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픽 (朱熹)외 ~.6"곽 私
-漢口雄三의 주회 公·私관비판적 검토-

권향숙

(서울대)

1 . 미조구찌 유조의 시각
‘公’과 ‘私’를 ‘사회’와 ‘개인’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아시아적 ‘근대’
를 찾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미조구찌 유조(購口雄三:

1932-)

[이하 ‘미조구찌’라 칭함]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경제

성장의 원인을 집단 규융이나 동질성에 대한 중시 둥에서 찾는 서방
에서 비롯된 시각을 반대한다. 특히 유학의 萬物-體 사상 둥이 집단
성의 기반이고 경제 발전의 동인이 되었다는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
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서구 중심의 ‘근대’를 해체하고 아시아적

근대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1) 1995년에 출간된 그의 저
서 『中固 η 公 k 私』는 제 2 차 세계대전 후 일본 역사학계의 관심， 즉
유럽에 뒤지지 않는 아시아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중국 -칼 말스가
제시한 역사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주의를 서양에 앞서 이미 이룩한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을 모텔로 하여 아시아적 근대를 규명하려는
노력의 연장선 위에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시마다 겐지(島田度次)의 『中固 1: 쉰 !tG 近代思
維σ) 控折』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유교적 규범으로서의 사회
라는 툴을 허무는 ‘개인의 자립’을 ‘근대 시민의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에서 이러한 흐름은 왕양명， 태주학파， 이탁오로 이어진다고 보

았다. 특히 ‘宋明理學의 관념적인 구속’과는 달리 ‘개인’과 ‘자유’， ‘욕

1) 1998년 9월에 있었던 ‘아시아적 가치’ 국제 심포지엄에서.<중앙일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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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긍정적으로 확충한다는 점에서 이탁오를 중국 근대적 사유의

근간이라고 하고 그의 죽음을 근대 사유의 좌절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시마다의 견해를 미조구찌는 중국에 서구식 근대의 틀을
적용했던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天理’의 전개 속에서 중
국 독자적인 근대의 요소를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시마다의 시
대에

있어서 중국적

독자성이란 정체나 후진을 의미하는 아시아적

특수성을 말하는 것이었으며

시마다가 말하는 ‘근대’는 ‘천(天)’과 ‘인

(人)’의 분열과 대립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서구적 ‘근대’인데 그것
을 중국에 적용하여 天理적 ‘사회’에 대한 ‘ A欲적 인간의 자립’， 외적
규범에 대한 내적 인간자연의 자립

사회[公]에 대한 개인[私]의 자립

둥을 대립적으로 보았다고 비판한다. 반면 엄복， 강유위에 있어서 ‘천

리’는 자유와 평등으로 간주되고， 손문의 경우 삼민주의가 公理로， 이
대조의 경우 혁명의 추세가 理의 힘으로 간주되는 등 천리는 사회적

당위를 주도하는 현실적 영향력을 수반하면서 생생하게 존재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2) 미조구찌는 이탁오가 말한 욕망 긍정이 천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천리에 내재한 것이라는 점에서 天理에 대한 새
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며

이러한 理觀은 명말 청초 시기 대진에게

서 질적 변화를 거치면서 손문의 ‘公理’로 계승되고， 중국 사회주의
사상 즉 모태동의 인민주의로 계숭되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탁오식의 근대적 사유는 청말 공화적 질서의 원리로 전환된 것이지
좌절된 것이 아니며， 천리의 질적 전환과 그 전개가 중국적 근대의

독자성 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중국적 ‘근대’의 독자성을 해명하기 위해 중국 철학자들이

사용한 公 · 私개념을 철학사의 맥락에서 규명한 것이

『中固η 公 ε

私』이다. 그는 일본에서 ‘公(오오야케)’이 국가나 정부 등 지배기구를

의미하고， ‘私(와타쿠시)’가 개인을 의미하는 등， ‘공 · 사’가 영역적 의
미로 고정된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그것이 윤리적 가치 기준에 따
라 ‘선 • 악’， ‘正 • 不正’의 모순 관계로 쓰이고 있으며 그 윤리성은 통

2)

미조구찌 유조 [김용천 옮김]， r 중국 전근대 사상의 굴절과 천개 J( 통과 서，

1999) ,

4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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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通時)적으로나 공시(共時)적으로 균일하면서 타당한 보편성을 갖
는다고 한다. 윤리적 기준에 의해 ‘公’이 긍정적으로， ‘私’가 부정적으

로 간주되어 公깨념이 가치적인 우위률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치
가 정치적 지배영역에도 영향올 끼쳐 지배기구는 그 자체가 공명정
대함(公)으로 인정되고 통치에서는 군주 한 사람의 덕성이 강조되었

다고 한다. 송대에 와서는 공 • 사 개념이 천리 · 인욕개념과 결부되면
서 그 이전에 군주 한 사랍의 정치적 덕성으로 수렴되던 공 개념이

보편적인 인간 일반(실질적으로는 사대부 중심)으로 확장되었다고 한
다. 특히 그는 대진의 철학이 인욕을 천리의 내재화로써 긍정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중국적 근대를 해명해 주는 것이며 그러한 경향
은 송대 철학 전반에 수용되던 보편적 이념이었다고 간주한다.

그런데 미조구찌의 연구 시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公 · 私 개념
을 ‘사회적 규범’과 ‘개인’이라는 구도로써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공적 사회와 사적 개인이라는 영역적 의미로 통
용되어 왔기 때문에 공과 사를 사회와 개인이라는 구도로 적용할 수

있지만， 중국 宋 • 明대의 철학자들의 경우 공 · 사 개념을 사용하는
철학자마다 그 의마에 차이가 있다. 우선 ‘私’가 ‘개인’으로서 ‘사회
공공[公]’과 상대되는 영역적인 의미로 쓰이기 위해서는 氣적인 생명
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것
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체의 私적인
욕구를 긍정하는 호굉(胡宏)이나 개체의 생존욕구를 자연의 理로 규
정한 대진(載震)의 경우에는 ‘私’가 단지 ‘삿된’， ‘사사로움’이라는 윤

리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던 데에서 벗어나 ‘욕망을 가진 개
인’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공 • 사’를 ‘사회 • 개인’의 구도로 해석해
도 무방하다.

