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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卽理)
【요 약 문】신유학(新儒學)은 불교철학에 맞설 수 있도록 유학 전통을 새롭
게 개혁하려는 사유 전통을 가리킨다. 최종적으로 신유학을 심성론(心性論)
과 수양론(修養論)의 측면에서 가장 정합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성공했던 인
물이 주희(朱熹)다. 불교철학에 있어서 타자나 사태의 규정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수렴된다. 이런 불교철학에 맞서기 위해서 주희는 타자나 
사태의 외부성이 긍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일상생
활에서의 공부와 수양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의 이런 철학적 통찰은 이통
(李侗)과의 만남과 그와의 논의로부터 성숙된 것이다. 주희는 이통과의 철
학적 대화를 연평답문(延平答問) 이란 책으로 정리해낸다. 본 논문은 시론
적으로 이 책의 구성 경위와 아울러 주희에게 지속적인 향을 미쳤던 이

통 사상의 논점을 정리해보려고 시도된 것이다.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다면 우리는 주희의 철학적 문제의식의 핵심부에는 이통 사상이 지속적으

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중국철학; 경원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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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공자로부터 시작되는 중국철학사에서 주희(朱熹: 1130-1270)보다 
탁월한 철학자는 없을 것이다. 그는 송대부터 시작된 새로운 유학적 
경향, 즉 지금은 신유학(新儒學)이라고 불리는 경향을 집대성했던 인
물이다. 중국철학사가로 유명한 펑유란(馮友蘭)이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이지만, 신유학은 말 그대로 ‘새로운 유학’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때 ‘새로움’이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새로움인가? 표면적으로 그것은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선진유학(先秦儒學)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신유학의 새로움은 그 정도의 의미만을 갖는 것일까? 신유학의 새로
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고 그 답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왜 송대의 유가들은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새롭게 만
들어야만 했는가? 이 물음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낳게 된다. 무엇이 
그 시대에 이미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낡은 것으로 만들었는가? 그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불교철학이다. 결국 신유학의 새로움은 불교철
학이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다시 새로운 의

미를 가진 것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신유학의 새로움이 불
교철학과의 투쟁을 통해 얻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교는 고통을 낳는 모든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환원하고, 고통이

란 마음의 집착[集]을 제거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
교에 따르면 마음의 집착 중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의 동일성에 
대한 집착[我執]’이고, 이런 아집이 ‘외부 대상의 동일성에 대한 집착
[法執]’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불교는 인간이 아집에서 벗어난다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자로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인간이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성을 불성(佛性)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송대 유학자들은 모든 문제가 과연 마음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의심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외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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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음 바깥에 엄연히 존재하며, 그것에는 나름대로의 법칙성[理]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사태와 그것의 법칙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로부터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조율할 수 있어야만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런 법칙에 맞게 자신
을 조율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조율의 능력 혹은 법칙과 부합될 
수 있는 잠재성[性]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송대의 신유학, 혹은 이것을 체계화한 주희철학이 후대에 성리학

(性理學)이라고 불린 것은 그래서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다. 인간 내
면의 잠재성으로서의 ‘성(性)’과 인간 외부에 있는 사태들의 법칙으
로서의 ‘이(理)’가 같다고 주장하는 데 주희철학의 핵심이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상사적 논의보다 더 중요한 점은, 주희가 
어떤 과정과 논리를 거쳐서 이런 체계를 정초하는 데 이르게 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철학에서는 표면적인 주장보다는, 그것을 가
능하게 하는 반성의 깊이와 정당화의 논리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희철학이 잉태되었던 지점을 다시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 청년 주희의 철학적 사유가 성숙되어가는 과
정을 실제로 추적하다보면, 우리는 주희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너
무나 중요한 사상가, 그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희가 과연 
있었을까 의심하게 되는 어느 늙은 유학자를 만나게 된다. 그가 바로 
연평선생(延平先生)이라고 불렸던 이통(李侗: 1093-1163)이다. 이 늙
은 유학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가 북송(北宋) 시대 이래 도학(道
學)이란 이름으로 내려오던 신유학의 내 한 전통에 깃든 깊은 고뇌

와 에센스를 청년 주희에게 그대로 이식시켜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본 을 통해 우리는 젊은 주희와 노년의 이통 사이에 
이루어졌던 만남과 그들의 속앓이를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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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평답문 의 중요성

모든 위대한 철학자가 그렇듯이, 주희철학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
지 않았다. 그의 철학은 주희라는 정직한 철학자의 부단한 독서, 치
열한 논쟁, 정직한 반성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주
희는 송대 신유학의 집대성자로 모습을 드러냈는가? 혹은 언제 주희
는 자신이 이제 자기 이전의 신유학적 전통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

를 갖추게 되었음을 공표했는가? 그때는 바로 1175년, 그의 나이 46
세 되던 해 다. 이때 주희는 여조겸(呂祖謙: 1137-1181)과 함께 이
전의 선배 신유학자들의 철학을 근사록(近思錄) 이라는 한 권의 책
으로 정리해낸다. 놀라운 것은 주돈이(周敦頤: 1017-1073), 장재(張載: 
1020-1077), 정호(程顥: 1032-1085), 정이(程頤: 1033-1107)) 등 쟁쟁
한 선배 유학자들의 철학을 정리하는 데 있어, 그 과정에서 단지 10
일 정도만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근사록 을 편찬하기 이전에 
주희가 자신만의 철학적 체계를 이미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면 그는 언제 그의 철학 체계를 실질적으로 완성했는가? 우리는 
그 시기를 1169년, 그의 나이 40세 때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추
정의 근거로 그가 그로부터 3년 뒤인 1172년, 그의 나이 43세 때 작
성한 그 유명한 ｢중화구설서(中和舊說序)｣를 들 수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연평 선생님에게서 배웠는데, 선생님으로부
터 중용 이란 책을 받았다. 그러나 희로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의 기상을 구하는 것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도 못했을 때,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의 명민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으니, 
그 당시 나의 처지는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궁핍한 사람과도 같았다. 
장식이 호남학을 배웠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서 궁금한 것을 물

