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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담(慎後聃) 대학후설(大學後說)의 새로운 성찰

- 이패림(李沛霖)의 사서주자이동조변(四書朱子異同條辨)과 비교하여 -

임부연*1)

1. 고본대학에 기초한 대학후설
조선성리학(朝鮮性理學)의 전통에서는 주자(朱子)가 예기(禮記)의 

한 편에 불과하던 소위 고본대학(古本大學)을 독립시켜 경문(經文)1장

과 전문(傳文)10장으로 개편한 대학장구(大學章句)을 대학(大學)의 

저본(底本)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주자는 대학장구에서 명명덕(明明

德)･신민(新民)･지어지선(止於至善)의 삼강령(三綱領)과 격물(格物)･치지

(致知)에서 시작하는 팔조목(八條目)의 구조를 제시하고 소위 ｢격물보전

(格物補傳)｣을 새로 지어 삽입시켰다. 특히 마음의 지식과 사물의 이치

가 갖는 대응관계에 기초해 작성된 ｢격물보전｣은 사물의 이치에 대한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 마음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밝아지는 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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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명하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주자는 대학을 

학문의 전체 구도와 공부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기본 경전으로 확

립시켰다. 이에 비해 양명학(陽明學)은 대학장구의 편제를 인정하지 

않고 고본대학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마음을 벗어난 외물의 이치를 부

정함으로써 내면주의 성향의 대학 해석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학
의 편제와 해석에 관한 견해는 주자학과 양명학을 판가름하는 핵심 요

소가 되었다. 

그런데 18세기 조선의 성호학파(星湖學派) 내부에서는 정통성리학과 

달리 고본대학을 저본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양명학과도 구별되는 독자

적인 경학(經學)의 흐름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성

호(星湖) 이익(李瀷, 1681~1763)의 고제(高弟)였던 하빈(河濱) 신후담

(慎後聃, 1702~1761)과 정산(貞山) 이병휴(李秉休, 1710~1776)의 저

술에 반영되었다. 곧 신후담의 대학후설(大學後說)과 이병휴의 대학

심해(大學心解)는 대학장구가 아닌 고본대학의 편제를 따르면서도 

양명학에 환원되지 않고 고유한 해석을 제시한 경학 작품이었다.1) 다만 

이병휴의 대학심해가 이익의 대학질서(大學疾書) 이외에는 다른 작

품을 거의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반면, 신후담의 대학

후설은 정자(程子)와 주자뿐만 아니라 명･청대 유학자, 그리고 성호와 

정산 등 사우(師友)의 학설까지도 다양하고 폭넓게 수록하면서 자득(自

得)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곧 대학후설은 각 구절마다 자세하게 각종 

경학 작품의 내용을 수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을 제시

하였다.2) 이런 의미에서 하빈의 대학후설은 18세기 조선뿐만 아니라 

1) 신후담의 대학후설의 구성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로는 최석기의 

｢하빈 신후담의 대학 해석과 그 의미｣(東洋漢文學硏究 제36집, 부산: 동양

한문학회, 2013)를 들 수 있다. 또 성호학파의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을 논하

면서 신후담의 관점을 다룬 연구도 있다. 최봉영, ｢성호학파의 朱子大學章句 批

判論 – 格物致知說을 중심으로｣, 東洋學 제17집(서울: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987). 이병휴의 대학 해석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최석기, ｢貞山 

李秉休의 大學 解釋과 그 意味｣, 남명학연구 14집(진주: 경산대 남명학연구소, 

2002) ; 임부연, ｢貞山과 茶山의 대학 해석 비교｣, 퇴계학보 134집(서울: 

퇴계학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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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대학 관련 경학의 성과를 반영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신후담의 대학후설이 역대 중국왕조의 경학적 성취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청나라 학자 이패림(李沛霖, 생몰년 미상)의 