그러나 적어도 주희(朱熹:

1130-1200) 의

철학에서는

‘공’과 ‘사’가 대조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사회와 개인’이라는 의미

가 아니라 ‘소통과 단절’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미조구찌는 주회의 공사개념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公과 仁’의
연관관계를 간단하게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3) 주희 시대 학자들의

3)

鷹口雄프(1앉)5)，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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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관심사였던 仁과 관련된 소통[通]의 사회철학이라는 맥락에서
주회의 공 • 사개념이 갖는 의미와 공헌을 찾아내지 못했다. 다만 주

회의 ‘公 • 私’관이 윤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해명하면서도 결국은 사
회와 개인이라는 기준을 여전히 주회의 공과 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

것은 그의 연구의 초점이， 첫째로는 인욕이 천리와 분리되지 않은 채
내재된 것이라는 점에서 서양과 다른 중국의 특정을 찾고 나아가 개
인의 물질욕을 사회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의

근대성의 시원을 찾

고， 둘째로는 중국의 사회주의화를 해명함에 있어서 공공대중을 天理
인 公과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4) 다
시 말해서 그는 중국에서의 ‘근대적’ 계기를 포착하려는 의도를 가지

고， 公 · 私 개념을 사용하는 주희 자신의 논리적 계기를 이해하려 하
기보다는 ‘사회와 개인’이라는 기준을 역사상 동일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II. 주회의 公과 私 -

관계적 소통과 단절

주회와 그 제자들의 대화 기록인 『朱子語類』에서 주희가 公 · 私
개념을 사회와 개인이라는 영역적 의미로서 언급한 예는 극히 드물
고， 공공적인 것과 삿됨이라는 윤리적 의미로써 공과 사를 구분한다.
주희는 한 개인에게서도 도덕적 소통의 경향을 ‘公’， 이기적 욕심에

이끌려서 천리에서나 인간관계에서 폐쇄적 성향을 갖는 것을 ‘私’로
규정한다. 주회에게서 公 개념은 천리의 속성으로서 공명정대함을 의
미하는 것인데 구체적 현실에서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서 사
회적 구성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갖는다. 반면， 私 개념
은 공동체와의 소통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기적인 자세로서， 은폐적
이며 인륜사회에서 관계적 소통을 막는 장애요인으로서 언급된다.
4) 미조구찌는 중국에서 근대적인 평등사상을 대진에게서 발견하고 그가 개체적

인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인정하는 중국 독자적인 ‘ common wealth' 를 제시
했다고 주장한다
購口雄프 (995) ， 2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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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공명정대함

『주자어류』에서 사용된 ‘公’은 남성 2 인칭을 지칭하거나 직위를 나
타내는 명사로 쓰인 것을 제외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첫째， 통치 조직 즉 조정이나 관청과 관련된 것

관가와 관련하여 ‘公事’는 관가에서 다루어진 공적인 사건이나 형
사상의 사건 [3:43] 올， 또한 공직에 있을 때의 일 [16:145] ， 공직 [43:21]
을 의미한다 5) 또한 조정에서 과거를 통하지 않고 관리를 뽑는 방법

인 公選， 公薦 [107:2] 의 용례에서 ‘公’은 ‘관청이나 조정과 관련된’의
의미이다. 이러한 용례는 公을 지배기구를 의미하던 『詩經』의 용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용례에서는 ‘公論’을 공직자가 공물을 사적으로 베푸는 것

인 사의(私意)， 사은(私恩)과 반대의 의미로 쓰는데 [107:1] ， 특히 “公
事는 公[공명정대]해야 할 뿐"[111:46] 이라고 하여， 公道와 私道를 분
리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강조한다[113:2]. 공직자가 따라야 할 도리
인， 공도란 구체적으로는 “국고의 것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것 "[106:11] ， 즉 ‘일정한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나아
가 ‘公法’은 “상벌이 [私적인 이익의 도구가 아닌， 또는 私欲이 배제
된] 통치기구[조정]의 공정성에서 나온다”는 의미 [44:83] 로 사용된다.
통치조직과 관련하여 公개념이 쓰일 때는 주로 다른 글자와 함께 사
용되는데， 이 때 ‘공 · 사’는 사회와 개인이라는 영역적 구분이 개입되

기보다는 ‘공공성’과 ‘사사로움’이라는 윤리적 가치 판단이 개입된다.
둘째， ‘대중적인’， ‘보편적인’， ‘상식의’， ‘일상의’
‘公’은 “대중공공”을 의미한다[126:16]. 예를 들어 ‘公道’는 “상식적

인[누구나 이해할만한] 도리”를[107:74] ， ‘公共’이란 ‘여러 사람과 함
께 하는’， 즉 ‘사회의’라는 의미이며 ‘공공의 도리’란 곧 ‘道’로서 “아

비 된 자는 자애롭고(父孫)， 아들 된 자는 효하고(子孝， 임금된 자는
어질고(君仁)， 신하된 자는 충성(멀忠)한다"[13:62] 둥 사회적

지위

역할의 덕목을 의미한다.

또한 주회는 公올 도리나 재화 둥 보편성을 띠는 것이라고도 한다

5) *

‘ [3:43]’은 『주자어류』에서 ‘권3’의 43번째 항목융 의미한다. 이하 같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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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4].

즉 주희가 ‘공’을 사용할 때 그것은 도리라는 관념적 실재

와 재화라는 물질 둘 다를 지칭하는 것이며

여기서 ‘공’은 단지 ‘보

편적인 것’의 의미로 쓰인다. 아울러 “공도(公道)가 행해진다”는 ‘보

편적 가치가 성취되어 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45:56].
주희에게서 천지자연의 도가 公개념과 관련될 때， 그것은 인간 사
회의 도(人道)로 유추되어 강조된다. 주희는 公을 天理 본연의 공정하

면서 보편적인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실의 맥락에서 볼 때， 그
것은 일상의 인륜 관계에서 이룩해야 할 도리로 파악한다[20:45，

46].

주희는 理→分珠의 논리를 公에 적용하여， 한편으로는 천리의 속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 현실에서 이룩해야할 덕목을 지칭하는 것이

라고 한다. 특히 仁개념과 公개념과의 연관에서 그 점은 두드러진다.
셋째， ‘공개적으로 드러난’， ‘공명정대한’
주회는 주렴계가 公을 動과 관련해서

이해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자연의 動靜 구조에서 공은 動에 해당하지만 인간에 있어서 ‘공은
바른 것이고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公是正無偏破)’'[94:

193] 라고 정의하여 일단 공을 천리자연의 공에서 인륜사회의 公개념
으로 유추하여 강조한다. 이 때 공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숨김 또는
은폐와 모순 개념으로 ‘훤히 드러남'[3:11] 을 의미한다. 훤히 드러남
의 속성은 平과 함께 쓰여 ‘公平’은 ‘누구에게나 평둥하게 적용되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3:1 1].
주희는 公을 “正하여 치우침이 없음”이라는 윤리적 의미로 정의한
다[94:193]. 이러한 공은 공명정대한(公明)의 의미로 유추된다[8:28].

특히 조정[지배기구]는 그 자체가 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가질 때 그것을 ‘공’이라 한다[44:132]. 조정은 그 기구의 존재 자체

로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함이라는 윤리성을 획득할 때에
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는 주희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조정에 대해서 당시 사회적으로 성장하던 독서층
및 사대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과 통치기구를 다 함축하는 公개념이 윤리적으로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포괄하면서 쓰인 몇몇 용례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다. 즉
‘공’은 ‘이익이나 혜태을 고르게 함’이라는 사회 분배적 정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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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함축한다[13 1:19].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개별자들의 이
익을 옹호하고 대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회가 말하는 공공은 정
치적 참여권올 가진 사회 구성원의 집합올 의미하는 현대적 의미의

그것은 아니다[117:59]. 다만 개인의 이기심과 그것의 집합으로서의
사회라는 구도에서는 이익과 혜택의 균둥한 분배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 개념의 설명에서 주희의 주된 관심은 물질
적

이해(利害)관계나 분배문제 자체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도덕성과

공명정대함이라는 도덕성의 사회적 확장에 집중되어 있다.