어보았다. […] 1169년 봄 친구 채원정과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 도중 
나는 갑자기 호남학의 이론에 의구심이 들었다. […] 다시 정호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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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책을 잡고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안정시키며 읽었는데, 몇 줄 읽
지 않아서 마음이 얼음 녹듯 풀어지며 감정과 본성의 본래 모습과 성

현들의 오묘한 가르침이 평이하고 명백함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단지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을 이연평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없는 것이 한이 될 뿐이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미 하신 말 에 

근거해서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아직 하지 않으신 말 도 아마 나의 

생각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

｢중화구설서｣를 보면 주희의 ｢중화구설｣은 장식(張栻: 1133-1180)
을 매개로 호굉(胡宏: 1106-1162)을 정점으로 하는 호남학(湖南學)의 
사유 체계를 배움으로써 구성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1169년 친
구 채원정(蔡元定: 1135-1198)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주희는 “본
성이 본체이고 마음은 작용이다[性體心用]”라는 심론에 기초한 자신
의 ｢중화구설｣의 오류를 깨닫게 된다. 그는 기존의 자기 견해를 철저
하게 비판하면서 사유를 거듭하여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통제한다
[心統性情]”는 심론에 기초한 ｢중화신설｣을 제안하게 되었다. ｢구설｣
과 ｢신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본성’과 ‘마음’ 사이의 관계 문제에 
있다. ｢구설｣에서 본성은 마음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으로 정립된다
면, ｢신설｣에서 본성은 마음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물론  
｢신설｣에서 본성이 마음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오해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본성이 마음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마음이 본성을 대상화하여 직접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마음이 본성을 통제한다는 말은, 마음이 스스
로의 작용을 억제하고 가라앉혔을 때, 마음에 숙명적으로 주어진 본
성이 싹이 피듯이 자연히 실현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1) 余蚤從延平李先生學, 受中庸之書. 求喜怒哀樂未發之旨未達, 而先生沒. 余竊
自悼其不敏, 若窮人之無歸. 聞張欽夫得衡山胡氏學, 則往從而問焉. […] 乾道
己丑之春, 爲友人蔡季通言之, 問辨之際, 予忽自疑斯理也. […] 復取程氏書, 
虛心平氣而徐讀之, 未及數行, 凍解氷釋, 然後知情性之本然, 聖賢之微旨, 其
平正明白乃如此. […] 獨恨不得奉而質諸李氏之門. 然以先生之所已言者推之, 
知其所未言者其或不遠矣.



논문58

‘경(敬)’ 공부의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본성과 마음에 대한 이해의 전환은 주희의 수양 이론에 상당한 파

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2) ｢구설｣에서는 ‘마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
을 때[未發]’에는 수양이 불가능하지만, 이제 ｢신설｣에서는 그것이 가
능해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구설｣에서는 ‘마음이 이미 드러났을 
때[已發]’ 그 드러난 마음속에서 본성이 실현된 선한 단초를 살피는 
공부, 즉 ‘성찰(省察)’ 공부만 가능했다면, ｢신설｣에서는 ‘마음이 이미 
드러났을 때’의 성찰 공부와 아울러 ‘마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본성을 함양하는 ‘함양(涵養)’ 공부도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주희는 자신의 새로운 심성론과 이에 기반을 둔 수양론을 1169년에 
｢이발미발설(已發未發說)｣로 정리해낸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169
년에 발생했던 주희의 철학적 전회를 ‘기축지오(己丑之悟)’, 즉 ‘1169
년의 깨달음’이라고 부르면서 주목하게 된 것이다.3)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중화구설서｣에서 보이는 중

요한 점은 1169년에 일어난 주희의 철학적 전회, 즉 ｢구설｣에 대한 
비판과 ｢신설｣로의 이행이다. 그러나 ｢중화구설서｣를 반복하여 읽다
보면, 우리는 학자들이 그렇게 부각시켰던 주희의 철학적 전회 이면
에 무엇인가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짙은 안개처럼 
｢구설｣에서 ｢신설｣로의 전회에 개입하고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청년 주희를 사로잡은 
연평선생 이통이다. 주희는 호남학의 이론 체계를 빌려 ｢구설｣을 만
들었다. 그러나 왜 그는 ｢구설｣이라는 일종의 철학적 대답을 구성했
던 것일까? ｢중화구설서｣를 읽어보면 그것은 이통이 주희에게 건네

 2) 자세한 것은 다음 을 참고하라: 강신주, ｢주자와 다산의 ‘미발’론: ‘존재
론적 감수성’과 ‘신학적 감수성’의 차이｣, 다산학술문화재단 편, 다산학(제
2호) (2000), p. 180-192. 