사서주자이동조변(四書朱子異同條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패림은 

이 책에서 사서(四書)와 관련된 주자의 학설을 다양한 문헌에서 수록하

고 제가(諸家)의 학설을 주자의 관점과 동일한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한 

다음 조목별로 그 시비(是非)를 분별하였다. 그런데 청나라 학자들이 외

면했던 이패림의 사서주자이동조변은 18세기 초반 조선에 유입된 이

후 기호학파(畿湖學派) 학자들 중심으로 중시되었다.3) 18세기 당시 조

선의 경학에서는 주자의 정론(定論)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자의 학설

을 기준으로 다른 학자들의 해석을 비평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패림

의 사서주자이동조변은 이러한 경향에 조응할 뿐만 아니라 명･청대 

학자의 경학 작품을 선집(選集)한 기본 공구서 역할도 수행하면서 널리 

읽혔다. 하빈은 학파(學派)의 경계를 넘어 당시 기호학파에서 유행하던 

사서주자이동조변을 애독하고 자신의 대학후설에 관련 내용을 수록

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신후담이 도학(道學)의 정통론(orthodoxy)에 갇히지 않고 대

학후설에서 새롭게 제시한 경학적 성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

해서는 이패림의 사서주자이동조변｢대학(大學)｣(이하 조변으로 略

稱)과 체계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학계에서는 하빈이 

2) 大學後說은 고본대학을 저본으로 삼았지만 大學章句의 구성에 따라 분석하

고 있다. 곧 대학후설은 大學章句･序→｢讀大學法｣→｢大學篇題｣→｢大學 第一

章｣→｢第二章 釋格物致知｣→｢第三章 釋誠意｣→｢第四章 釋正心修身｣으로 구성되

어 대학장구의 순서대로 구절마다 분석하고 있다. 

3) 사서주자이동조변이 정작 청조(淸朝) 문인들에게는 중시되지 않고 사고전서

(四庫全書)에도 수록되지 못한 반면, 조선에서는 왕실에서 소장할 뿐만 아니라 

주로 기호학파 계열 학자들이 주목하여 널리 유행하였다. 사서주자이동조변의 

전래 과정과 조선학자들의 수용양상에 대해서 다음 논문을 참조. 당윤희, ｢四
書朱子異同條辨의 朝鮮으로의 전래와 영향에 대한 一考｣, 中國語文學誌 제40

집(서울: 중국어문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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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림의 대학 해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언급한 논문만 있을 

뿐 신후담과 이패림의 대학 해석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분석한 연구

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4)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

구는 대학의 중요한 테마에 관해 신후담과 이패림의 관점을 비교함으

로써 대학후설의 새로운 성찰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 전체

를 관통하는 핵심 용어인 ‘명덕(明德)’과 ‘지선(至善)’의 정의와 상호관

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학 해석에서 가장 논란의 초점이 되었던 

‘격물(格物)’과 ‘치지(致知)’라는 지식공부의 테마를 다루며, 마지막으로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으로 대변되는 마음공부의 테마를 논의하고

자 한다.     

2. 대학의 핵심 개념 - 명덕(明德)과 지선(至善)

1) 마음이 갖춘 이치로서 빛나는 성품, 명덕
대학(大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명덕(明德)’이다. 대학

의 첫 구절에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데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평천하(平天下)’의 이상 역시 명덕을 천하에 밝히는 것으

4) 최석기는 ‘제가(諸家)의 설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라는 각도에서 하빈이 이패림

의 대학 해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선구적으로 제시하였다. 최석기, ｢
하빈 신후담의 대학 해석과 그 의미｣, 東洋漢文學硏究 제36집(부산: 동양한

문학회, 2013), 297-300. 다만 본격적인 비교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신후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그의 천주교 교리비판서인 서학변(西學辨)에 집