도덕 지향적 사회에서 인간의 관계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
관적이고 투명한 자세라고 한다. 주희는 意와 志에 대한 차이를 설명
하면서， ‘드러낸다’는 의미로 ‘公’을 사용하는데 [5:91] 여기서 은폐적
경향을 지닌 ‘意’보다는 드러낼 수 있는 의지를 나타내는 ‘志’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주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인간 사회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공의(공공적 정의)
를 가탁하여 사사로운 의도를 숨기려는 감추어진 사욕[1 36:51]이라고

보고 었다. 여기서 드러냄을 지향하는 公은 윤리적으로 긍정되고， 은
폐하는 속성을 갖는 私는 부정되었다.
이상의 용례에서 볼 때， ‘公’이 수식어와 함께 쓰이지 않고 단독으
로 쓰이거나 공 • 사가 대조적으로 쓰일 때， ‘공’의 의미는 ‘소통’올 함
축한다. 반면， ‘私’는 행위자로서의 개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지
향성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사회적(도덕적 관계성의) 소통으로 나아
가지 못하는 장애나 단절로 규정되어 가치적으로 부정된다.

2.

私 -

개체 지향성， 폐쇄적， 단절

주희는 ‘私’를 ‘법적인 유연성’ 즉 법의 엄격한 객관성에 대조되는
‘인간 주관적’의 의미로 쓰거나[108:53] ， ‘임의적으로 처리함'[108:54]

의 의미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펑하고 객관적이라는 의미의
公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부정적으로 간주한다.
公과 私가 영역적 의미로 사용된 예는 대략 두 가지이다. 여러 사

람과 함께 할 때， 또는 여러 사람과 관련된 ‘인륜 사회’롤 “公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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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면， 관계성이 없는 상태의 개별적인 때를 “私的”이라고 한다

[6:76]

“이익과 혜택이 고르면 公私가 편안하다"[131:19] 할 때 대중

공공과 개별자로 쓰일 때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조차 ‘私’는 자율적인
행위 주체나 책임의 담지자로서

성립되거나 사회적 소통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섬이나 물욕과 관련된 개인을 지칭한다.

公이 객관성과 통용 가능성을 의미한다면 私意는 폐쇄적이거나 혹은
공공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자기 관심사를 의미한다[1 1: 3 1]. 더욱이 자
기

관심사에

집착하는 것[私欲]은 객관성[大公]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하면서 주희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욕에 매
이는 행태를 지적한다[95:102].
주희가 私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자기 관심사에 한정되는

것과 자기

[16:143].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인 소통을 막기 때문이다
원래 私에 대한 정명도(程明道)의 규정은， 인간은 실제로

본래 천지만물과 일체이지만 개체에 집착하여 ‘나’라고 여기게 되면
서 마침내 ‘나’와 ‘세계’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하였다.6) 주희에 의하
면， 私는 개체의 자기 지향성， 즉 개체의 사사로움(己私)으로서 公과

는 함께 할 수 없으며 [16:143]， ‘자기의 사사로움(自私)’는 公[사회적
관계 지향성]에 장애 요인이며 [95:109] 결국 사회적 조화[化]를 막는
결과는 초래하며 [43:59] ， 나아가 대통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다.
至公大同之心이 없으면 私에 매이는 것을 변치 못한다 ... 사특
에 매였기 때문에 대동을 할 수가 없다.7)

이와 관련하여 ‘私意’가 의미하는 바도 ‘사사로운 생각’， ‘개인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생각’ [16:125] 즉 객관성을 결여한 생각을

의미하게 된다. 공평한 마음은 私와 분명히 구별되며 [72:15] ， 마음의
공과 사욕[13:3 1]， 사적인 견해(私見)와 지극히 공평한 것(至公)은 모

6)

풍우란， 517쪽.

7) 김[J無至公大同之心， 未免係於私， 故有홉 .. , 以其係於私睡， 而不能大同也 w朱
子語類~

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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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

나아가 주희는 사회적 관계맺음에 있어 사사로움이나 편견에 이끌
리지 않고 두루하는 것[周]을 公， 치우칩을 私라고 하며 [24:62] ， 관계

적 소통인 왕래를 공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소통을 막는 단절， 장애를
사로 규정한다[72:6，

8].

주희는 단절， 즉 부정적인 의미로서 개별화의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예가 불교와 노자라고 한다[17:33]. 주희에 의하면 불교는 공
공적인 사회에서의 타인과의 관계성올 떠남으로써 일상 공동체적인
소통[公]을 막기 때문에 자기 폐쇄적(私)이다. 주희는 空과 寶의 대
조를 통하여 사회적으로나 인륜적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결과가 없다
(空)는 점을 들어 불교를 비판하지만 그보다 우선 개체적 삶의 과정

에서 사회적 소통으로 확장되지 않고 공동체적 소통을 막는 폐쇄적
방향성 때문에 비판한다.
주희는 修己에서 治A으로 확장되어 가는 소통의 구조를 견지한
다.8) 자기에서 타자로 확장되어 가는 구도에서 사회적 소통을 실현
하는 행위자인 동시에 행위 결과의 책임자인 ‘자기’는 중요하다. 주희
철학에서 자율적 행위자는 ‘私’가 아니라 주로 ‘己’， 또는 ‘身’으로 표
현된다(ill-1 에서 자세히 언급함).

m.

미조구찌의 주희 公 · 私관 이해에 있어서 문제점

미조구찌 연구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우선， 주희가 말하는 극기의 목적이 과연 자기 구심적이고 자기 극복

이 그 지향점의 극점인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주희 철학에서 -己
內的으로 내재된 天理의 내용이 과연 욕망인가， 하는 점이며， 또한

8) 특히 주회는 송대 장횡거의 r 西銘」에서 제기된 만물일체와 f二의 연관에서 제
시된 자기와 타자와의 소통의 이념올 계숭한다. 주회에게서 소통의 문제는 天

理인 ‘公’과 함께 生生의 원리이면서 근원적 사랑인 ‘仁’과 그 확충을 의미하는
想개념과 연계적으로 언급된다 r 주회 철학에서 소통의 문제」는 필자의 다옵
연구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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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회가 말하는 신분질서와 인의예지와의 연결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
는가 하는 점이다.

1. 개체의 작위적인 의지(作意)나 능동성은 부정되는가?
미조구찌는 역사적 시간 구분을 철학에 적용하고 사회와 개인이라

는 구도에서

개인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간주된다고 하면서 주희의

철학이 중세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주희 철학에서 天理 仁이 규정
하는 신분질서 속에서는 인간 개체의 후천적인 작의(作意)나 능동성

이 거부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더욱이 ‘仁’은 ‘만물일체’와 같은 맥락
에 있으며 공공(公)성을 지향하는데， 理-이 강조되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개체는 부정된다고 주장한다.9)

미조구찌는 송대의 ‘天理의 公’

‘人欲의 私’ (W 주자어류~ 48:6) 라고

하는 보편적 테제가 내적으로는 개인적인 내면 세계에， 외적으로는

사회적 윤리규범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특히 『莊子』의 “모
든 일을 자연에 따르게 하며 사사로움(私)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천
하는 다스려진다"10) 에 대한 곽상(郭象)의 주에서 공과 천리가 연계되

기 시작했다고 한다. 곽상은 그 주에서

“본성(性)에 맡겨 저절로 생

기는 것이 公이다. 마음이 그것에 더 보태려고 하는 것은 私이다. 私
를 용납하면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생김(生生)이 충족되지 않고 공에
따르면 온전하다”라고 했다 1 1) 미조구찌는 곽상이 공은 자연의 생성

또는 생생(生生)을 본래적인 바른(正) 모양이라고 보고 그 치우치지
않는 보편적인 것을 公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또한 여기서의 公은
자연 본래의 중정한 모양을， 私는 그 中正을 찾아내야 하는 것으로서
보다 하위에 있는 인간의 의도적인 뜻(作意)

즉 ‘치우친 사사로움(便

私)’로 규정된다고 한다. 이는 기존에 유가에서의 공 • 사 개념이 함축

하고 있었던 ‘공평하게 나눔(平分)으로서의 公， 자기라는 영역으로서

9)
10)

購口雄三(1995) ， 10쪽.