 3) ‘기축지오(己丑之悟)’의 중요성과 중화신설에 대해서는 다음 을 참고하라: 
牟宗三, 心體與性體 (臺北: 正中書局, 民國 79), p. 130-154; 陳來, 朱熹哲
學硏究 (臺北: 文津出版社, 79), p. 125-133; 손 식, 이성과 현실: 송대 신
유학에서 철학적 쟁점의 연구 (울산: 울산대학출판부, 1999), p. 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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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문제, “희로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의 기상을 구하라”라는 
철학적 문제를 푸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노년의 이통은 주희에게 문
제만 내고 죽어버렸고, 주희는 자신의 힘으로 스승이 전해준 바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희는 혼자 힘으로 단번
에 그것을 풀지는 못했다. 이때 주희는 장식으로부터 호남학을 배우
고 그것을 통해 스승이 전해준 숙제를 풀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설｣
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주희는 ｢구설｣이란 답안을 냈지만, 여전히 그것이 이통이 

내준 숙제의 답인지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1169년 봄, 주희는 자신이 ｢구설｣로 제안한 답안이 이통
이 내준 숙제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점에서 주희
의 철학적 전회는 이통이 내준 숙제에 대한 시행착오적 사유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주희는 새로운 정답으로
서 ｢신설｣을 제안하게 된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숙제를 내준 스승 
이통이 이미 죽고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희는 자신의   
｢신설｣이 정답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중화구설서｣ 마지
막 부분에서 주희는 ｢신설｣이란 답을 이통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확

인하게 된 정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단지 이제 내가 깨달
은 것을 이연평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없는 것이 한이 될 뿐이다. 그
렇지만 선생님이 이미 하신 말 에 근거해서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아직 하지 않으신 말 도 아마 나의 생각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1169년에 주희는 철학적 전회를 통해서 자신만의 체계를 구성해낸

다. 그러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답만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이다. 이 점에서 ｢구설｣과 ｢신설｣이라는 두 가지 답안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흥미진진하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상이한 답안을 낳
게 만든 질문만큼 철학적으로 의미심장한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자문하게 된다. 우리는 과연 주희철학을 제대
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단지 ｢구설｣이니 ｢신설｣이니 하면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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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철학자를 이해할 
때 그 철학자의 문제의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에 대
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어떤 철학자를 철학
적으로 비판하려면, 그의 철학적 대답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문제의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주희의 철
학적 문제의식이 이통이 던진 숙제에서 기인했다면, 우리는 주희의 
철학 체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통의 사상으로 되돌아가야

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통의 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실
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연평답문(延平答問) 을 통해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연평답문 은 주희가 1163년, 그의 나이 34세 때 스승인 연평 이

통과의 만남과 그 동안에 오갔던 서신들을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주희는 이통을 1157년, 즉 그의 나이 28세 때 처음 만난다. 이때 이
통의 나이는 65세 다. 7년간에 걸쳐 지속된 청년 주희와 노년 이통 
간의 대화는 신유학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이다. 이 7년의 
시간은 청년 주희가 이통을 통해서 자신 이전의 신유학자들의 사유

의 핵심을 맛보고, 아울러 그것을 자신만의 체계 속에 편입시키기 위
해 암중모색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통이 주희에게 보내는 애정이 너무나도 절절하

고, 주희와의 대화 역시 젊은 철학자를 연상시킬 정도로 치 했다는 

점이다. 이통의 절절한 애정과 초인적인 집중력은 연평답문 을 직접 
읽어보면 쉽게 확인된다. 아마도 연평답문 을 직접 읽은 모든 독자
들은 이통의 나이가 죽음을 눈 앞에 둔 늙은 유학자라고는 결코 상

상하지 못할 것이다.
노년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절절한 애정과 치 한 사유가 

가능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노년의 이통이 정호
와 정이, 양시(楊時: 1053-1135), 나종언(羅從彦: 1072-1135), 그리고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신유학의 전통, 즉 도남학(道南學)4)의 전통이 

 4) 정이와 정호의 탁월했던 네 명이 제자들 중 철학적으로 중요하고 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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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질까봐 노심초사했기 때문일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그가 
6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전통을 물려줄 수제자를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7년의 시간 동안 이통은 도남학의 전통을 주희라는 수제자에
게 물려주기 위해서 초인적인 노력을 경주한 셈이다. 이통은 어떤 때
는 주희의 사유를 너무 사변적이라고 매몰차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희의 생각을 칭찬하며 격려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이통
은 주희를 천천히 담금질한 것이다. 너무 급히 자신의 사유의 핵심을 
전달하면 청년 주희가 소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느
슨하게 가르치면 다 가르치기도 전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 또한 
재능을 너무 칭찬하면 주희가 오만해질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칭
찬에 너무 인색하면 그의 학문적 열정을 식힐 수도 있을 것이다. 몇 
해 동안 이루어진 주희와의 대화를 엿보면, 이통이 얼마나 이 진지한 
철학적 대화를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III. 연평답문 의 구성

이제 청년 주희와 노년 이통 사이에 어떤 대화와 논쟁이 오갔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노년의 이통이 어떻게 자신의 수제자에게 도
남학의 전통을 물려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천천히 그들의 만
남의 기록을 되짚어보도록 하자.5) 시작은 1157년 주희 나이 28세 때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사량좌(謝良佐)와 양시 다. 양시의 제자로는 나종언
이 있고, 나종언의 제자로는 이통이 있고, 이통의 제자로는 주희가 있는데, 
이 신유학 계열을 도남학이라고 부른다. 반면 사량좌의 제자로는 호안국(胡
安國)이 있고, 호안국의 아들이자 제자로는 호굉(胡宏)이 있고, 호굉의 제자
로는 장식(張栻)이 있는데, 이 신유학 계열을 호남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호안국 역시 양시에게서도 많은 향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연평
답문 을 보면 알겠지만 이통도 사량좌 사상의 중요성을 누차 주희에게 가

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호남학이니 도남학이니 하는 구별은 사실상 철학적
으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직접적인 사제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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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슬러 올라간다.

① 1157년(주희 28세, 이통 65세)
주희가 이통과 처음 관계를 맺은 것은 1157년이다. 이때 처음으로 

주희는 학문에 대해서 묻는 서신을 이통에게 보낸다. 이 서신을 받고 
이통은 음력 6월에 답신을 보낸다. 이통은 주희에게 맹자(孟子) 에 
나오는 ‘야기(夜氣)’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으면 함양 공부를 시작
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延平答問  1).