중된 경향을 보이다가 1980년대 이후 경학(經學) 사상으로 확대되는 전기가 마

련되었지만 여전히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신후담의 연구사와 생애에 대해서

는 다음 논문을 참조. 강병수, ｢河濱 慎後聃의 硏究史와 生涯 硏究｣, 제2회 하빈

학술 연구발표회 발표문(서울: 하빈학연구소, 2013). 근래 실시학사(實是學舍)에

서 하빈 신후담의 대학후설과 사칠동이변(최석기･정소이 옮김, 사람의무늬, 

2014)이라는 제목의 번역본을 간행하여 하빈의 대학 해석과 사단칠정논변(四

端七情論辯)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신후담(慎後聃) 대학후설(大學後說)의 새로운 성찰    127

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자(朱子)는 대학장구(大學章句)에서 

“명덕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허령(虛靈)하고 어둡지 않아서 

뭇 이치를 갖추고 모든 일에 대응한다.”5)고 풀이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명덕의 근원을 하늘로 제시한 다음 명덕의 허령(虛靈)한 기본 성격에 

근거해 뭇 이치를 갖추고 일상의 모든 일에 대응하는 역량을 포괄한 것

이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함축한 주자의 명덕 개념은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특히 명덕을 ‘마음[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품[性]’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문제에서 신후담은 

명덕을 마음과 구분하였다. 

명덕은 마음에 갖추어져 있을 뿐이지 마음이 아니다.6) 

하빈은 마음과 명덕을 구분하여 마음이 갖추고 있는 내재적인 이치

[理], 곧 ‘환하게 빛나는 성품’을 명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마음과 명덕의 동일성을 주장한 유학자들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 가

령, 대학장구대전(大學章句大全)(이하 대전으로 略稱)에서 노효손

(盧孝孫)은 “명덕은 단지 본심(本心)이다.”7)라고 주장함으로써 명덕을 

선천적인 본연의 마음으로 제시하였다.8) 그리고 호병문(胡炳文)은 “대

학장구의 명덕 해석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서 성품과 감정을 그 속

에 포함하고 있다.”9)고 하여 ‘허령불매(虛靈不昧)’의 ‘마음’을 중심으로 

5) 大學章句 ｢經一章｣ 朱子 註釋, “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不昧, 以具衆理

而應萬事者也.”

6)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335, “明德, 具於心而已, 非便是心也.” 본 논문에서

는 2006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해 출판한 하빈선생전집(河濱先生全集) 제1

책 권5에 수록된 대학후설을 저본으로 삼고 이 하빈선생전집 제1책에 나오

는 페이지를 인용한다. 

7) 大學章句大全 ｢首章 釋明明德｣ 小註, “玉溪 盧氏曰: ‘明德只是本心.’” 

8) 이러한 노효손의 명덕 개념은 조선성리학에서 율곡(栗谷) 이이(李珥)가 수용하였

으며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이재(李縡) 등 낙론(洛論)학자들은 명덕을 본심으

로 여기고 성인과 중인(衆人)의 명덕이 동일함을 주장하였다. 권오영, ｢조선후기 

유학자의 ‘대학’이해-明德說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8(서울: 규장각한국학연

구원, 2009), 210-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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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리(具衆理)’의 ‘성품’과 ‘응만사(應萬事)’의 ‘감정’을 아우르는 명덕 

개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하빈은 명덕을 마음이 아니라 성품으로 이

해하였고, 이패림 역시 명덕을 마음과 명덕을 구분시켰다.

호운봉(胡雲峰)의 무리는 모두 ‘허령하고 어둡지 않음’을 ‘마음’으로, ‘뭇 이

치를 갖추고 있음’을 ‘성품’으로, ‘모든 일에 대응함’을 ‘감정’으로 보았다. … 

이와 같이 갖가지 설이 어긋나고 잘못되니, 어찌 주자어류에서 이미 “한 몸

을 주재하는 것을 ‘마음’이라 부르고 하늘에서 얻어 광명정대(光明正大)한 것

을 ‘명덕’이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또 “이 도리들은 마음속에서 밝고 

환하며 두루 비추어 터럭만큼이라도 밝지 않은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을 알겠

는가? 어찌 마음을 명(明)자의 뜻에 섞어 넣은 적이 있었는가? … 황제비(黃

際飛)가 이 구절에 대해 분명하게 밝혔다.10) 