順物自然而無容私휠， 而天下治훗 r 莊子』 내편，<應帝王〉 제 7.

11) 任性自生， 公也; 心欲益之， 私也; 容私果不足以生生， 而順公乃全也 『莊子集釋』

저111 편，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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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私’라는 의미보다는 通(소통)의 의미를 추상화하고 심화한 것이라
고 한다 12) 미조구찌는 이러한 소통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기보다는

형이상학적으로 수렴되어 버렸다고 간주한다. 또한 주희는 정이천이
의도적인 것울 私로 규정하고， 부정적으로 간주했고，l3) 또한 정명도

가 공부 방법으로

제시했던

‘확연대공(願然、大公)，

물래순웅(物來順

應)’ [r 定性書 J] 하는 자연스러움올 주희가 제일의적으로 받아들였고 따

라서

自私用智(잔머리씀)를 주회도 학자의 병폐로 지적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그는 주희가 개인의 능동성이나 주관적인 의도[作意]를
부정했으며 이것이 주희철학의 ‘중세적인’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드 배리는 송대 유학이 자발성과 책임의식을
중시하는 서구의 전통적 자유주의의 방식과 유사하며 그런 의미에서

‘근대적’이라고 한다. 드 배리는 주회의 자유주의 교육의 예로써 『백
록동서원게시』에서 주희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금령이라 규칙보다도

참된 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자기 책임성을 강조한 부분과 강학을
강조한 것을 들어서 외부적인 규칙이나 금령을 통해서 인간을 구속
시키기보다는 개인의 자주성을 중시한다고 주장한다.1 4 ) 고둥 교육에

서의 자발성의 강조는 나아가 서민 교육에도 확대된다. 특히 『근사
록』 서문， 『소학』， r 敬身」편 둥은 주희가 추구하는 자발적 교육이 서

민에게 확장되는 감을 보여주는 예다. 그는 주희가 당시의 士계충을
기본적인 인간적 기능과 책임 능력의 측면에서 고대 지식인 관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고 하면서 송학의 특정이 사대부적
책임의식(自任)을 진작과 도출을 위한 자유주의 교육(짧己之學)에 있

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주회 철학은 근대성올 지닌다고 평가하

12)

鷹口雄三(1995) ， 8-9쪽.

13) 驚口雄프 (1995) ， 52쪽.
14) 또한 드 배리는 신유학자들이 개인은 각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천시키고， 학문
연구라는 공통의 사업에 스스로 참여해서 공현해야 한다는 기대률 걸었기 때

문에， 개인을 경전과의 사상적 교류， 동료들과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율 바땅으
로 하여 스스로 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개인
의 창조적인 공헌이 폭넓게 인정되고 또한 장려되고 있었다. 결국 자아와 전
통， 개별성과 공동성 (collegiality)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

Wm. 시어도어 드 배리(1뽀}8)[이하 ‘드 배리’라 칭함]. 8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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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15)

특히 드 배리는 주희에게서 마음의 자율성이라는 관념은 자기 인

식， 비판적 의식， 창조적 사상， 자주적이고 주체적 노력과 판단을 의
미한다고 하고 이것이 주희를 포함한 신유학의 개인주의라고 규정한
다 16) 물론 송대의 개인주의는

사대부들에게서 비롯된 이러한 가치

들을 더 광범위한 사회 계층과 공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연결

되었던 명대와는 달리， 사대부들의 자폰의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만 작용했다는 사실을 그 한계로 지적한다 17)

미조구찌는 주회가 말한 ‘公’을 ‘理-’로， ‘私’를 ‘分珠’라고 규정해
버린다. 이러한 규정을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개체를 ‘己’가 아닌 ‘私’
라고 잘못 규정하게 된다. 분수리는 구체적 현실이며， 개체로서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지 않고 오히려 긍정된다.

그는 주희가 理-에 강조점을 두었으며

리일을 강조한 것은 곧

公을 강조한 것이고 따라서 개별적인 의사가 윤리적으로 부정되고
신분 질서 규범에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18)

사람에게는 단지 하나의 공사가 었고 천하에는 단지 하나의 그
름과 바름이 있다 19)

천하의 바르고 큰(正大) 도리를 가지고 일을 처치하면 公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뜻으로 그것을 처리하면 私이다 .20)

15)
16)

드 배리 (1998) ， 93-127 쪽

그는 신유학의 발전에서 볼 수 있는 자유주의적 경향과 길버트 머리가 설명한

서구의 자유주의의 특정을 유사한 것으로 본다 머리는 서구의 자유주의를 단
순히 근대의 정치적 태도로 보지 않고， 고전 고대(그리스와 로마)와 현대를 이

어주는

하나의

인문주의적

Civilization , pp.30-311

전통으로

보았다[MUlTay，

Liberality and

이 인문주의적 정통은 여가를 지닌 사람들， 곧 어떤

점에서 특권을 향유한 계급이 자신의 특권을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 집단과
계충들에게까지 확대시키려 애쓰고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목표로 개인적 양
심의 자유로운 행사와 공공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가운데 생겨났다 드 배
리(1 998) ， 126-127쪽.

17)
18)
19)

드 배리 (998) ， 127 쪽.
購口雄三 (995) ， 10-11 쪽.

人只有 -團公私， 天下只有→簡!fIl正 w 朱子語類~ 1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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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구절은 주회가 공과 사를 바름과 그름이라는 윤리적 가치로
써 규정하고 공과 사는 대립적이고 모순 관계라는 점을 밝힌 것과
‘공’과 ‘ λF 의 용례를 든 것이다. 그런데 미조구찌는 이 구절을 인용하

면서 공 • 사를 영역에 적용하여 ‘신분질서’와 ‘개인’의 관계로 규정짓
는 다. 그는 주회가 사용하는 ‘私’를 ‘己’나 ‘自’ 또는 ‘我’와 구별하지
않고 있다. 사실 주희의 ‘私’는 ‘己’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대진도
주장하였던 바이고 미조구찌 자신도 그 점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자
신의 관점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주회에게서 자립적이고 인격적인 개인은 ‘己’로 표현된다. 더욱이
주회는 己와 私를 동일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안자는 성분상[타고난
도덕적 본성에서 1 에서 공부하여 己[자기]를 사사롭지(私) 않게 할 수
있었으니 仁하다고 할 수 있다"[29:113] 에서 볼 수 있듯이 己는 ‘인

격체’를 ‘私’는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따

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개인 또는 개별성과 관련
하여서는 ‘ E’를 논거로 들어야 한다.

