함， p.22. 
85) 디펴점듭t ‘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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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즈 氣는 젤!플 위해 λ] l다마시 。 1 1• 1 

Aλ 대한 적점한 판리와 순화의 여부이l 

우윌성 (J뿔 이려한 j파의 깅꺼칩에 의송1- 1긴 단 부정작 추h주유 딩해야 한다. 

히l 맏가"Ù11 사 둔저] 듭 띤싣 óì: 암각한 1止界앓닮은 인간의 현질작 }는氣後)에 

존재하 가πl 왜냐하띤 관단히 딸전 • 전기1 꾀어 겸하는 1" '1 장애가 판다. 

표한 01 r~ 구채적 인 집-은 강 :ilff의 짜化으1 는 사건(生生所fJ事) 86’으록서의 

1닝 1}] 으로 한마 <3里先氣後〉을 헌실 운→711 으l 헤 섣 그 일쑤분01 기 띠}눈이마. 

히1 결 〈rE〉어1 로 운동하는 氣化~서의 현섣융 떤아 제치는 방팽으jZ 면， 

01 비한- 친지이1 시 꾀파은 초래된다 87) 판 수 없고L 오'Ö]라 강체적 제약이 
이→ --, :!• 
1.，강그L 커~\ 있、지 팬、의 정당텐 위치는 짜이1 선행하여 지마권운 행사히는 대 

으1πl 의 주자;삭 J里는 사둡에 내찌파지만， 종속퍼어야 한다는 것이디. 에 

j앉受만고 있다는 파마에 쑤여퍼어 사블01 시一플에 天。1 냐 太핸으쿄부다 

이「중lÆ[) 0] 

어띠한 우주 정 

그는 氣플 ()급然〉이라는 딴프 표현하 

~?j" 。

1 L 냐타나는 〈째〉 

oJλ1 01 1m 6"-'i -1:1... 1:亡氣기- 벼엘되고 조직되는 

이내려는 것" 89) 이다. 

과정에사 도
 
O 우

 
L 

1 

기
 

1 

자
 
、

~;::ì. (lì 
---"'"'--

다 88’ “젠!란 단순간l 

산의 

서가 아니고， 

조각도 

〈自然之分i땐‘〉이 다 90) 그1:'] 나 1펜는 따리시 3핀는 〈自然z條理〉이며 는데‘ 
영원한 〈準則〉이 마 9 1) ζ}풍의 〈不可易之則〉으로사 

。1
까λ 띤관상이 근대과학과 뺀0] 대 한 견해 는 17"-' lSC의 이러한그의 

여러 면에서 과학자 “그의 관점은 지척하듯이 사싣 I돼適괴→ 드l갚。] 

전체가 연구 조예가 갚었으며， 늬 관점 이 다그는 수학과 천둔학에 

움직이 궤도룹 띠라 수 있는 규칙적 수 있고 도식화될 

깊은 감명을 받았다 "92-) 

계산될 

고 있다는 사질에 

채
 예
 

r c 
R 

。

처
 「

, 해
 生生의 氣

그의 자언은 

안된다. 아니고 生으로 충만된 것이란 것도 잊어서는 

그려나 

자띤이 

80) 폈震， í굶子字꿇젊합J ， p.174. 
87) 헨j握書， p.79. 
88) 前揚書， pp. 182-187. 
89) H.G. Creel, Chinese Thought , 이 동준· 야 동인 역 , →마1 國思想으1 :flf!때;J ， p.240. 
90) 載震， í굶子字義셈證 , pp. 63 , 187. 
91) 前揚합， pp.67-1,9. 
92) H.G. Creel, Chincse Thought , 이통준. ó 1 꽁-인역 i中國居、f틴의 理1때; J , p‘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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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욕 근원작인 것이다. 

二L아냐고， 이 L 켜 01 M ""C /X~I :추치1 히1 사 존재돈은 그 지-:;;1] 이상의 〈氣--本〉의 

il- 잔처l 블 합리적으로 해견 소선으로 생각한 인간의 현질석 

파기 위한 존재륜적 기초가 란다. 

가氣化꾀 

(2) 人間學的 문제 

가;子의 연 간관은 〕펀 중심 으l 존재 판이1 근꺼 Bl] 서 성 란 한다. 

두 꺼기쿄 가지니， J핀는 인간의 〈心〉이 끗으로우터 

띤간도 역 

j필 • 氣블 뜬관작 

하꽃받 아 끼지 고 았는 잣 01 마(得子죄IIT，말子J니Jl. 93l 이 품수맏늪 깃 υ] 인 

간파 

시 

근거하는 선 우子;적 윈리에 인간상는 

인 이니고， 순어지는 것야 〈性;Zj뭘 性〉9ti) 윤 〈人/ 어1 펴 해 

금븐한다c*天). 95) 즉 얀간은 차에 

<'1잔:〉은 〈氣質〉아 파고 하는 얀 주자으l 

진작인 캉、이다. 

간의 깎으로부다 주어 진 다. 