② 1158년(주희 29세, 이통 66세)
1158년 봄 정월에 동안(同安)의 주부로 있던 주희는 연평에 살고 

있는 이통을 직접 뵈러 간다. 이통과 대면하면서 그가 주로 이통에게 
물어보았던 것은 논어(論語) 에 나오는 ‘충서(忠恕)’와 ‘일관(一貫)’
의 의미 다. 이통을 만나고 돌아온 뒤 주희는 논어 를 계속 읽으며 
호헌(胡憲)과 범여규(范如圭)와 더불어 ‘충서’ 및 ‘일관’의 의미에 대
해 서신으로 토론을 거듭한다. 이통과의 대화 그리고 호헌과 범여규
와의 서신 교환을 통해서 주희는 ｢충서설(忠恕說)｣이란 논문을 쓴다.
음력 7월 주희는 춘추(春秋) 와 논어 를 읽는다. 이 책들을 읽으

면서 의심나는 구절들에 대해 주희는 이통에게 서신을 보낸다. 이에 
대해 이통은 춘추 를 읽을 때 호안국(胡安國: 1074-1138)의 해석을 
표준으로 삼아 보라고 충고한다( 延平答問  3). 그리고 주희가 의구심
을 가진 논어  구절들에 대해 이통은 사례별로 자신의 입장을 전해

준다( 延平答問  4-8). 그 내용을 보면 ‘효’에 대한 문제, ‘안연의 위
상’에 대한 문제, ‘위기(爲己)’에 대한 문제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음력 11월 주희는 춘추 , 논어 , 맹자 를 읽으면서 이통에게 의

구심이 드는 많은 구절들을 물어본다( 延平答問  10-19). 또한 주희는 
이전에 논의했던 ‘충서’와 ‘일관’의 의미 그리고 ‘융석(融釋)’의 경지
에 대해( 延平答問  20) 그리고 이통이 처음으로 서신을 통해 설명해
준 ‘야기(夜氣)’에 대해 다시 논의를 재개하고 있다( 延平答問  22). 
특히 ‘야기’와 관련된 주희와 이통 간의 논의는, ‘함양涵養’ 공부와 
‘융석’의 경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 내용들이다.

 5) 주희와 이통 사이에 이루어진 7년간의 서신 교환과 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1차 자료는 연평답문 이다. 그러나 다음 두 책이 
없었다면 정리 작업은 무척 오래 걸렸을 것이다. 束景南, 朱熹年譜長編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高畑常信, 延平答問 (東京: 明德出版社,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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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159년(주희 30세, 이통 67세)
1159년 음력 6월 주희는 계속 경전들을 읽고, 서신을 통해 의심나

는 사항들을 이통에게 물어본다. 답신을 통해 이통은 경전을 읽는 주
희를 격려하고( 延平答問  23), 나아가 유가들이 지향해야 할 바가 
‘융석’의 경지임을 거듭 강조한다( 延平答問  24).

④ 1160년(주희 31세, 이통 68세)
1160년 음력 5월 주희는 논어 와 맹자  그리고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 과 통서(通書) 를 연구한다. 이때 주희는 주돈
이가 남긴 들을 모아서 이통에게 보낸다. 또한 주희는 서신을 통해 
이통에게 ‘존양(存養)’ 공부와 ‘융석’의 경지를 물어본다. 이통은 답신
을 통해서 ‘존양’ 공부와 ‘융석’의 경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다( 延平答問  25, 26). 특히 이 부분은 이통이 자신의 스승 나종언의 
가르침을 주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통은 나종언
이 “‘희로애락의 미발을 중이라 한다’는 중용 의 구절에서 ‘미발의 
때란 어떤 기상(氣象)인가?’를 고요한 가운데 보도록 가르쳤다”고 말
하면서, 주희에게 미발의 함양 공부에 대해 이야기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숙제가 이통 사후에 주희로 하여금 ｢중화구설｣이라는 

답과 ｢중화신설｣이라는 상이한 답을 내놓게끔 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달에 주희가 관직을 사퇴하려고 하 지만 사퇴 허락 명령

이 내려지지 않아서 다시 관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서신을 쓰자, 이통
은 주희의 뜻이 옳다고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융석’의 경지에 이르도
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延平答問  27).
음력 7월 서신을 통해 주희는 다시 논어 와 맹자 의 의심나는 구

절들을 이통에게 물어본다. 주희의 의문에 대한 이통의 답신을 살펴
볼 때 중요한 철학적 쟁점들이 논의되었음이 확인된다. 그중 핵심적
인 것으로는 불교와 신유학의 차이 문제( 延平答問  29), 인(仁)과 분
수(分殊)의 문제( 延平答問  30), 맹자 의 ‘반드시 일삼는 것이 있다
[必有事焉]’는 구절에 대한 이해 문제( 延平答問  31) 등이 있다. 음력 
10월 주희는 연평으로 가서 이통을 직접 만나는데, 이것은 노쇠한 이
통이 주희를 간절하게 보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延平答問  
29).

⑤ 1161년(주희 32세, 이통 69세)
1161년 음력 2월에 주희는 논어 의 의심나는 구절들에 대해 이통

의 대답을 구하는 서신을 썼고 그에 대한 답신을 받는다( 延平答問  
38-41). 특히 이때 주돈이의 태극도설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희와 이통은 깊이 논의하기 시작한다( 延平答問  42).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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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도설 에 대한 주희와 이통 간의 논의는 주희가 중용(中庸) 의 
‘이발’과 ‘미발’ 개념을 도입하면서 전체 우주론적 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음력 5월에 주희는 자신이 이제 점점 ‘융석’의 경지에 들어가고 있

는 것 같다는 칭찬을 이통으로부터 받는다( 延平答問  45). 그리고 주
희는 계속 논어 의 의심나는 구절에 대해 이통의 대답을 구하는 서

신을 보내고, 이통도 주희의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자신의 생각을 피
력한다( 延平答問  46).
음력 7월에 주희는 이통으로부터 한번 방문하기를 청하는 서신을 

받는다( 延平答問  47).
음력 10월에 서신을 통해 주희는 중용 의 ‘시종(始終)’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통도 이에 대한 답신에서 자신의 형이상학적 틀을 언
뜻 드러낸다( 延平答問  49). 이 서신에서 중요한 것은 이통이 주희의 
논의를 비판하면서 ‘미발’의 존양 공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다는 점이다.