『주자어류』에서 ‘己’는 사유하는 주체， 소유하는 주체， 반성하는 주
체， 판단과 결단하는 주체， 인식하는 주체， 타자[다른 사람이나 사회，
일， 사물 둥]와 관계성을 형성하는 실천과 행동이 주체를 말할 때 사
용된다 2 1l

2이 將天下正大底道理去處置事， 便公; 以自家私흉、去處之， 便私 w주자어류J

21)

13:45.

r주자어류』의 용례에서 보면， ‘자기’， 또는 ‘자야롤 뭇하는 것으로는 문법적으
로 일인칭으로 쓰이는 ‘我’와 행위의 주체로서 마옴을 소유하며 사유률 통해
판단하고 실천하는 자아롤 나타내는 ‘己’가 사용된다. 주회가 ‘我’ 단독으로 사

용할 때 그것은 일인칭올 나타낸다[27:102]. 특히 상대방과 자기를 의미활 때
‘物’과 ‘我’를 상대적으로 쓴다[27:15，

27:54, 56, 63.

특히 27:13에서는 人과 己

를 物과 我를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함]. ‘아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논

어』의 용례률 따른 것으로는 ‘無我’를 긍정적인 의미로， ‘뚫我’는 부정적인 의
미로 사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아’가 사사로움(私)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흐률 위험생올 내포하는 것올 의미하며 동시에 어떤 책임성이 배제된 상태임
을 의미한다. 그러나 f주자어류』에서 대체적으로 ‘我’는 윤리적인 가치의 함축
이 없이 단순히 일인칭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己’는 한편으로는 신체나 몸을 지칭하기도 하나 그런 경우
에는 주로 ‘身己’， ‘自身己’ ‘自己身’으로 표현한다[7:8，

8:88,91 , 10:3, 11:41 ,
11:98, 13: 139, 13: 143, 16:57, 16:155, 20:3, 24:였， 24:107, 11:24 둥].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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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인격적이고 행동 주체인 ‘자기[己]’도 공공성을 염두
에 두지 않는 이기적인 경향， 즉 사적인 것을 담아낼 수도 있다 22)

‘己’는 한 인격체로서 사회성을 지니며 동시에 형이상과의 소통이 가능한 존재
를 의미한다.c.는 사회적 타자 즉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人’과 상대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8:89，95，

9’ 24 ,25, 15:94 , 16:203,4, 17:2, 20:51 , 22:75 , 27:13

풍]， 상대방과 자기[뼈己]를 구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1 6:224] 또한 대상
또는 사물을 나타내는 ‘物’과 상대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ll:‘35] 사대부적인
자아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기’와 ‘民’이 상대적으로 언급된

다[1 6:218]. 특히 작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감화와 관련된 곳에서 “자기가
바르면 상대도 바르고(己正而物正 )"[23:5] 에서 사용될 때에는 영향력이 미치

어 나가는 대상과 그 영향을 끼치는 행위의 주체를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수양의 측면에서 볼 때 ‘수기(修己)’， ‘극기(克검)’의 용례에서 ‘ E’는 형
이상적인 천리{理 -]와의 소통， 사회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주체로서 쓰인다.
특히 책임적인 자아[8:27 ， 18:136] 를 강조할 때 그 책임의 소재가 자기에게 있
다[在己: 24: 109,1ll , 26: 78] 거나 공부나 어떤 행위의 주체로 [20 :43,56 20:112 ,
24:109; 24:119; 22:22] 쓰인다. 또한 사유나 인식의 주체 [18:7이， 정서적 폰재
[18:136 8, 20 :42], 의지를 가진 폰재[n: 23， 19:94], 소유 특히 도덕성을 소유
한 주체 14:74，94， 18:110; 18:없， 22:6] 를 나타낼 때도 ‘기’로 표현한다. ‘기’는
•

반성적인

자아[21 :48]

또는

윤리적인

덕목의

소유자[22’ 6] 로서

경(敬)

[21:71 ，73] 하며， 현(賢)[21:11용 121] 하며， 마음씀이 인색하지 않아야 하는 인격
체 [21:75] ， 그리고 수양이 기반된 행동하는 자아[9:3:')] 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
아는 자기를 바로잡고(正己 )[15:155] ， 받들거나[16:243]， 인격적인 자립을 이루
어야 하는(立己 )[21 ’ 4] ， 또한 타인에게로 미루어

나가는(推己)[1 6:204，

218,

27:1 5, 54 , 56 , 63, 65] 존재이다
己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자기의 사사로움(c.私)’ [6:77， 15:28,
16:83, 26:78] , ‘사사로운 자기(私己)’[1 2:53， 16: 143, 20:45, 20:46(-己之私)
29:97, 98, 11 이에서처럼 ‘私’와 함께 쓰며， ‘짧己’ [25:123] ， ‘利己’ [26:103] 둥 동
사 ‘寫’나 ‘利’의 목적어로 사용된다 여기서조차 개별적인 인격체인 ‘己’ 자체
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방향성 즉 ‘위하는’ 방향이 자기에게로 향한
다는 점과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자기라는 것 둥 동작의 방향성[또는 동사
ver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

22)

‘切己’ [20:50 ，

21:3,

43] 나 ‘克己’ 등의 용례가 있는데 이 용례는 개인을 부정하

려는 의도가 아니다. ‘극기’ 등의 용례는 주희가 『논어」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

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논어』의 용례를 그대로 따룰 수밖에 없
었다. 사실 인격체로서 사회적 개별자로서 자립적인 주체인 ‘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경향을 띨 가능성이 있다 그 자신은 삿됨으로 흐를 가능성도， 공공
으로 흐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삿됨을 지향하여 폐쇄성을 띠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자기를 이길 필요가 있다. ‘절기’나 ‘극기’ 또는 ‘勝己’는 삿된 욕
망이나 이기적인 욕구와 싸워야 하는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이 그 용례 속에

내포되어 있다.

후획(朱흙)외 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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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군자나 성인이 될 가능성울 지닌 인격

체로 정의된다. 한 인격체는 사회적 소통[公]이나 이기심에 따르는
폐쇄적 경향[私]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지닌다. 주회에 의하면 私
적 이기심올 극복하고 사회적 소통에 참여하는 것이 바랍직한데 이
때 개인의 도덕적 결단이나 실천의지는 중요하다.

따라서 주회는 ‘克己’에서 ‘이겨야 할 자기’란 사사롭다는 의미의
私개념과 관련짓고 있으며

“克己는 [인격적 개체인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통됨을 제거하는 것이다(克E是去病)"[12:122]. 따라
서 “극기 공부의 정점(克己工夫極處)은 公이다"[6:102]. 만약 미조구

찌식으로 적용하면 ‘극기’는 개별적 의사나 능동성의 부정으로 ‘복례’
는 신분 사회질서적 규범이 될 수밖에 없다.정)

그러나 주희는 극기의 목적은 어떤 경직된 규범이나 예로 돌아가
는 것이라기보다는[실제로 주회는 다시 돌아갈 예가 없다고도 하며
극기복례하면 곧 공이라고 하기도 한다] 오히려 전체적 소통과 유행
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克去己私

則全體大用，

無時無流行)

[6:77]. 그런 의미에서 주희는 ‘극기복례(克己復禮)’ 전체가 ‘사사로움
을 극복합’ 즉， ‘公’이라고 한다. 또한 “‘克己復禮’는 막힌 물을 터서
소통하게 하는 의미이다(縮導意思 )"[20:112].