이패림은 명덕과 마음의 동일성을 주장한 호운봉 등의 관점을 비판

한 다음 몸의 주재자인 마음과 ‘하늘에서 얻어 광명정대한 도리’인 명

덕을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밝은 명덕에서 밝음의 근거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가 되므로 마음과 밝음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정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이패림은 ‘인의예지(仁義禮智)의 이치가 마음속에 실려 

있는 것’으로 명덕을 풀이한 황제비(黃際飛)의 관점에 동조하였다. 황제

비는 대학이 ‘마음’만 말하고 ‘성품’은 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명덕을 ‘마음속에서 광명조철(光明照徹)한 도리’로 해석하였

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명덕을 본심으로 본 노효손의 발언이 가장 도

를 어지럽힌다고 평가하면서 후대에 ‘심즉리(心卽理)’ 등을 주장한 왕양

9) 大學章句大全 ｢首章 釋明明德｣ 小註, “雲峯 胡氏曰: ‘章句釋明德, 以心言, 而

包性情在其中.’” 

10) 四書朱子異同條辨 ｢大學｣ 권1, 22, “乃胡雲峰輩, 俱以虛靈不昧爲心, 具衆理爲

性, 應萬事爲情. 又或以虛靈不昧爲明, 具衆理、應萬事爲德. 種種差謬, 豈知語類
已明云: ‘主於一身者, 謂之心, 有得於天而光明正大者, 謂之明德’, 又曰: ‘這個道理, 

在心裏光明照徹, 無一毫不明’? 觀此, 則只說心是承載這明德底. 何嘗以心混入明字

義? … 際飛於此句, 發得分明.”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四書朱子異同條辨 ｢大
學｣의 권수와 페이지는 서울대소장본으로 청나라 康熙 44(1705)에 발간된 근비

당본(近譬堂本)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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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연계시켜 비판하였다.11) 따라서 황제비의 견해에 동조한 이패림의 

명덕본심설(明德本心說) 비판은 결국 왕양명의 심학(心學)에 대한 비판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후담과 이패림 모두 명덕을 성품으로 보았지만 명덕의 근본 성격

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었다. 주자는 대학장구에서 명덕의 근

원을 하늘로 명시한 다음 명덕의 근본 성격으로 ‘허령불매(虛靈不昧)’를 

제시하고 이러한 근본 성격에 근거해서 ‘구중리(具衆理)’와 ‘응만사(應萬

事)’의 역량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하빈은 이러한 명덕 개념 가운데 명

덕의 근원을 하늘로 규정한 점만 수용하고 명덕의 성격이나 역량에 관

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주자는 어류(語類)에서 “신령[靈]한 것은 마음이지 성품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또 “명덕이 곧 인의예지(仁義禮智)의 성품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신

령으로 명덕을 논할 수는 없다.12) 

하빈은 마음이 신령한 것이고 성품이 곧 명덕이라고 말한 주자의 발

언에 근거하여 신령과 명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곧 그는 ‘허령(虛靈)’

을 명덕의 근본 성격으로 제시한 대학장구와 ‘신령[靈]’을 마음의 성

격으로 제시한 주자어류를 대립시키면서 명덕과 ‘허령불매’를 분리시

켰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 주자가 “허령은 당연히 마음의 본

체이다.”13)라고 말한 대전의 구절과 상통한다. 하빈은 명덕의 성격에 

관해 대학장구보다는 주자어류를 근거로 활용하여 자득(自得)한 내

용을 주장했던 것이다.

11) 四書朱子異同條辨 ｢大學｣ 권1, 21, “大學言心不言性, 此語最是鶻突. 何嘗不

言性? 卽仁義禮智之理, 載在心裏, 所謂明德者也. 何嘗單言心? 有這道理在心裏, 

乃始光明照徹, 乃爲明德. … 盧氏謂‘明德只是本心’, 最是亂道. 後來王陽明謂‘至善

是心之本體’, 又曰‘至善只求諸心. 心卽理也’, … 蓋是從此處差却.”