~1\t’칩에 의 하면 마후 0] 띠l 푼에 , 

〈心)6; 니→ 《形氣〉와는 외적 

l니바셔 관상 (性)이 뇌는더1 , 

하나의 실채 (→→物1) 61 ]〕드 있는 떤관에 간의 

인
 

실처l 와 

산플뇌는、 

깐에 의해 칭초펀다는 의비에서 인간과 내작 관겨l 에 

갚은 것 (如有物) 971 것 이 다. 더 우기 주자의 性은 가장 궁극적 인 것 (至者)

아고 〈첼有〉히는 것이고 〈휩〉한 것이다 981 

딸한다 r넌 

òJ- -2-
t.-Õ L 

보다 정확헤 

있지 

다 96) 그갓은 氣質의 기능에 의히 

것이라 T저뚫은 이"'~한 인간관은 인간의 자아(我)의 뷔치플 전 E드시칸 

〈形體〉

裡 • 朱는 이 학칠을 理 • 氣라는 말로 〈많變〉λl 

r神"많)윤 〈我〉룩 하고， 〈質FE〉고 한다. 道家와 佛家는 〈圓帝)，

는 〈非我〉로 놓는다 99:1 

93) 滅震， I굶子::$-':義폐E~효J ， p.180. 
94) 前獨뿔， p. 1l2. 
95) 前握홉， p. 1l2. 
96) 前휩휠， p.91. 
97) 前握펌， p.180. 
98) 前휩품 ! p.93. 
99) 前揚함，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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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데 지 나지 않는다 100) 따라시 *子는 氣헬이 我기- 되 고 (氣質왔我) 101) 

인간의 본성이 됨윤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나에게 준 

것(天與따) 102) 윤 환이리- 규정하고 잔정한 자아의 근거륜 야기다 두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려나 이러한 일종의 션현적 성격을 기진 자아란 펀 

진걱 • 경렌적인 자이와는 별개의 것(別子뒀) 1(3) 이다. 그것은 I민氣릎 전 

제로 하는 성리학 치1 계에 의해 조착된 것이다. 띠바서 주자가 〈本然)，

〈木有〉라고 주장핫지 라도 〈本無〉인 것에 지 나지 않는다 \O.i) 그는 멜의 

우웰성 때문에 本無의 것음 本有인 것 같이 주장했먼 갓이다 105) 

결과적으로 성리학걱 연간관은 “氣化얘 의혜 성→고 있는 인간과 생성 

하는 사불은 〈性〉을 벙들게 하는 것(氣化生A生物適以病싼) "106)으로 격 

하시키고， 인간상 싣펀의 기초가 펀 수 없는 것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플 논할지라도 인간을 떠나서 핫되이 인간이 따라야 한 웬 

리판 논하게 되는(離人而챈論夫理) "107) 오듀 판 멤하게 되 었다. 

이라한 오류에 끼지지 않는 인간관은 성리학에 익해 소오1 년 인간정윤 

디시 페복시키는 인간관이어야 할 것이다. 이 싱섣작] 얀간갱이 바로 

〈氣꽃〉이다. 깅파EC:은 이것을 인간의 <ä>으로 규정펴고<센:;ZFfRFj〉는

<1Í[[氣心쩌J)라고 한다 1(8) 이 깃은 우주작 氣化의 소산이 마 는 의 미 에 서 

〈本꽂之氣> 109) 이며， 따라λ1 “血氣는 天地之化이며 心깨l는 天피;긴셰이 

다 "110) 싼은 氣마는 “天으 로부터 펙 듀된 것 (得下-天) 이 고， 道에 의 해 

100) 폈파， I~子字義ífjjf將J ， p.157. 
101) 前펴팍， p.157. 
102) 前抱띈 , p.155. 
103) 前힘띔 , p.157. 
10.1) 前펴띈， p.156. 
105) 前據판， p.156. 
106) 前펴판， p.156. 
107) 前揚띈" p.152. 
108) 前揚판， p.116. 
109) 前獨펌， p.135. 
110) 減震， r原善J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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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받은 것 (分子造) 이 다" 111) 道는 〈行〉 이 풋이 , 부단댄1 운동과청 (動!

fifi不己)에 있기 떼푼이L 이것과 〈相通〉하는 얀간도 부단한 운몽과정 (生

生) 에 있 다. 우 주와의 격 리 는 죽음쓸 의 미 한다 112) 

그러나 얀간성의 근거가 天道에 있다는 것은 朱子的 의미에서기→ 아니 

고， 얀간성은 〈되然〉의 일부라는 것을 코멍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샤 

그는 안간의 {生을 딩然61 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언간이 인간 

이기 위한(Á之흉Á)113) 기초이다. 朱子의 경우 天理가 인간 존재의 기 

초기- 되나， 펴핀은 “氣훨 • 氣뒀을 머리고 무엇으로써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舍氣평氣質， 將以何者-謂之人값) "114) 고 반문한다. 주자의 

경우 뿔人 이하는 〈싼之本體〉블 상실하고 있으나， 횟파;탑의 경우 인간은 

이 01 인간이기 위한 총분한 조건플 갖추고 있다. 남은 것은 만치 이 조 

건의 운용뿐이다. 

(1)에서 氣化는 仁이라는 善한 가치의 구핸이라고 하였다. 그란태 얀 

간의 性 역시 이 氣化의 소산이기 때관에 판하다. 주자는 인간의 딩然 

|까 本性을 지1 거하고지- 한 것은 아니지만， 산전적 天]띨블 뿔이라 하였기 

t에 문에 핍의 윈 인을 氣&11 관랐 다 CF9T펌젠者t[J뭘氣也). 115) 그리 나 치’‘5닫 

에게는 氣가 善하다. 이바한 견지에사 관디띤 /3if! 학꾀 人센:폐픈 (R) 

의 한질적 연간상올 소띄시키고， 여카이1 꾀암필 품는 맹향으로 나갇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했、단 깃이다. 