실제로 주희

시대에는

주례(周禮)와 같이 모범적이고 정형화된 예가 존재하지 않았고 주희

의 경우 공동체 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보다 작은 단위의
공동체의 규약 -향약 둥의 자치 규약이나 가례 둥-에 관심올 기
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향촌사회나 家에서야 말로 잇속이 개입되지
않은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은 그가 분수(分

珠)로서 함유하고 있는 理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존재이며 인격적
폰재로 인정받기 쉽기 때문이다.
주회가 개인[己]에 의미롤 두는 것은 그 개인이야말로 사회적 소

통올 가농하게 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폐쇄성에 머무르
지 않고 소통의 경향성을 갖도록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의지의 문

제이고 또한 마음의 문제이다[16:125].껑) 즉 소통의 가능성은 理-의

23)

購口雄三(1995) ， 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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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는 천리의 公적인 속성상 이미

성취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인간 의지(志)의 방향성과 마음에 달려 있다. 특히 윤리

적 정의[義]의 문제는 사회적[公共]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적극적
이고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야 승}는 것이다.정) 개인
의 측면에서의 사사로움은 불변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지(志)
가 지향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관의 의지가 조절되면 公으
로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결국 사회적 관계의 확장[소통]

에 있어서나 개인의 도덕성 함양에 있어서 인간 의지의 중요성을 강
조될 수밖에 없다.

2.

인욕이 “천리자연”으로서 내재하는가?

사실 순수한 본성과 현실적인 감정이나 욕망들을 담고 있는 개인

[己]과 그 개인의 사사로움[私]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일까? 주희는
현실적인 개인 속에는 천리， 인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개인 내에
존재하는 천리는 公이고， 인욕은 私이기 때문에 뚜렷이 구분된다고
한다. 그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소통의 주체로서 개인은 천리를 보
존하고[存天理J ， 인욕을 저지하기[遍人欲]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조구찌의 견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천리와 인욕에 관한 이론
에서 주희와 호굉(胡宏: 1106→ 1162) 을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는 양자가 자연적 욕구를 천리 · 공 개념에 포용한다는

24) 주회는 마음을 도덕의 기초이며 인간 감정의 근원으로 규정한다. [心之뚫物，
實主於身. 其體， 則有t義禮智之性， 其用， 則有없IJ隱훌惡悲敬是非之情， 單然在
7J
中， 隨感而應， 各有收主而不可亂也

w 대학혹문J].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천지의 마음과 같다[Á.生天地之間， 훌天地之氣 其體， ~p天地之體， 其'Û‘" ~p天
地之心 『중용혹문J].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형이상적으로 천리와 소통해야 한
다. 또한 인간의 마음의 기능은 생각 -추리나 판단 둥-하는 것이다[心則能

思 而以思鳥職 『맹자집주」 권 11 ， 告子상; 思在A最深， 思主心上 r 주자어류』

23:5].

결국 마음의 생각하는 기능은 지각과 주재， 그리고 사물에 웅하도록 한

다[心者，Á.之知覺， 主於身， 而應事物者也 r 주자대전』 중， 권65， 尙書 大禹護].

25)

道 體也; 義， 用也. 又日: “性是自家所以得於天底道， 義是累A公共底
류J

7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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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그 자연적 욕구가 생리 • 본능적이라면 ‘천리자연’의 개념상 인
의예지와 같이 형이상적으로 제일의적인 의미률 가지며， 그것이 개체
내의 욕구와 연결되면서 -己內的으로 天理化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동일한 노선으로 취급한다. 그는 주회의 철학이 천리자연올 긍정한다
고 해서 욕망을 긍정적으로 포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호굉과 같은 노선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실제로 주희와 호굉 사이에 있었던 논변에서 성(性)에 대

한 이해， 천리와 인욕에 대한 견해는 분명히 다르다.1172년， 주회는
「胡子知言」에 대해 토론하면서 장식과 여조겸과 더불어 호굉의 의견
에 반대한다. 호핑의 ‘性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로 주어졌다
(性無善惡)’는 설에 대한 비판한다. 그 비판의 요지는， 만약 성에 선

악이 폰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유가에서 추구하는 善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주회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에 천리로 내
재하는 것은 욕망이라기보다는 도덕적 본성이며 그것은 천리의 순수
지선한 그대로 주어졌다[性善]는 것이다.26)

주희가 말하는 천리자연의 내재라는 것은 性을 의미하는데 이는
도덕적 본성으로서 도덕적 행위의 잠재성이 되는 것이지 욕망이나
욕구롤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회는 정명도가 언급한 “기질지성(氣質
之性)"이라는 개념의 발견을 위대한 것으로 꼽고 인간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리인 기질지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울러 주회는 천

리자연의

초월성을 배제하지

않은 본연의

성(本然之性)도 언급한

다.27) 내재된 기질지성은 그것이 발휘될 때 악한 결과를 도출할 위
험성이

있다. 주희가 ‘天理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으라(存天理， 遍A

欲)’고 강조하는 것도 그러한 악한 결과의 산출을 최대한 도덕적인
수양으로써 막아보자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주희는 천리와 인욕， 義

26)

주회가 호핑셜율 반대한 점은 호핑의 성무선악설과， 호굉이 마옴은 性의 B發
이고 仁이 마옴이라고 본 것온 마옴과 t율 체의 판점이 아니라 用의 판점에

서 본 것， 호굉이 마옴이 動하는 최초를 성찰함으로써 마옴을 파악하고 기흩
수 었다는 것이다.

27) 問: “‘性相近’是本然之性， 是氣質之性?" 日: “是홈質之性. 本然之性-般， 無相
近. 程子日: ‘性與聖， 不可一樓옮.’" r주자어류J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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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利， 공과 사，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한다{8:181 주희는 인간은 태

어나면서부터 천리를 갖추고 있으며 천리는 인간에게 있어 선천적인
것이고 선한 반면， 인욕이란 인간의 형체가 환경에 제약받거나， 습관，
감정에 의해 혼탁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므로 선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호굉은 천리와 인욕이 체는 같으면서 용이 다른 것
(同體異用)이며 행해지는 바는 갈으면서 다른 정(同行異情)이라고 본
다. 주희는 호굉이 본체의 순수지선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천리에

서 인욕이 드러나고 인욕에서 천리가 드러난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
고한다.
한편， 미조구찌는 양자의 차이를 公欲(사회적 욕망)을 인정하느냐