⑥ 1162년(주희 33세, 이통 70세)
1162년 음력 정월에 주희는 건안에 있는 이통을 직접 만나서 인사

를 하고, 그와 함께 연평으로 돌아온다. 주희는 연평에 있는 서림원西
林院에 3개월 이상 머물면서 이통의 가르침을 받는다.
음력 4월에 주희는 이통에게 학문에 대해 논의하는 서신을 보내는

데, 이통은 이에 대해 주희가 이제 ‘지각知覺’ 공부의 효과를 보고 있
는 것 같다는 칭찬의 답신을 보낸다( 延平答問  51).
음력 5월에 주희는 이통에게 자신이 ‘내외가 단절되어 관통되지 않

는’ 문제가 있다고 서신을 보내자, 이통은 그렇게 막힌 곳에서 ‘지각’ 
공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점차 도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답신을 보낸다( 延平答問  52).
음력 6월에 주희는 이통에게 인설(仁說),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

論), 이일분수(理一分殊)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서신을 
보내는데, 이통은 주희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그 각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새로 덧붙인다( 延平答問  53). 또 같은 달에 주희는 논어 의 
의심나는 구절에 대해 이통의 대답을 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그에 대
한 답신을 받는다( 延平答問  54).
음력 6월 말에 효종(孝宗)이 직언을 구하는 조서를 내리자 주희는 

봉사(封事)를 올리기로 결심하고, 음력 7월에 주희는 봉사의 초고를 
작성한 후 이통에게 보내 수정을 부탁한다. 이에 대해 이통은 주희의 
정치적 견해가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답신을 보낸다( 延平答問  57).
음력 8월에 이통은 주희에게 사량좌(謝良佐: 1050-1103)의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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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기를 권장하는 서신을 쓴다( 延平答問  59). 같은 달에 주희는 음
력 6월에 이통이 비판했던 인설, 인물성동이론, 이일분수 등을 수정해
서 완성한 상당한 분량의 을 다시 이통에게 서신으로 보낸다. 이 
을 읽고 이통은 자신의 입장을 재차 피력하면서 자신이 사량좌의 사

상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延平答問  59). 그리고 같은 달
에 주희는 맹자 의 ‘양기養氣’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통에게 서신
으로 보내는데, 이통도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신을 보낸다
( 延平答問  61). 또한 같은 달에 주희는 중용  ‘귀신’장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밝혀서 이통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이통도 그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답신으로 보낸다( 延平答問  62). 이때도 이통은 자신이 
사량좌를 무척 중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음력 10월에 주희는 이통에게 인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서신을 

보내자, 이통은 조금 더 노력하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답신을 보낸다( 延平答問  65).

⑦ 1162년(주희 34세, 이통 71세)
1162년 음력 5월에 이통은 주희에게 사태와 관련되어 체용을 겸하

는 공부를 지속하면 ‘융석’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서신을 보낸다( 延平答問  66).
음력 6월에 주희가 반성과 후회의 서신을 이통에게 보내자, 이통은 

“마음이 드러나는 바로 이때 본원을 함양하려고 노력하여 점점 마음
이 밝아지게 되면 이와 같이 굳고 막혀있는 사의(私意)는 점차 변화될 
것”이라고 자신의 수양론을 피력하는 답신을 보낸다( 延平答問  67). 
같은 달 이통은 무이(武夷)를 지나다가 주희를 방문하여 주희의 상소
문의 내용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음력 7월에 이통은, 지난 음력 6월에 논의했던 시국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주희에게 서신으로 보낸다.
음력 8월에 이통은 선산船山에서 건안建安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

이를 지나다 주희를 다시 찾아왔는데, 그때 주희의 상소문의 내용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같은 달에 주희는 지금까지 이통이 자신에게 준 
서신들을 모아서 연평답문 을 짓는다. 이통이 죽기도 전에 주희가 연
평답문 을 지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아마도 이통을 직접 본 
주희는 자신의 스승이 임종에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

을 것이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은 간절했지만, 이제 주희는 스스로 홀로 가야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는 것을 느낀 것이다. 자신을 그토록 아꼈던 스승 이통과의 만남과 그
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혹여 놓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서둘러 그
는 연평답문 을 편찬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된 연평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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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생 동안 주희에게는 하나의 시금석이자 나침반의 역할을, 혹은 
그가 평생에 걸쳐 풀어야 하는 숙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6)

음력 9월 18일에 주희는 ‘도덕과 이익[義利]’의 문제로 당시의 시
국을 진단하는 마지막 편지를 이통에게 보낸다.
음력 10월 15일에 이통은 복주(福州)에서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

한다.

IV. 연평답문 에 나타난 이통의 철학적 사유

연평답문 의 구성과 내용을 대강 살펴보아도, 우리는 이통과 주희 
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철학적 쟁점들이 완숙한 주희의 모든 철학적 

쟁점들과 거의 동일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7) 더 넓
게 말한다면 둘 사이의 대화에는 두 사람 이전의 신유학의 거의 모

 6) 조사하(趙師夏)의 ｢발연평답문(跋延平答問)｣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
온다. “주희 선생이 동안의 주부로 있을 때, 연평 선생의 말을 반복하여 읽
었다. 만약 연평 선생의 말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주희 선생은 바로 자
신이 이미 배운 것들을 모두 버리고 그것을 스승으로 삼았다.(文公領簿同
安, 反復延平之言, 若有所得, 於是盡棄所學而師事焉.)”