그는 性의 기등(性之所필)윤 〈才)， (才‘원〉이라 하고 이것윤 갚-로 니 

눈다. (性之판〉는 〈欲〉이 미 〈싼之祝〉은 <-짧〉이 다 116) 전자는: Dn氣의 작 

용이 마 후자는 心써]의 주턴 작용이 다. 또는 잔 자를 〈情)， 푸자관 〈짜1) 

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모두는 더然으료서의 〈天性〉이며， 이에 의래 

111) 藏깥， r굶子字義ηtll효 j , p.129. I땅줍， p.25. 
112) 前抱뿔， p.134. 
113) 前챔뿔， p.152. 
114) 前獨書， p.156. 
115) 朱子， r朱子語類 1, 권 4, 性理.
116) 랬震， r原편J ， p.10. iili子字義j流원J ， p. J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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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1 ií rl 이것이 인간의 헨질적얀 삶 잔체 (天 F;2팎)가 있꺼1 펀디. 

그1"1 니 갓이디-JF 료는- 바의 〈걷흉싫)， <춰셨，〉 1l7) 라고 < E:I J점事짜)， 用)，

먼끼· 1-=-1 단펴 떼문에 성격 Ffi生의 아것은 정체적 얀 것이 이니고 

가는 사건 (生生所有事) 이 피 . 

性으} 

근펀:하기 띠} 둔이， t~ 

이것은 〈實事〉아 다‘ 1181 

관 때 얀간의 캄성적 가능-과 이상적 기능운- EL두 1딸파에 λ} 

c. 1 킷은 1'1에 전개되어 

()핏뿜;)라띤 

이런게 
oL 
~1)_~ 

이성착 기능은 。1 것을 초원해 λ} 玄妙한 새끼쿄- 니기는 것이 

f꽃품f 안에사 寶-事휠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 ε];츠)아 τ1. 

판된다. 

문제 (랬깝哲學의 구1 각-깎 ) (3) 認識과 寶體의 

산간 

칭힌작 인식펴J따l 

맛이→ 넌이켈 IIjl，만 

心이1 ;살서이카보 히지만， 

기본적 언식 대상은 선전적 ]띤이바， 

;之쩌n은 그가 〈本폈處〉라고 하는 내띤에서의 

객관걱 理는 사뭔。1 주지에 있어사의 

작으로 내재딴다. 

익l식 ;ι1→ 

안1 니 음- 우1 젠 하나 91 G댄1댄) 011 으1 연식은 내작 캠→오1 작 갖는다. 이 의 "'1 탄 

관파헤다. 파정에 

!'j ~Il 엔식에 
기
 니
 
1 
J 

J 

υ
 

1 -
J 

낀
 

t1 천낌 이려한 얀삭흔의 의도는-비주] g:~\~룹에게 

1만간파는 핀잔~\~1. 欲어1 의히1 경현작 영역윤 젤싹짓고 7.;1 약하는 킷이며， 

二1 단l 나 그에 꾀하띤 빈 현섣에 대해 잔랴의 전디}성윤 주장하논 갓이다. 
。1

킷、 J‘ τFí풍펴;;4;〕 ” 이 띠 

인간응→ 휴일 ::.!-"" 있는-(不있U과판 

얀낀다. (lJ- (‘:; ~I 、1
↓니 ~•- L'. 천학의 기초(本)가 되지 

‘·本을 상잘한 주자갤학은 

화파는 딩썼、이야만로 이제 

려한 입장에사 온다띤， 

“인간의 性윤 분벨하지 못했기 매문에 

전화이 펜 것 이 다 1191 주자깥학이 땐필 71 초LjL 하 꺼 페
 

r 
1 꾀

 
1 I씨能殺人)” 

사섣은 그릇펀 것 (似fj'펴1"") 이 다 120) 그다 냐 ]핀71- 실 끽1 

속하고 있 숫11 ò 1 。 ζ';IT öll 
I 1그 i눈 치‘ "1 l;. T카 ;자 

• A • 1 -, 돌리기 때푼이11， 않는 이유룹 氣에 

‘완바른 것 갇치만， 

되지 

117) 載震굶子:추:義i혀i證J ， pp.174, 195 , 217. 

118) 前揚폼， p.174. 
119) 前揚펌， p.15"1. 
120) 했펀， ["편 i3j댄士允初펼J ， }J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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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民〉에채 졸떤마. 그리i 사 “행플 말하고 씨플 r단하고 學을 말한지라 

도 亂德으로 귀켈펜다‘’ 121)는 것이다. 물흔 주자어1 있어 理는 善한 것이 

고 그의 전핵-도 강한 설잔적 경 향을 갖는다. 그걱 냐 했뜰에 의 하면 그 

것이 “生칩꺼평판 머리는 갓”으로 구1직되는 한， “상은 뿔올- 귀하게 에 

기는 깃이 이냐디 "122) 비록 깨德윤 관한다 깐치라_'L. <對텅머言〉이 아니 

기 ,,1] 문에 民어l 게 작 합한 펀 리 (냐 1 Jl표) 가 뀐 수 엠、 다 :23) 

찾파깜은- 이 러 한 찰 팍끌 *代 이 페 로 λ}란-닫윤 j?kJrR시 켜 왔고 학자휠- 敗

꽤하는 갓으로 규갱하고， 시1펴운 독립적 사고쥔- 측구한다. “뜻이 전 21 룹 

뜯는 데 있다떤， 벤드시 모빙-해서는 얀펀 E;(J志、存聞道必?.;gJ升依댐‘).” l24) 