12)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一節’, 335, “朱子於語類言‘靈底是心, 不是性’, 

又言‘明德便是仁義禮智之性’, 則靈之不可論明德.” 

13) 大學章句大全 ｢首章 釋明明德｣ 小註, “虛靈自是心之本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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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령(虛靈)’은 마음의 본체이지 명덕을 논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 부분은 
대학장구에서 의심할 만한 곳이다. 조변에서 ‘마음을 명덕의 글자 뜻에 뒤

섞어 넣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옳은데, 오히려 억지로 허령으로 명덕을 논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14) 

허령을 마음의 본체라고 규정하여 허령과 명덕을 분리한 신후담은  

조변의 내용이 모순이라고 평가하였다. 조변에서 한편으로는 마음

과 밝음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명덕을 성품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마음의 본체인 허령을 명덕과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을 보면, 주자가 “‘허령불매’ 네 글자로 명덕의 뜻을 말한 것이 이미 충

분한데 다시 ‘구중리’･‘응만사’를 말한 것은 본체와 작용을 포함하여 그 

속에 둔 것이다.”라고 말한 구절이 나온다.15) 이패림은 이러한 주자의 

발언에 근거하여 허령불매를 명덕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규정하고 더 나

아가 구중리･응만사의 역량을 도출시켰던 것이다.  

‘허령하여 어둡지 않다.’는 것은 밝은 덕을 통체(統體)로 풀이한 것이요, ‘뭇 

이치를 갖추고 모든 일에 대응한다.’는 것은 그 본체와 작용을 나누어서 말한 

것이다. 오직 비어 있기 때문에 뭇 이치를 갖추고, 오직 신령스럽기 때문에 모

든 일에 대응한다. ‘뭇 이치를 갖추고 모든 일에 대응한다.’는 것은 단지 ‘허령

하여 어둡지 않다.’는 성격 속에 함축되어 있다.16)  

이패림은 명덕을 통체로 풀이한 ‘허령불매’와 그 본체와 작용에 해당

하는 ‘구중리’･‘응만사’을 개념상 구분하였다. 곧 ‘허령불매’는 형이상학

적인 이치인 명덕 자체에 속하는 본질적인 성격인데 비해 ‘구중리’･‘응
만사’는 그러한 명덕의 본체와 작용에 배속되었다. 이러한 구분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허령불매에서 ‘허(虛)’는 명덕의 본체인 ‘구중리’의 

14)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一節’, 335, “虛靈是心之體, 非所以論明德. 此章
句之可疑處也. 條辨謂心不混入明德字義, 則是矣, 猶强以虛靈論明德者, 何也?

15) 大學章句大全 ｢首章 釋明明德｣ 小註, “‘虛靈不昧’四字, 說明德意已足矣.”  

16) 四書朱子異同條辨 ｢大學｣ 권1, 22, “虛靈不昧, 是統體解明德. 具衆理、應萬

事, 是分說他體用. 惟虛故具衆理, 惟靈故應萬事. 具衆理、應萬事, 只在虛靈不昧裏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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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되고 ‘령(靈)’은 ‘응만사’의 근거가 된다. 이패림의 이러한 분석

은 노효손의 논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효손(盧孝孫) 역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면서 “오직 비어 있기 때문에 뭇 이치를 갖추고, 

오직 신령스럽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응한다.”17)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빈은 이패림이 마음과 명덕을 분리시키면서 마음의 본체인 허

령을 명덕의 본질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견강부회라고 비판했

던 것이다. 