7) 연평답문 에서 확인되는 철학적 쟁점들의 중요성과 향력에 비추어 우리

는 주희와 이통 사이에 논의된 내용들을 분류해볼 필요가 있다. 둘 사이에 
논의되었던 철학적 쟁점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종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첫 번째는 논어 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다. 아마도 이 부분은 
연평답문 에서 논의의 양에 있어서나 논의의 깊이에 있어서나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부분일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仁)’
의 철학적 의미와 ‘인(仁)’을 실현한 성인의 인격 형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
인가에 대한 것이다: 延平答問  4, 5, 6, 7, 8,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32, 38, 39, 40, 41, 46, 51, 54 조목 등  ② 두 번째는 수양론
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미발(未發)’과 관련해 설명되는 수양법
인 야기(夜氣) 및 함양(涵養) 공부의 의미와 그 위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延平答問  22, 24, 25, 28, 29, 31, 45, 61, 65, 67, 71 조목 등 ③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

다. 이 부분에서 ‘인설(仁說)’,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 그리고 ‘인
(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이일분수(理一分殊)’라는 신유학적 
논의가 다루어진다: 延平答問  42, 53, 60 조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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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철학적 쟁점들이 녹아들어 있으며, 아울러 둘 사이의 대화는 두 
사람 이후에 전개될 신유학의 철학적 쟁점들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상 이통이 죽은 후 주희의 철학적 여정은 연평답문 에 드
러나 있는 자신과 이통의 사상에 대한 명료화 혹은 심화 작업에 다

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화신설｣을 구성하면서 주희는 자신이 
새롭게 구성한 심성론과 수양론이야말로 이통의 사상에 부합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중화신설｣은 이통의 가르침을 이해하려
는 과정에서 출현한 것이지, 그 자체로 추구된 논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이통과 논의하면서 그로부터 배웠던 ‘인설(仁說)’은 
장식(張栻)과 논쟁하면서 주희가 작성한 ｢인설(仁說)｣에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셋째; 논어 에 대한 이통의 해석이 “스승의 말 [師
曰]”이란 제목으로 그대로 논어집주(論語集注) 에 기재되어 있다. 마
지막으로 넷째; 이통이 전혀 언급도 안 했던 ‘격물치지(格物致知)’설
마저도 일상생활에서의 공부를 강조했던 이통의 가르침을 따른 주장

이라고 주희 스스로 말하고 있다.8) 이로부터 우리는 주희철학에서 
이통의 사상이 차지하는 위상과 그 향력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통이란 인물이 신유학의 역사에 중요한 이유는 물론 주희라는 

신유학의 집대성자 때문이다. 이통은 남송시대의 보잘 것 없는 청년 

 8) “그 사이에 단지 이전에 들은 연평 이선생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학문하
는 처음으로 삼았는데, 또 마땅히 항상 이 마음을 보존하여 다른 일에 지
배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대개 한 가지 일과 조우하면, 바로 이 일에 나
아가 미루고 찾기를 반복하여 그 이치를 궁구하여야 한다. 이 한 가지 일
에 대해 융석해지기를 기다려서 순서에 따라 나아가 다른 한 가지 일도 궁

구해야만 한다. 이와 같기를 지속하면 쌓이는 것이 많아져 마음속에 저절
로 시원해지는 경지가 있게 될 것이니, 이런 경지는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間獨惟念昔聞延平先生之敎, 以爲爲學之初, 且當常存此
心, 勿爲他事所勝. 凡遇一事, 卽當且就此事反復推尋, 以究其理. 待此一事融
釋脫落, 然後循序少進, 而別窮一事. 如此旣久, 積累之多, 胸中自當有洒然處, 
非文字言語之所及也.”( 大學或問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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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에게 북송 신유학의 문제의식과 그 해법을 고스란히 이식시켜준

다. 그래서 이통은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 등으로 대표되는 북송 
신유학을 주희로 대표되는 남송 신유학으로 연결시켜주는 결정적인 

매개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통 사유에 대한 이해는 신유
학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관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통 사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통이 북송 신유학의 철학적 전
통을 압축해 주희에게 전해준 그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
은 성인(聖人)이란 이상 인격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핵심 
개념인 ‘융석(融釋)’ 혹은 ‘쇄락(灑落)’과 관련되어 있다.  

일찍이 저는 “사태를 만났을 때 고체(固滯)가 조금도 없다면, 곧 쇄
락(灑落)의 경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 마음이 확연히 크게 공정
해져 남과 나라는 편벽되거나 치우친 바가 없게 되면, 아마도 도리에 
대해 하나로 꿰뚫게 될 것입니다. 가령 일에 당해 꿰뚫지 못하여 마음
속에 편벽되거나 치우친 바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곧 고
체(固滯)와 관련된 것이니 모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9)

‘융석’과 ‘쇄락’은 ‘얼음이 녹아 풀어져[融釋] 막히지 않고 시원해
진[灑落] 상태’를 가리킨다. 이처럼 이통의 머리 속을 지배하고 있던 
근원적인 비유는 ‘얼음’과 ‘물’에 있었다. ‘얼음’은 딱딱하고 정체되
어 있어 타자들과 부딪히며 갈등과 대립을 야기한다. 반면 ‘물’은 자
신이 어떤 타자와 조우하든 간에 그 타자에 맞추어 자신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우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통에게 있어 ‘딱딱하고 정체
된[固滯]’ 얼음과 같은 상태가 바로 사적인 자의식을 매개로 이 세계
와 관계하려는 마음의 상태를 상징한다면, ‘막히지 않고 시원해진[灑
落]’ 물과 같은 상태는 이런 사적인 자의식란 매개가 해소되어 이 세
계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 된 마음의 상태를 상징한다. 이처럼 ‘융