바로 이 독립작 사고의 기초가 ( ri:l 然〉에 속하는 댐의 〈템>， <欲〉이고， 

이깃플 표현하고 았는 民의 현션적 성황(휩댐 • 物附)이다. 진정한 젤전 

걱 원더는 이 事情에의 부단한 이성걱 자유-와 분별(恩， 別)에 11 거한 

다<多쩡而짧)， <權度事情〉， 〈E5l끊〉， 〈 jlr탤:>， <:辯察事情而?h:;〉， 〈接궁二 

事物1> 틈익 말플은 모두 이 러 한 과정 윤 의 미 한디 125} 이 향외 적 이 고 후 

견직인 연식꾀정은 朱子에게는 〈外l띤> 2]-든 경고으1 대쟁이 되지만 y패펴 

야]개는:r1J:l파 객관성윤 팩보하는 빙 1닙。] 펀다. 주지에게는 理의 객관성 

과 권위는- 5lii命에 의히지만 웹펀얘거]는 객판책 한싣에의 통잔에서 객관 

쟁이 확보띈다. 객관성이 확보꽉 매， 오감기- 없는〔不翊， 無差핏， 不쩍 

하) 원리기- 된다 126) 이것아 팩득뭔 펴1 心꺼 I는 〈不廠〉의 〈明) 0] 되어 

事物에 나아가(應事物) 그것을 사풀어] ‘j잣며〉한 수 있는 힘윤 얻게 펀 

다 127) 致PI:l이란 선진적 원리의 자맹한 직관에 의데 사룹에로 한해-는 것 

이 이니라， 시-플에서 나와 사묻이l 로 렌하는 것이다， ò] 펠 띠1 만이 웬려 

121~ 했표0 ， ['장뭘Z進士允初판J ， p.230. 
122; 前펴띔è ， p.243. 
123) 前휩띈， p.232. 
12.1) 했칩， r與某판J ， p.253. 
125) 했파， ['굶子字義껴i證 J ， pp.210, 21>1. r原휩J ， p .. 40. 
126) 체챔띈， pp.63 , 93 , 210. 
127) 테 펴펀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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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에로 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관 가지게 펀다는 것이다. 이러 

한 임장을 그는 「돼易」윤 인옹하여 받힌다. “이폰에 정몽하여 신묘한 

경치에 이르게 되면 智는 만불을 j느-응하고， 二L 이댐은 세계품 구원한 

다(精義入神점1周젠萬物， 道濟天T.)"128)

이에 만히1 세계파 둔제해결의 렌리가 렐 수 없는 것판 〈意묘) 129) 이라 

고 한다. 이갓은 객관작 근거가 없기 때문애 새계에 작정-랬플때 오히려 

해판 초211 하는 염민의 주관걱 견해이다. 그갓온 〈私〉의 엽장에서 나온 

것이다. 폐낌응 싱í'j 학의 天理가 바쿄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朱子는 

“心具댔理， 應휩팎”의 엽장이기 때둔에 1면는 사블에 연원하는 것이 아내 

고 따라서 사물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3:陽~의 염창도 그것이 

아무리 自明하게 인식된다고 한지라도 시징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틀 

은 객관걱 ￡곁에는 가허져 (廠) 있다. 겸괴는 많에게 파헤가 꼴아간다. 

그는 객관적 떤섣에 러한 언식음 토대로 렌질문재릉 해견한 것원 주 

장판 뿐만 이→니다， 운~cl 학적 측면에시도 과펀적 원리블 인직할 것을 주 

장한디. 쉰 리작 ]포는 “나의 〈情←〉으쿄 Fl 인의 {핍을 ;1 이려쓴 것〈以때之 
1따짧人;Et펴)"에 서 나온마 130’ 이 러 한1 ‘以情훌쩍情〉에 섹 터1 템은- 그 〈平〉

융 획득한다 131) 즉 ↑핑은 만인에쿄 확대띈다. 그래 사 〈했〉。1 만 心의 〈}7천 

시、〉록부다 〈據大)， <텀味〉로부터 〈디뎌察〉에로으<짧充〉이 다 :.:J2) 이 搬充

펀 ↑밤이 〈情之不~失〉로사의 〈IIF〉이다 133) 따라서 理만 보편작 인칭싸 

서 나온 브편적으로 직용가능한 템아다. 01 것이 바로 〈仁〉야다. 짧 (그 

는 쪼、딩라고도 한다)에 의폐 인간은 〈懷生뿔死〉의 〈常情〉을 가지고 있음 

올 얀다 134) 仁이 란 이 常情의 요구 〔欲) 에 대 응하는 71.치 이 다. 그러 묘 

128) 폈찮， r굶子추뒀i流證J ， p.21O. 
129) 前根휩， p.71. 

130) 前握뿔， p.63. 
131) 前獨書， p.64 ‘ 

132) 前揚書， p.80 , 

133) 前喝펀 , p.63 
134~' 前周팎， p.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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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간의 病이 변함이 없는 딴， 理는 샤람이면 누구나 인강찬 수 있는 

t1二
• 〈心之所同然者〉이 다. 누구니 동강활 수 있는 갓， 〈끗下之大共)úJ 며 ? 