의 여부와， 中正의 문제에서 찾는다. 주희의 경우 일단 욕망이 천
리 • 자연임을 인정하고 천라 · 자연은 안전하지만 인욕 • 탐닉은 위태
롭기 때문에 천리의 중정(中正)함을 위해서 절욕， 극기(탐닉하지 않
기) 즉 주경정좌로 반성하는 자기 구심적이고 자기 극복적인 수양법
을 주장했다고 한다. 호굉의 경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물질욕 • 소유욕， 생존욕 동을 公欲으로 긍정하는데 이 공욕에는 지주
의 욕구， 전호의 욕구 사이의 사회적 상관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호굉
이 말하는 中正이란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호
굉의 ‘공욕’은 명말 ‘公貨公色이 곧 天理이다’라는 이념과 연결되며，
호굉과 명말의 학자들이 언급하는 ‘욕’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적 욕망
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희식의 개체에 내째한 주관적인 천리와 인욕，
공과 사라는 이율배반적인 테제로는 당시의 시대를 다룰 수 없게 되
었다고 한다. 개체 내적인 수양의 문제로 수렴해 버렸다는 점과， 사

회적 지위에 있어서 개인[미조구찌에 의하면 ‘私’l 의 유동성올 배제했
다는 점이 주희 철학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사실， 주희와 호굉의 입장 차이는 사회적 욕망(公欲)의 인정 여부
에 앞서 본성(性)의 내용에 대한 정의에서 비롯되었다. 호굉은 好惡、
를 사람의 본성으로 보며

군자의 경우 道에 따라서 좋아하거나 싫어

한다(好惡).잃) 그러나 주희는 性 이외에 道를 다시 섣정하게 되면 천

28)

好惡 性也 小A好惡~已 君子好惡ιl道 察乎此， JlIJ天理A欲可知 r知름훌養J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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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인욕의 가치적인 우열과 선후의 구별이 없어져 버린다고 주장
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好惡)의 경향이 인간 본성에 있지만 호오가
性 그 자체는 아니고 단지 실폰적 현실[物]이라고 한다.갱) 도덕 수양
론에서 양자는 천리와 인욕을 구별하려는 의도는 같았지만 그 방법
론에 있어서 다르다. 호굉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올 좋아하고 싫어함

(好惡)을 관찰함으로써 천리와 인욕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주희는 군자와 소인，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1 6:125] 군자는 생각이
公하기 [24:63] 때문에 좋아함과 싫어함의 감정이 모두 公에서 나온다

[24:64]. 성인의 경우에는 지극히 공명정대(公)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78:72]. 주회는 사사로움이 제거된 상태를 공으로 보기 때문에 군자
의 호오는 극기의 결과 획득된 공평무사함[公]에서 오는 것이지 본성
자체는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주희는 공평무사함의 획득 즉 극기를
개인 수양의 중요한 것으로 꼽는다.
여기서 극기는 수양의 정점이자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주희는 이기심의 노출과 경쟁을 통한 사회적 갈둥의 증폭보다는 사
회적 개체 상호간의 윤리적인 관계맺음이라는 소통의 사회철학을 지
향하는데， 그 핵심에는 자율적인 개인(己)이 자리한다. 여기서 개인의
도덕성 함양은 중요하다. 한 개인은 理-과 소통하는 未發뼈養 공부
와 아울러 分珠理를 품수받은 현실적인 개체들 상호간의 이해와 조

화를 위한 소통을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수기에서 획득한 공평무사
함을 출발점으로 삼고 만민의 공동성인 仁을 사회적으로 확충(뽕、)하
는 동시에 자기 외재성에 대한 이해(格物)를 병행해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미조구찌는 주희가 『논어.!I(季民10) 에 대한 주해에서 언급
한 수양론에서 敬공부의 未發， e 發공부를 다 언급한 것을 간과하고，

未發의 靜공부로서의 敬이라는 한 측면만이 주회가 지향했다고 단정
했다.
오히려 주희는 수양공부가 자기 내적인 것에 함몰될 위험성을 지

적하였다. 주회는 송대 학자들이 物我一如와 t올 연관지으면서 도출

29)

熹謂好惡固性之所有， 然直謂之性則不可. 蓋好惡， 物也， 好善而惡惡、 物之則也

有物必有則， 是所謂形色天性也. 今欲語性， 乃훌物而遺則， 恐未得짧無홈也 r知
言疑義J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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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소통의 문제를 계승하여， 구체적 차이(分珠)에서 출발한

사랑의 실천(親親)과 그 확장(仁民 愛物)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그것이 仁의 완성이라고 간주했다. 주희는 인간 관계성의 확장을 통

한 공동성을 추구하였다. 그가 소통의 주체로서 인간의 의지의 방향
이 폐쇄성올 추구하는 것을 지양한 것이나 修己에서 治A으로 유추
되어 가는 대학의 구도에 강조 점을 두는 것도 모두 개별자들의 화
합과 조화라는 가치를 실현하려했던 의도였다. 다만 그것이 물질적인
방향에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희
의 특정이자 한계로 지적될 수는 있겠다 30)

3.

인의예지와 신분질서와의

연계는 신분질서 자체를 강

화하기 위한 것인가?
미조구찌는 주회가 인의예지를 신분질서로 규정하여 인간 개별의

작의， 능동성을 거부한다고 한다. 그리고 주희가 이 신분질서적 규범
을 인간에게 아프리오리하게 숙명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중세적[토마스 아퀴나스적] 자연법으로 간주되는 일면이

있다고

한다 31) 이러한 시각은 일본 德川시대 이후 주자학을 거의 “대의명
분”과 동의어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32)

주회의 경우 인의예지가 아프리오리하게 주어졌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리고 개체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변동을 거부하거나 개인의 능
동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그것에 따른 역할 자체가 선험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고유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희는 변동할 수 없는 몇 가지 사회적 지
위와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지위나 자식의 지

위， 군주와 신하의 지위 등과 같은 것이다. 일정한 시점에서 자신에

30)

立之問 “‘君子和而不同’， 如溫公與펀뽑公議論不相下之類. 不知 ‘小A 同而不和’，

십il如誰之類?" 日: “如呂吉南王쩨公是也 蓋君子之心， 是大家只理會這-置公當
底道理，故常和而不마以회同.小人是做置私意故雖相與阿比，然兩A相聚也便
分置彼cT; 故有些小利害， 便至紹爭而不和也."

31)

[43:59].

購口雄三(1995) ， 10-11 쪽.

32) 시마다 겐지(김석근， 이근우 옮김)， w 주자학과 양명학~(l 986) ， 11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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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유한 지위의 이탈이나 역할의 임의적인 확대 둥올 거부하는 것
이지 개체의 지위의 이동올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적은 없다. 주회

에게서 인의예지를 신분과 연결짓는 것은 결코 거부될 수 없는 지위
역할의 실폰을 인정하고 현실에서 일정한 지위를 담당하고 있올 인
간의 내재적이고 도덕적인 폰엄성에 대한 강조라고 보는 것이 바랍
직하다.