 9) 某嘗以謂, “遇事若能無毫髮固滯, 便是灑落.” 卽此心廓然大公, 無彼己之偏倚, 
庶幾於理道一貫. 若見事不徹, 中心未免微有偏倚, 卽涉固滯, 皆不可也. 未審
元晦以爲如何? 延平答問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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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쇄락’의 상태는 타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주체가 갖추
어야 할 유동적인 마음 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이통이 애용하는 ‘얼
음’과 ‘물’의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주목해야 하
는 것은 ‘얼음’과 ‘물’이 상이한 두 실체(substance)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가 가지는 두 양태(mode)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얼음’과 ‘물’ 
사이의 변화는 실체적 변화가 아니라 양태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

이다. ‘얼음’으로부터 ‘물’로의 양태적 변화로 이통이 보여주고 했던 
것은, 원칙적으로 인간은 자기 수양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
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유동적인 물로 비유된 마음의 상태, 즉 ‘융석’과 ‘쇄락’의 

상태는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까? 이통은 이것을 “이 마음이 확
연히 크게 공정해져 남과 나라는 편벽되거나 치우친 바가 없게 되

는” 상태라고 말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얼음과 물의 비유를 다
시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 눈 앞에 네모난 얼음이 있다. 여기서 이 
네모남은 이 얼음의 사적인 자의식, 혹은 자기 동일성을 상징한다. 
만약 이 얼음이 둥근 그릇과 소통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가? 네모남과 둥긂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억지로 네모
난 얼음과 둥근 그릇을 소통시키려고 한다면, 네모난 얼음이 파괴되
거나 아니면 둥근 그릇이 찌그러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
야 이 네모난 얼음이 둥근 그릇과 소통할 수 있겠는가? 이 얼음이 
‘네모남’이란 사적인 자의식을 버려야만, 그래서 그릇의 둥긂을 수용
할 수 있을 때에만 소통은 가능할 것이다. 이통에게 있어 소통이란 
기본적으로 ‘네모남’이나 ‘둥긂’이라는 절대적 구분이 무화되는 경험 
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네모남을 버리려면 혹은 
네모남을 버렸다면, 얼음은 반드시 물로 변형되어야 하거나 그렇게 
되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통에게 있어 얼음과 같이 ‘딱딱하고 정체된[固滯]’ 상태와 물과 

같이 ‘막히지 않고 시원해진[灑落]’ 상태를 구분하는 이분법은, 그의 
모든 사유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비유이자 그의 사유가 응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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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점이다. 그는 이 이분법을 가지고 북송 신유학의 모든 전통을 
흡수하고 명료화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신유학의 범주들 중 최상
의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인(仁)’에 대한 그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
자. 

인은 단지 이치이니 애초에 피차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치에 부합
되어 사사로운 마음이 없으면 인입니다.10)

이통에 따르면 인(仁)은 이치[理]와 마음[心]이란 두 가지 범주로 
규정된다. 다시 말해 이치에 부합하는 마음, 그래서 사사로움이 없게 
되는 마음이 바로 ‘인’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이란 ‘융석’과 
‘쇄락’의 마음 상태에 다름 아닌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치[理]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것이다. 이통이 생각하고 있는 이
치란 객관적인 법칙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의
미하는가? 그러나 이통이 생각하고 있는 이치는 객관이니 주관이니 
하는 서구 근대 철학적 이분법을 넘어서 있다. 애초에 “피차의 구분
(彼此之辨)”을 넘어서는 범주가 이치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통이 
생각하고 있던 이치란 주관과 객관을 합일시키는 범주이자,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은폐된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물과 
같은 유동성을 확보한 ‘융석’과 ‘쇄락’의 마음 상태로 타자와 원활히 
소통하게 될 때에만 ‘이치’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
치’란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표현을 빌리자면 객관화되어 “기
술될” 수 없고, 오직 주체의 체험에 의해서만 “보여질” 수 있는 범주
라고 할 수 있겠다. 

‘융석’과 ‘쇄락’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
는가? 그런데 이런 수양론적 물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의 수
양론이란 기본적으로 타자와의 소통이란 이념에 전적으로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수양의 성패 여부마저도 현실 속에서 타자와 원활히 소

10) 仁只是理, 初無彼此之辨. 當理而無私心, 卽仁矣( 延平答問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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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지의 여부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통이 추구했던 ‘융석’의 수양론이 불교가 꿈
꾸었던 ‘해탈’의 수양론과 구분될 수 있는 지점이 희미해지게 될 것
이다. 그래서 이통은 주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최근에 공부하는 과정이 매우 적절하여 지난

번에 집착하여 쇄락하지 못했던 곳이 이제는 점점 융석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도리에 나아간 효과이니, 매우 좋습니다. 생
각에 막힘이 있고 일용생활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곧 여기에서 
생각해 소이연을 구하는 공부를 오래하면 저절로 이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11)

그의 이야기 가운데서 “생각에 막힘이 있고 일용생활에서 어긋나
는 경우(思索有窒礙, 及於日用動靜之間有咈戾處)”라는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 이통은 ‘융석’과 ‘쇄락’을 지향하는 자신의 수양론이 기본
적으로 이 세계 밖으로 초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계 안

으로 초월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 속에서 막히
고 어긋나는 경우, 그 경우를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자기 수양이 
요청된다. 역으로 삶 속에서 막히고 어긋나는 경우가 없이 타자와 원
활히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기 수양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희에게 수양 공부를 권고할 때마다 이통은 항
상 평상시의 일상 세계에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통에게 있어 ‘융석’과 ‘쇄락’의 수양론은 불교처럼 세계