휴은 〈常〉이 다 135) 〈不易츠則〉 않는 〈不可易之則)，한 시대에 구애받지 

理는 〈必、然〉이 마 13G) 그러 나 펜는 惜 • 欲이 라는 〈自然〉이라한 의 nl 에서 

그것을 완성 할 수 있는 것 (適完其틴 그래서 에 (11폐해 서 나온 갓이고， 

뻐
 

& <띄 然之極致〉이 다 138) 그러므르 理는 〈自然之極 fUJ> 이며 然)이 다l:17I 

“生養之“}핀듀련， 存乎欲者”며 아니고， 핀기하는 갓이 는- 초월작얀 것에 

道， 存乎欲者" 01 다1:19) 

인간에게 다가오띤 사윤이1 휩쓸려 뜯어가-는 것 그랴나 주자는 사붙이 

주장한다. 지배함 것을 C1t勳)이 두려워샤 先天的 理에 의거하여 物윤 

〈大짧L之道〉 

老， 빼. 

피}도71 아니 다. 오히 려 

뭘"띤， 꾀， P차病， 

이것은 物에 척옹꽉는 올바른 

왜 냐히 띤 그러 만→ 사붉관은 〈弱，

그러나 

가 된다 140) 

속하는 시 간플의 情《을 <&져단而思〉하치 

理플 

뀐rr獨〉과 〈下之人 E뮤지흰， 끼농者〉에 

옷하는 돼도를 낳기 매문이마 141 ，' 띠고1-서 상리핵은 “情을 버리브 

구한 것(舍情求理)이딱”， 이 펠는 “주펀작으프 판만한〔其뼈千心)‘’ 〈意

탬〉파 다→릎 바 없마 1421 성라 꽉이 도다펀만음 모두 허위적 캉m펀에게는-

그 내섣을 바←꾼 것(假훗t名 먼 c규 이릎윤 홉의 그것은 언 도덕판단이다. 

òj.조느 T-t l -t:l) 
1-0" -1.• -1 ‘ 而易챈헬)에 지나지 

보펀작 맴착윤 ;분리셜은 갱헝에셔 인끽돈과 이상에까와 갇r:. 1 했칩의 

그러냐 이것으로 

갓을 꽉객으갚 산는 것은 이니다. 오히려 

의가한디는 생각~완 기치기1 한다. 찾는 과학작 1깐년에 

블라걱 치-앤볍끽플 

135) 勳칩， r굶-子字꿇꾀L~전J ， p.9:3. 
1::;6) 前獨탑， p.93. 
137) 때根펄， p.ll1. 

138) 前獨휩， p.174. r原웰」‘ P ‘ 15. 
139) 戰震， 1原善J ， p.15 ‘ 

140) 藏雲， 1효子字義m펀」 ‘ p.61 
141) 前抱폼， p.64. 
142) 前揚펄， p.71. 

1<13) 파힘’， r答효;;jfft土允初판J ， p.246. 

만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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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학직 방1캡을 인생문제에 적용" 144) 한다. 物情의 인식에서 나온 

원리도 다시 物情에 적용되에 物윤 완성해야 하는 엘종의 善의 성격을 

카지너， 1따人에 향한 상상력에 의거한 웬리도 仁이라논 펀딴 가치이박， 

세계에 작용되어야 한다. 그의 방법은 설전문제 해결의 방볍이다. 그려 

무톡 〈見聞之知〉는 〈德、性之쩌J)어l 로 접 약되며， <첩t>는 〈많〉으로 수렴한 

다14-5) 여 기 서 의 〈智〉는 〈쩌]之極其量〉으후자 의 완성 된 ~ïl판 말판다 145) 

관맨위한 지식은 일정한 원리로 칩약되어 완성되고， 이 윈리는 질꺼1 적 

으로 적 용되 어 야 한다. 이 러 한 의 미 “始條理者} 땀I之事也， **條理者‘

聖;<::事也" 1-17) 이 다. 작용은 질천을 매개로 하는바， 지식쓴 〈行〉의 섣재 

적 완성에셔 끝난다. 이것이 윷때震哲學의 귀착점이차 목표이다. 

그리하여 그는 〈功〉의 개념을 중시한다 148) 功은 道플 딴잔하 구현함 

(盡道) 이1 의 해 가농한 것이 고， 天의 理가 아니 라 人之理플 다하는(盡千 

人;<::理) 더1 서 상취된마 149) 여기에 〈集大成〉으로사의 〈뿔人Z事〉기 있 

게 왼다 150) 

주자에게도 외적 세계의 완성이괴는 뿔人Z푸i.기 있마. 그러니 이것은 

〈存天理滅人欲〉윤 전제한 역사전회익 제약관 반고 선귀찬다.m 이천의 

르.代에는 7~J:밍에 끽해 객관적 찰서가 수밤퍼었다. 그다나 그후 〈人欲〉

에 의해 결서는 피과되고 人欲과 人欲의 두갱에 의해 믹시가 재멋대로 

판?，-1 왔다. 人欲의 확산이 역사의 원동력이다. 그에 의하만 이 재맛내 

로 t광항:없이 흐르는 역사는 天理에 의히1 제약되어 정지되고 안청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엽정취의 선결조건이 바료 〈主敬存理〉야고， 쿄육은 꽁 

해 많으효 하어 금 <:;밝盡人欲， 復盡天理〉하도폭 해 야 한티 . 그리 하떤 

114) 폐週， ["짧東原的 哲學J， p.77. 
143) 誠震， ["굶子字義표L證J ， p.61. 
146) 前揚폼， p.135. 
147) 前揚뿔， p.61. 