예로부터 경전에서는 단지 ‘덕(德)’ 한 글자만 말하였는데, 대학에서 ‘명

(明)’자를 더하였으니 의미가 가장 친절하다. 왜냐하면 덕은 이치가 마음속에 

얻어진 것으로 사람과 동식물[物]을 통틀어 말할 수 있지만, 명덕의 경우는 

그 오성(五性)이 찬란하게 구비된 것을 가리킨 것으로 이는 동식물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18)

성리학에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덕성(德性)’으로 표현하기

도 한다. 이러한 표현에는 ‘덕’과 ‘성품’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전제되

어 있다.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원리인 이치가 모든 생명체에 내재된 

것이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의 오성(五性)이며 그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덕이기 때문이다. 다만 물질적인 기질(氣質)의 차이로 인해 성품을 실현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사람과 동식물이 차이가 난다. 이런 관점에서 보

면, 성품 자체는 보편적인 동일성을 가지므로 인성(人性)과 물성(物性)

의 차이가 없고 기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빈은 

개체의 마음이 얻은 이치 곧 덕은 사람과 동식물이 공유하지만 오성(五

性)이 찬란하게 구비된 명덕은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덕과 명덕의 구분은 주자가 명덕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것[人之所得乎天]”이라고 말한 발언에 주목한 결과로 

17) 大學章句大全 ｢首章 釋明明德｣ 小註, “心猶鑑也. … 惟虛故具衆理, 惟靈故應

萬事.”

18)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一節’, 335-336, “從古經典, 只言德一字, 大學
就加明字, 義最親切. 蓋德是理之得於心者, 可以通言於人物, 至於明德, 則指其五性

之燦然具備者, 此則非物之所與有也.” 



132   종교와 문화

보인다. 하빈은 사람만이 하늘로부터 명덕을 얻는다고 해석함으로써 명

덕을 우주 만물이 아니라 사람의 고유한 가치 근거로 확립시켰던 것이

다. 

2) 공공(公共)의 인륜적 도리, 지선(至善)
하빈의 명덕 개념은 대학을 우주 만물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에 중

점을 두도록 유도하였으니, 이러한 중점에 따라 명덕과 지선(至善)의 동

일성이 성립하였다. 대학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소위 삼강령(三綱領)

은 명명덕(明明德), 신민(新民), 그리고 지어지선(止於至善)이다. 여기서 

‘명명덕’이 자신의 명덕을 밝히는 과제라면 ‘신민’은 교화와 교육을 통

해 백성이 자신의 명덕을 밝히게 함으로써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지어지선’에 대해 주자는 “명명덕과 신민 모두 지선의 

자리에 이르러 옮기지 않아야 한다.”19)고 말하였으니, 여기서 지선은 

명명덕과 신민의 목표로서 ‘사리(事理)의 당연한 극치’가 된다.20) 이와 

같이 명명덕과 신민의 목표로 설정된 지지선과 명명덕의 관계에 대해서

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데, 하빈은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여 

명덕과 지선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말한 이병휴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경협(景協: 李秉休)이 명덕과 지선을 두 가지 사물이 아니라고 여긴 것은 역

시 옳다. 다만 명덕은 자기가 얻은 이치를 말한 것이라면 지선은 일 위에 있는 

공공(公共)의 이치를 말한 것이다. 이것이 그 구별점이다.21) 

이병휴는 전문(傳文)에 나오는 지선의 조목이 인(仁)･경(敬)･효(孝)･
慈(자)･신(信)이고 명덕의 실체가 효(孝)･제(弟)･자(慈)라는 점을 근거로 

명덕과 지선이 둘이 아니고 명덕의 실체가 지선이라고 주장하였다.22) 

19) 大學章句 ｢經一章｣ 朱子 註釋, “明明德、新民, 皆當至於至善之地而不遷.”

20) 大學章句 ｢經一章｣ 朱子 註釋, “至善, 則事理當然之極也.”

21)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一節’, 341, “景協以明德ㆍ至善, 爲非二物者, 亦

是. 但明德, 是以理之得於己者言之; 至善, 是以理之公共在事上者言之. 此其別也.” 