로부터 거리를 두고 행하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세계 속에 
살면서 막히고 부딪히는 지점에서 그 막히고 부딪히는 것을 해소하

려는 공부로 제안되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통이 수양 공부가 불
교의 좌선 공부와 혼동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 다는 점이다. 이통에

11) 承諭近日學履甚適, 向所耽戀不灑落處, 今已漸融釋. 此便是道理進之效, 甚善
甚善. 思索有窒礙, 及於日用動靜之間有咈戾處, 便於此致思, 求其所以然者, 
久之自循理爾. 延平答問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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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어서는 좌선 공부가 외부 사태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수렴해서 지워버리는 공부라면, 유학의 수양 공부는 사태나 타자와 
소통하기 위한 공부 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희에게 일상 
세계의 막히는 곳으로부터 출발해서, 수양 공부를 함으로써 결국 막
힘이 전혀 없는 융석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타
자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일상 세계를 떠난다면, 그리고 치열한 
자기 수양의 귀착점이 일상 세계가 아니라면, 신유학의 수양론은 불
교의 그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전선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V. 나가는 말

‘성즉리(性卽理)’, 즉 “우리의 본성과 외부 사태의 이치는 같다”는 
테제는 주희철학의 핵심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겨진 중요한 
관건은 수양의 문제일 것이다. 내적으로는 본성을 잠재적 차원이 아
닌 현실적인 차원으로 실현해야 하며, 외적으로는 표면적인 사태들을 
넘어서서 그 사태들을 존립시키는 이치를 파악해야 한다. 전자가 바
로 ‘함양(涵養)’ 공부라면, 후자가 바로 ‘격물치지(格物致知)’ 공부다. 
함양 공부든 격물치지 공부든 중요한 것은 그 공부를 통해 우리가 

본성과 이치에 관통하게 되며 그에 따라 저절로 외부 사태와 적절하

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대학장구(大學章句) 에서 주희는 
스스로 이런 상태를 ‘활연관통(豁然貫通)’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우
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함양 공부이든 격물치지 공부이든 그의 
모든 수양방법은 외부 사태와 활연관통하려는 이념에 종사하고 있다

는 점이다. 만약 주희의 이런 이념을 망각한다면, ‘격물치지’ 공부는 
외부 사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고 오해되거나, 아니면 ‘함양’ 공부
는 불교의 참선 공부와 유사한 것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주희철학을 규정하는 최종적 이념은 ‘활연관통’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성즉리’라는 사변적 테제도, 함양이나 격물



주희(朱熹)와 이통(李侗) 73

치지 공부와 같은 수양론적 테제도 모두 이 최종 이념의 주변을 돌

고 있는 위성들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통의 사상이 주희
철학에 가한 중요한 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통 스스로 공부의 최
종적 목적을 “얼음이 물처럼 녹아 유연하게 사태와 대응하는” 경지
인 ‘융석(融釋)’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석이나 활연관통의 경
지는 항상 불교의 내면적 해탈과 오해될 여지가 있으며, 함양 공부도 
불교의 참선 공부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통은 “막히고 부
딪히는 바로 지점에서부터 그 막히고 부딪히는 것을 해소”하라고 강
조하면서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부각했던 것이며, 또한 그의 제자 주
희도 일상생활의 모든 지점에서 격물치지 공부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융석’과 ‘활연관통’이란 이념은 일상생활을 긍정하
는, 즉 타자나 사태의 고유한 외부성을 긍정하는 이념이고, 바로 그 
때문에 불교의 유아론적 경향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주희는 육구연(陸九淵: 1139-1193)으로부터 모욕에 가까운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륙논쟁(朱陸論爭), 혹은 아호지쟁
(鵝湖之爭)이라 불리는 논쟁이었다. 주희가 육구연의 도전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기원한 것일까? 그것
은 바로 주희 스스로 자신이 불교철학에 맞설 수 있는 확고한 전선

을 구축했다고 자임했던 것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주희의 눈에 “잃어
버린 본심을 구하면 된다(求放心)”는 육구연의 내성적인 수양론은, 
자칫 자신이 애써 구축했던 전선을 흐리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 다. 구조적으로 볼 때 육구연의 내성적 수양론은 불교철학의 참
선 공부와 구별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주희는 유학이 불교철학과 근
본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상생활의 긍정, 타자 
및 사태의 외부성에 대한 긍정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는 수양의 지평을 항상 일상생활이라는 실천적 지평과의 피드백 관

계로 제안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늙은 스승 이통이 애써 주희에
게 심어주려고 했던 신유학 전통의 내 한 에센스 다고 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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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동시에 주희가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받은 숙제에 대해 구성
한 적절한 답안이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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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u-Hsi and Li-Tong

Kang, Shin-Joo

Neo-confucianism was an endeavor to reform the Confucian 
tradition in order to counteract Buddhism. Chu-Hsi (朱熹) was a 
great success in this endeavor because he systematically established 
the theory of mind and the theory of cultivation according to the 
Confucian tradition. Chu-Hsi emphasized the exteriority of a 
situation and the ‘other’ in order to oppose Buddhist solipsism. 
Chu-Hsi’s thoughts were a result of encounters and conversations 
with Li-Tong (李侗). Chu-Hsi recorded these philosophical 
conversations with Li-Tong in his 延平答問. In this book we find 
that Li-Tong’s thoughts were continuously inherent in Chu-Hsi’s 
own philosophical problems and system of thought.

Keywords: Chu-Hsi (朱熹), Li-Tong (李侗), Yeonpyeongdapmun (延
平答問), yungseok (融釋), nature-principle (性卽理)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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