148) 했震， I原善J ， p.20. 
149) 載震， ["굶子字義젊證J ， p. 9.3. 

150) 前根펀，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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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히 세계는 天理에 종4，:.도] 아 두주f\;가 호1 꼭되 고， 몇AZ휩가 상 취 띈 다 

는 깃이다. 

그려냐 就震에 의하띤 분처1 는 人欲의 확산에 있논 것이 아니고， 人欲

이 재워지지 않는데 있리. 그라므로 문제해결은 승1 초에 주어진 킷<天 

]필〉의 책뷰(復착初)에 있는 깃이 아니고， 〈天下‘ r人〉으l 〈天下之欲〉윤 

이 해 하는 〈感通之道〉의 호}간 에 。1 T •1. 151) 
hκ -, 이 이1 과 해 〈逢人Z↑럼， 援人之

欲)102) 이 기 응하다. 

그 〈功〉이 있거l 놔고， 

達'n듀 j갖欲。1 만전히 이루싹 설 마， 얀간의 

61 功애 으1 ;,;,1 쩍1는 정 댄띤 지 식 이 먼 다. 

77)의 펌人;?-事가 바로 이 칩1까1ξ] 뜸엘이다. 

여 기 사 I받면\ (lG30r、-’ 1704) 의 p1- _6~→ 
묘그 상71 한 펠요기→ 있다. 그에 

〈讀性〉파 〈편功〉은 통얄되어야 하는바， 〈폈E;Z떨〉은 시싣상 

〈젠1〉는 

〈←→以휠ι 

의히띤 

/간:~-θ 
\./'- L.J./'~一

學〉이다. 왜냐하띤 동일(一)을 싱산하r넌 나마자 만(깎)도 상섣하기 띠l 

사설 성므l 학은 내띤을 뿜로 하기 때푼얘 줬己之學으로 경도 

수 있논 조건윤 갖추고 있으"1 섣제료 그캔、딘 갓이다. 

푼이 다 153) 

된 

긴파파은: 01 갓 윤 天下외- I딘 됐펀

셈얘 의해 그 실제적 상코l 픔 

객러시키는- 갓으j뜨 보고， 感週어1 의한 

。、 투 고지→ 랬 다. 나 이 가 7는 이 X~o1 /:::01칸 
‘.J T:프 \:!ÌÌl:' 

週)의 가등성 (ñ~뿔;훤)의 죄으긴으로샤 〈淑;〉 1끼 산 〈펀〉을 맏낀깐다 15 1.) (J&앨버 

←→源)9~ 71-능조건이 敬。l 각띤， 점IυJ)'ô'-미 가능조깐은 튼힘이다. 

이상의 논의 에 서 파다핀댄윤 다음과 깐이 간단τ1 딴향 수 있다. 

宇밖으] 약몽적 운동에 의해 人問싼이 존재한다. 인깐정에 

련질적얀 삶σ1 펠처진마. 체..Q.서의 

칠적 삶응 위한 띈펙플 장결능헨다. 

인간은 

이 원리으1 

지산의 인간상에 

션떤에 의해 

의해 전 

의허} 란 

구치l 적 편 

질은 완성된다. 이에 따라 전통작 기 치블(칩 판킹) 61 유기척 F，'~ 61 
-0 '2.. 

윤 이루거1 꾀고， 。 ζ i서1 

T기→-"'t 상통하고 있는 인간파 지←호]의 

151) 滅뚫， r굶子宇義統證J. p.99. r原善」 pp. ] 3, 13. 
152) 前揚펀， p.167. 
153) i판짧， 「?션합- , 候外應，
154) 했깜‘ 「굶子字義祝諾J ， 

「냐1國思/샌通벚시 재 s --7~1. p‘ 317. 
p.179. 

유71 척 통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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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다. 

맺는 말(폈핍에 매 한 評웹〕 6. 

(1) 전체적 평가 

및 경힘 

1.::: 
E 

ζL 

꼭까와 실건의 경행상 

z! 인식의 강조판 관 수 있다. 이딘 먼에시 그는 당시 서양으록부텍 

어온 경힘과학의 띤향에 크게 고푸퍼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깃이다. 

리나 그의 경힘의 강조는 보다 ←간판직인 푼제의식에 -2}해뇌어 있다. 

싣끼。11 의 그이 끼1 계에서 우리는 깅한 

문제외→ 

이 에 대 렌 l”mlg바jk치(디Ifo쉐F 

이 E랴1 한 꾼치제1 는 。이1 11바1 f:J);明l셔바lμ↑代t의 드E陽1m 左派~←고 -윤리는 갓洲學派의 시 싱 

파 짜林댄ìJKε1 시싱에사 이미 반영뇌고 있었다. 전지는 jj의 준치1 적 지→ 

학자플의 섣제와 질전에록의 

E낭의 무각펀 있는 농만반란애서 일어나고 것단 바로 비J末부티 

E 
• E 괜

 면
ι
 
이
카
 

이
 

땀
 

“ 
나타니고 있다. 

의미가 있다. 