신후담(慎後聃) 대학후설(大學後說)의 새로운 성찰    133

그는 원래 명덕을 만물에 내재하는 ‘이치가 밝게 빛나는 것[其理之昭

明]’으로 정의하였는데, 명덕의 실체를 구체적인 인륜의 지선라고 규정

함으로써 형이상학적인 명덕 개념을 보완하고 사회적 구체성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하빈은 이병휴처럼 명덕과 지선의 동일성을 주장함으로써 

구체적인 인륜의 도리로 관심의 초점을 전환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환

의 맥락에서 지선은 명덕이 일상생활의 모든 일마다 드러나는 당연의 

법칙이 된다.23) 다만 그는 개인 차원으로 획득한 이치인 명덕과 공공

(公共)의 사리(事理)인 지선을 개념상 구분하였을 뿐이다. 

이에 비해 이패림은 조변에서 “지선을 일의 측면에 두고 보면 곧 

사리의 당연한 극치이고, 인욕(人欲)의 사사로움과 대비해서 보면 곧 천

리(天理)의 극치가 됨을 알 수 있으니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24)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지선을 사리의 당연한 극치라

고 말한 주자의 정의에 기초하여 인욕과 천리의 대립 구도에서 지선을 

파악한 것이다. 그 결과 지선이 비록 구체적인 일의 측면을 함축하고 

있지만 인륜의 구체적인 덕목과 연계되어 해석되지는 않았다. 

이른바 ‘지선’이란 떳떳한 인륜으로 마땅히 실행해야 할 도리에 불과하며 도

리의 실행은 친한 이로부터 시작한다. … 후대할 사람을 박대하는 것이 지선

이 아니라는 점을 안다면 지선의 소재를 알 수 있다. 후대할 사람을 박대하면 

박대할 사람에게 미루어 이를 수 없음을 안다면, 선의 실행이 반드시 친한 이

로부터 시작하고 또 단지 어버이에게 베풀 뿐만 아니라 소원한 관계로 미루

어 이르는 것을 귀중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 뒷면의 제가･치국･평천하의 

전문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효･제･자를 말한 것은 그 시초가 여기에 있을 것

이다.25) 

22)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一節’, 340-341, “李景協【名舜休】曰: ‘至善者, 

明德之實也. 經曰止於至善, 而傳以仁敬孝慈信, 當至善之目. 經曰明明德於天下, 而

傳以孝弟慈爲明德之實. 由此觀之, 明德與至善, 初非二物可知也.’” 

23)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三節’, 353, “至善, 是明德之見於日用萬事, 而各有

當然之則者.”

24) 四書朱子異同條辨 ｢大學｣ 권1, 24, “把至善放在事上看, 便是事理當然之極; 對

人欲之私看, 便見其爲天理之極, 無有二也.”

25) 大學後說 ｢二章 釋格物致知｣ ‘第二節’, 371-372, “所謂至善者, 不過是彛倫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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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담은 지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인륜의 도리, 곧 사람

과 사람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규정하였다. 그리

고 지선의 실천은 가족관계에 근거한 소위 ‘친친(親親)’에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가족관계의 효(孝)･제(弟)에 근거해서 그것을 소원한 

타인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이 선(善)의 올바른 실행방법이다. 친근해야 

하는 가족관계에서 효･제의 덕목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타인에게 그것을 

확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빈에 따르면, 지선의 실천 이전에 알아

야만 하는 지선의 소재는 대학에 나오는 효･제･자를 벗어나지 않는

다. 따라서 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 역시 효･제･자로 대변

되는 인륜적 도리를 집안과 국가, 더 나아가 천하로 확장하는 일로 귀

결되었다. 