사회적 분업의 원리상 그 지위 역할에 충실하라는 의미에서 직분
(分)올 강조한 것이다.
주회는 『시경』의 r 맺民」의 “有物有則”을 인용하면서 “性을 말하면

서 사물은 말하고 법칙은 버려 두니 후대 학자들에게 끼칠 해악이 없
지 않다”고 한다. 주희는 현실과 법칙을 구분한다. 物은 현실적 사물
이나 사태이고 則은 원리이다. 그는 신분이나 신분적 관계 자체가 법
칙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칙이 되는 것은 그 덕목들이다. “信[믿음

이라는 덕목]은 원칙(則)이다. 君몸은 物이고 仁과 忠은 원칙(則)이
다"[21:55]. 또 같은 구절에서 주회는 “物은 性 가운데 있는 것입니
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性 밖의 物이다”고 규정한다. 주희는
‘物’은 언어나 또는 눈앞에 보이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주희는 신분질서 자체만을 말하고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분수(分)
의 덕목들 즉 이상적인 행위를 유추해낼 수 있는 원리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주희는 현실적으로 주어진 관계들

올 긍정하고 형이상학적인 덕목들올 통해서 조화를 도출하려는 의도
를 갖고 있었다.잃) 특히 주희가 신분질서와 도덕성[인의예지]올 관계
지은 것 중 특히 군신관계에 대한 규정은 寫民의식을 가진 사대부들

의 정치적 책임에서 나온 것이었고， 따라서 군주에게 높은 수준의 도
덕적 기준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기성 정치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사

33)

이러한 점은 드 배리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주회가 군신관계률 본질척으로

도덕적이며 의리있는 판계라고 한 것온 각자 자유로운 입장에서 나라률 다스
리는 책임올 스스로 떠맡온(自任) 두 개인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률 의미한다
고 본다. 물론 군주에 대한 신하의 자세률 忠으로 규정한 것은 주회의 입장에

서 보자면 군주흩 도덕적으로 심판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도덕의 최고 기준으
로 높인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드 배리 (1998) ， 113-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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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의 연장선에서 성립된
것이었다. 일본의 德川시대 이후 주자학을 해석할 때 군신관계에서
신하의 의무가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신분질서를 옹호하는 보수
적 경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34) 주희 철학이 宋代 정이천과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며 기존의 신분질서의 유지보다는 새로운 사대
부 층의 성장과 그 정치적 입장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질서의 맥락
속에서 싹렀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퍼) 사실 송대에는 절대적인

왕권 및 정치권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된， 유교적 (馬民의식) 교육
을 받은 새로운 사대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는데， 정명도，

정이천， 주희 둥은 당시의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와 사대부 계층의 입
장을 반영하고 있다.36) 주희 윤리학의 초점은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

한다거나 신분질서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도덕성에 기
초하여 객관적 기반을 상정하고 그러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사회적
지위 역할들의 조화와 사대부들 상호간의 관계성의 조화를 우선적으
로 창출하려는 것이었다. 주희는 관계성의 소통이 개인 욕망의 사회

적 추구에 앞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34) 시마다 겐지 (1986) ， 116-117쪽.
35) 중국사에서 전통적으로 문신관료와 무신관료를 사대부라 지칭했지만 송대에
는 무신관료를 제외하고 문신관료와 새롭게 일반(布衣) 독서인을 포괄하는 개

념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표代의 武A 지배체제를 부정하며 문치주의 입장을
취했던 송대적인 상황과 이에 따른 교학시설의 발달 속에서만이 가능할 수 있
었다 또한 송대 사대부 사회의 구조는 京官， 朝官의 상충부와 選 Å， 雜官의

중충부， 일반 독서인의 하충부로 형성되었다 독서인 가운데 과거를 거쳐 정계
에 진출한 孤쏠한 가정 출신자가 많았다는 점과 청렴결백을 규율로 삼으며，

부를 도모하지 않는 경향을 띠었다. 일반적으로 사대부를 유교경전의 교 OJ을
지닌 독서인으로서 지주가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梁

鍾國 w宋代士大夫社會冊究 J ，

36)

1996,

88-92 쪽.

드 배리는 Robeπ Hartwell의 연구를 기초로 송대의 특정을 말하면서， 특히
주희 『중용장구』의 ‘正jU 이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언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
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인간의 公的인 측면과 정치적 기능이라는 관

점에서는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드 배리 (1998)，
112쪽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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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근대성’에 대한 규명이라는 현대적 관심사를 철학에 투영하고， ‘중

세’， ‘근대’라는 크로노스적 시간 개념 속에 홉수시켜 버렸을 때， 주희
철학함의 산물이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 갖게 되는 객관성과 그것의
실폰적 적용은 물론， 주희 자신의 논리적 계기도 살아날 수 없었다.

주희 철학에서 公과 私 개념은 사회 윤리적 소통올 지향하는 가
운데， ‘소통’과 사회적 관계 맺음에 있어서의 ‘장애’나 ‘폐쇄성’을 의미

하는 것인데， 미조구찌는 규범질서[사회]와 개인이라는 구도로써 접
근하였기 때문에 私를 부정적으로 간주한 주희는 개인의 의미를 부
정해버린， 근대성이 결여된 철학자로 규정되어 버렸다.
주희는 자기 폐쇄적 경향이 사회적 관계맺음과 근원적인 사랑[仁]

의 사회적 소통[公]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라고 파악하고 공동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폐쇄적 경향올 극복하고 소통 지향적인 자세를 강
조한다. 사사로움， 이기적 욕망을 의미하는 私를 부정적으로 칸주하

고 천리의 내용이자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이룩해야 할 공공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주회에게서 ‘克己復禮’는 그 자체를 사회
적 소통을 의미하는 公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뺑、’와 연결시키고 있다
는 점에서 관계성의 확장을 지향하는 것이지 자기 구심점으로 돌아
간다거나 개인이 부정되고 경직된 규범으로 복귀한다는 의미는 아니
다. 또한 주희가 함축하고 있는 仁[仁義禮智]은 신분질서를 고정화하
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도덕성을 통한 사회적 조화(化)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주희는
설득 가능한 독서충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인 조화가 이룩되는 사회
의 형성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주희는 개인과 사회를 상대적으로 모
순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分珠理의 공동성을 지니는 관
계적 유기체로 보았다. 주희의 아이디어에는 ‘공동성의 단절’과 ‘소통’
이라는 패턴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공 • 사’의 윤리적 의
미 부여에서 공은 긍정적으로 간주되었다.

주희가 ‘공 • 샤를 통해 제출한 소통의 윤리학에서 理-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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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적 확충으로서의 소통이라는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이것
은 개인의 행위가， 우선 각자 자기의 도덕성 함양(修己)과 그 이후에

타인에게로의 확장되어 가는(治시， 이 두 가지를 겸전해야 하는 것
으로 제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조구찌는 주회가 말한 天理의 함
양을 자기 내적으로 수렴되는 한 방향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
였고 나아가 신분질서를 옹호하는 경직된 경향성을 갖는다고 판단하
여， 주희 철학에서 소통의 사회적 확충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

였다.
주회의 公私관의 주요한 패턴은 사욕의 사회적 추구나 제도개혁이
라는 외적인 계기보다는 본성으로 주어진 내적 도덕에 기초한 인간
상호간의 윤리적 관계의 소통이다. 천리와 公을 연계하고 폐쇄적 경
향[私]의 극복을 통한 소통[公]을 강조하는 주희의 소통의 사회철학

에는 개체적 유익을 우선시할 때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해서， 또한 변동하는 시대에 보편성이나 객관성[天理]을 확
보하자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주희는 직분을 주종의 관계가 아니

라 역할 분담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역할의 변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의 지향을 변화시킴으로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에
서 사회적 조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그 조화란 절대권력에 대한 견
제세력인 독서층을 포함한 당시 사대부층을 형성하고 있던 사회적
세력의 결속과 도덕정치의 구현이라는 원시유학의 목표이기도 했던
이상의 실천적인 표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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