경 행=정이 

강조하고， 후자는 

강조한다. 꾀띔의 결학에서 이 두 가지 

켠지에서 드떼라 (De Bary) 의 다음과 

각파 떤대성판 

갇은 지직관 

않을지라도， 인정하지 은혜플 明의 경 향은 ...... 자신이 반 형이상학적 

明의 末과의 관계와 같이 消은 그의 선배에 후계자이다. 직점적 明의 

/.- 。
--L:"τ0-공격한다. 淸은 明의 것을 가르쳤떤 게서， 후이 룹만족스렵다고 

문제의식은 이러한 연관성뿐만 아니라 랬震의 

이러한 면에서 “그는 이미 

씻 었다" 155) 

孔子 • 굶子의 천통척 의식이다. 

물에 빼
 
꺼
 

넘어설 준바가 되어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실천에의 강조는 

漢學이라고 

문제플 그러한 있었떤 것" 156) 이마， 考i5짤學을 

의가하여 

하는 

氣에 

“氣一元論을 주장하는 {需學者의 질제 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발전에 ;펀저힌 경험주의 

155) De Bary, Self and Society iη Miηg Thought , p.24. 
156) H.G. Creel, Chinese thought , r中國思7댐의 理解J ，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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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한 관섬에셔 7} 이니바 j니→헬， 근본적으로는 統i넘。n 대한 천통유가작 

그 구치l 작 내용을 발견한다" 157) 관섣의 치배냐}에사 

01 렇게 판 폐 그는 천저한 잔통주의자도 이니고 전헤 새프운 사싱가 

도 아니다. 그려묘로 위팅 뚜(Wei-Ming Tu) 이 피이펀의 선배 願元에게 

그애 게 도 ;끽 용할 수 있 을 것 아 다 151:::;' 행딴 평가판 

운 공작했다는 

~~~~딛은 程朱의 잔장 

오류에서 따내 구 의비에셔만- 꽉명적이다. 그는 시띤의 

체적 객관에 룹아갔다는 의마에서만 과학적 갱신파 

수동생플 부정했다는 파비에서만 행동가이다. 

구펀자이다. 
L ,.é•-•-L. 

그는싣잔의 

조했다는 의"']에 λ1 만 띈u펴主義者야마. 그는 연간으1 자연적 

섣헨의 기초라는 의 0] 에서만→ 질저}콘지- (realist) 이다. 

。 요서우 7J
τT "-ò----ô 2. 

관생이 자기 

그박나 그는 핵벙적이 아나다. 왜냐하r넌 유가걱 천풍의 겨관작얀 정 

신작 가치플 신로!하기 때문이다. 그는 과학응효자도 아니다. 왜나하띤 

자연힌상에 대한 순수한 지척 이히1 플 원한 것아 이니기 μ1] 문이다. 그는 

행동가도 아나다. 왜냐하면 전똥적 가치에 대힌 지적 。1 해룹 강조하거 

때븐이다. 그는 섣용주익자도 실제폰자도 이니마. 까치의 절 

대성과 그 유기적 통일올 강조하논 관념론작인 

왜니:하띤 

망쟁이]로 귀결되 71 때문 

이다. 

이와같은 캠가에 의한다띤 •, '-이:한(Jl ~ZL~主義-者‘ (reformist) 이 다. 

(2) 세부적 평가 

CD 그의 理는 不可易으1 법객이고， 이것의 기초안 情응 常情이다， :l 

래서 理는 만엔에케 척용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마. 그역내 이 

러 한 추상적 생 각은 그의 生生하는 구체 적 事↑품의 강 조에 도 불구하고 

인깐의 역사적 변화를 잘지히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의 언간은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현실과의 관계에 

157) De Bary, Self and Society in }，{iπg Thought , p.23. 
158) W ei -Ming Tu, Yen YLian , “Iηηer Experieηce 10 Liνed 

The Unfolding of Neo-Coηfucianisη1 ， pp.534 • 535. 

있는 생동하 

Concrete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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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저 있는 확정펀 연간이다. 

으록 복장al1 치 가-는 역사륜 어떻게 인간화한 수 

이 문제의 히1 켈을 위해서는 먼지 역사와 관계 

인간이다. 엠원한 추상화된 는
 

이
 샤
 

그것과 분라뇌어 는 인간이 아니고， 

이러한 연간관으로 점증적 이것은 이띠 
l_L L • 

l~i '"c"' 있늠기-가 푼제로 

맺고 있는 역샤적으 

견지 이런 할 것이디. 선행되어야 분석이 대한 엔간에 :;:~ λLτ7 이 ]二
-그- 표」→ λ‘ L 

재단된 너무 작게 ]]1 해 가대한 익사에 관다띤， 꾀퍼의 人間臨은 에서 

갓이디. 

그러나 여거시 L깐영이다. l.,\!; i止으l (잊 그의 f되는 l강의 精 • 欲으로서 의 

광대한民을 民은 반영의 재료이고 힘子는 01 갓길 만영파는 키울아다. 

갈망하는 족
 

j -
-
τ
 

걷는이 ;; 1-고， 댐은 欲의 이끄는 웬리의 주차1 는 죄子에거l 

下이것은 단지 

객 채 이 다 (細합짜其欲， 띔子得其 仁) . 159 

그가 u1 폭 上Z人융 비 난하고 F之人을 징 후하지 만 

의 챔 • 欲을 매개쿄 하1 시일 뿐이고， 많을 ji닥직 무→상시칸 

것은 이니다. nj-라서 그도 君子之治의 전풍에 있으펴， 천子之治플 〈本

諸함〉이라 하。1 비판하고 〈以人治Á)며 〈自治〉룹 주장한1;;0) 李웰(1527 

"-'1602) 의 생각에 비해 펠씬 후퇴한- 낌을 주고 있매. 

그에 게 는 天下之人에 대 한 仁과 신분쉰<'1 기→ 

:t體로까지 

공존힌- 수 있였 따라서 

-. 
{ 이에 의해 

〈限制〉가 주어지고 자신의 한계 안에서 직무블 다해야 한다. 이러할 때 

禮가 성 취 되 고， 이 플 위 해 〈禮敎〉가 필요하다 16 1) 이 렇게 본다맨 

民의 강조도 民本이 라고 할 수드 있S나， 民權에까지 이르지 

그의 

못한 갓이 

모든 얀간은 上下尊庫.의 다. 컴命은 이걱 JL 철대적이며， 

이미 

칠학 

자각하지 못한 것이다. 

주장하였￡마， 

피해를 보다 철저히 

역량을 

의한民의 고， 펌에 

당시의 f깊은 자신의 정치적 明末i펌 ~>TJ부터 

해 버렀던 것이다. 

159) 數震， I原善J ， p.46. 
160) 李寶， I李a::文集」 , 候外盧， I中國思想通史」에 서 재 엽 용， 저H 권 , p. 1073. 
161) 했震， I굶子字義流證J ， pp.187 , 184, 191. 

은저로 처리 

목표인 智와 功의 

도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했찮은 이 문제블 欲의 

과연 이러한 천학으혹 자신의 조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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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안간파 세게와의 동알아 갈등없。1 01 프켜 칠 수 있달 지가 으〕푼 

이다. 

딩〕 그으| 꽤는 끗下츠大잭으jL샤 추상삭 인 갓 이 고 신분}단리 와 공존한 

다. 믹스 웨터1 (Mux Webel')이l 의하변 個家의 강제에 대한 대도는 모 

듬 신분쉰-리에 있역사와 갚。1 消씹으] 문자었지 했勳의 문제는 아니었 

다 162) 시섣 고다1 유가는 생산둔채는 治j녘의 仁 • 줬에 의한 분매의 문제 

료 생각히였만 갓이다. 그것은 사꾀운리과 둔711 01 였다. 쉰랴의 경제와 

의 관계는 낀 산윤과 생산자에 대한 끽점텐 판리의 문지1 였다. 바로 이 

침에 대해 따~I'子는 샘컨‘는 〈勞>둡 도의시 핀으같씨 짧픔 딴하니， 진창 

힌-，짧판 팎지 않고 권시]이↑ 꽉좀하는 (:?I‘펀Jt갔， J]덩jt팽) ，슴， ，묘퍼1 (i딩)파고 

Bl 판습1 댔 다 1li3.1 이 라 한 워} 버 외- 韓01，子의 ,J 1 j신 븐 꺼 지과 s운머 릎심 토할 

띠1]， 유가에 대한 많은 반성의 여지힐- 둔마. 

그려나 그들의 1"1 판이 폐품에게 ;i} 중한다고 끌 수는 없융 것。1 다. 왜 

냐하띤 그는 인간의 물질작 욕구륜 가치되 작극직인 기초프로 삼으며， 그 

것으] 충족」을 포색하기 때문이다. 二l라나 그의 3먼는 추상적이고? 그잉 반 

볍도實事에서 문제를 해겸해야 한다는 추상걱얀 방볍일 뿐이다. 따라서 

생산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보다 구치l 걱인 운리책 가치의 제시와 그 

구체적 1용볍의 제시가 결여되였마. 이던 변에 꺼 그도 워1 버나 韓非子의 

넙l 판의 표척에서 완전히 랫어났다고 할 수는 없윤 것이다. 

그에 의하면 당시의 몽은 정치 • 경제걱 이유로 動搖하고 있였고， 성리 

학은 이에 적절히 태응할 수 있는 학문이 펀 수 없댔다. 이에 대해 그 

는 도덕적 책임강융 기지고 人間의 〈상호믿대성 (interdependence) > 164) 에 
있어서의 〈조화 (harmony))와 가치와 현섣의 똥영에 의거한 人間과 世

162) Max \Veber , Konfuziallismus μηd Taoísmμs ， The Religion of Chiηα， 

李敎寧역 , I fj펌數외 ;홉敎j ， I딸界의 大댄、想〈각스워1 버 )j p.496. 
163) I韓非子j ， 五뚫篇. 

164) Munro와 Metzger는 이 것 을 서 양의 lndi vidua lism파 견 젠 피 기 어 펴 운 뚱 

국각 득생 ξ~s.. 주목히 고 있디 , 



朱子의 한계 를 통해 본 했震의 批判的 哲學 ( 189 J 

界의 〈츰셰걱 봉알)165)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기초를 氣어1 

둔 만큼， 그는 성리학보다는 펠씬 낙관적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정리학을 ‘批斷港總演以뿔至子海也〔불깊이 막한 곳과 연못에 배플 띄워 

바다에 이르기블 바란다) "166) 로1 비유하였다. 그러나 이더한 B] 판은 바 

후 二L에게도 걱응될 것아다. 앞에서 간단헤 검도해 관 것과 같이 그러 

한 쉰학으로치는 그도 도도히 흐르는 民의 물결을 그저 바략 보아야만 

하었;τ， 그밖의 과제는 다시 일새기 뒤로 미루어컸다. 

載震， 효효子t한강풍f~fßl. 

載찮， 原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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