지선을 구체적인 인륜의 도리로 파악하고 그것이 집안과 국가, 그리

고 천하로 확장하는 구조를 제시한 하빈은 지지선(止至善)의 과제를 명

덕(明德=明明德)과 신민(新民)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곧 일상생활

에서 당연의 극치를 다하는 지선을 자기에게서 체득하면 명덕의 지지선

이 되고 타인에게 미루어 가면 신민의 지지선이 된다.26) 이러한 구분은 

명덕과 신민이라는 두 강령을 ‘자기[己]’와 ‘타인[人]’의 영역으로 나누

어 이해한 결과이다. 더 나아가 자기와 타인의 구분은 8조목에도 적용

되어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이라는 5조목은 명덕에, 제가･치국･평천

하라는 3조목은 신민에 속하는 것으로 대비되었다.27) 곧 격물-수신의 

5조목은 인륜적 실천의 주체 가운데 자기에 해당하고 제가-평천하의 3

조목은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삼강령에서 명덕과 신민을 

자신과 타인의 영역으로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빈은 ‘수신(修身)’을 

行之道, 而道之行, 必自親而始. … 知所厚者薄, 無以推及所薄, 則可以知行善之必

自親始, 而又不但施於親而已, 貴乎推及疎遠. … 後面齊治平傳, 終始以孝弟慈爲言

者, 權輿於此歟.”

26)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一節’, 342-343, “所謂止至善, 謂凡日用處事, 盡

其當然之極. … 以是而體諸己, 則爲明德之止至善; 以是而推諸人, 則爲新民之止至

善.”

27)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一節’, 343, “八條之格致誠正修五者, 屬明德; 齊

治平三者, 屬新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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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8조목을 두 차원으로 구분했던 것이다. 그 결과 신후담은 일

상적 인륜을 중심으로 명덕과 지선의 동일성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자

기와 타인의 구분에 근거하여 지지선의 과제를 인륜적 주체의 문제로 

귀결시켰다.

3. 지식 공부의 테마 - 격물(格物)과 치지(致知)

1) 근본과 말단을 분별하고 순서를 바르게 하는 격물
주자가 새로 만든 대학장구(大學章句)의 편제는 대학을 경문(經

文) 1장과 전문(傳文) 10장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경문이 삼

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을 개략적으로 논의하는데 비해 전문은 

이 삼강령과 조목에 대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경문과 전문

의 저자에 대해 주자는 경문이 공자의 말씀을 증자(曾子)가 기술한 것

이요 전문은 증자의 뜻을 문인이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

가 전문 10장 가운데 격물(格物)⦁치지(致知)에 대한 전문이 누락되었

다는 판단 하에 제5장에 해당되는 소위 ｢격물보전(格物補傳)｣ 또는 ｢보
망장(補亡章)｣을 새로 지어 삽입하였다. 이패림의 조변은 이러한 대

학장구의 편제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격물보전｣의 정당성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후담은 대학장구에서 구분한 경문과 전문의 저자와 범위

에 대해 전반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우선, 그는 경문과 전문을 각각 

공자의 말씀과 증자의 뜻에 연계시킨 주자의 해석이 명확한 근거가 없

다고 평가한 다음 경문과 전문의 출처는 지금 확인할 수 없는 불가지

(不可知)의 영역이라고 주장하였다.28) 이러한 주장은 대학을 공자와 

28)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摠論’, 365-366, “朱子之分大學經、傳, 蓋以此章

統論綱領、條目, 而下面諸章解釋此章之意. 故以其統論者爲經, 解釋者爲傳, 非別

有所據而然也. 朱子又謂‘經蓋孔子之言, 而曾子述之, 傳則曾子之意, 而門人記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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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이어지는 계보를 설정한 주자의 도통(道統)의식이 객관적인 근

거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둘째, 경문의 범위와 관련하여 하빈은 대학장구에서 경문의 6절과 

7절에 해당하는 ‘자천자(自天子) …’절과 ‘기본란(其本亂) …’절29)을 경

문에서 배제하고 이 두 절을 격물치지의 전문으로 규정하였다. 대학장

구에서는 7절까지가 경문이라 보고 그 뒤의 “차위지본(此謂知本)”을 

연문(衍文)으로 처리한 다음 “차위지지지야(此謂知之至也)”를 ｢격물보전

｣의 결어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신후담은 “차위지본(此謂知本)”, “차위

지지지야(此謂知之至也)”를 7절인 ‘기본란(其本亂) …’절의 결론으로 보

고 6절과 함께 격물치지의 전문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설정에 

따르면 대학장구와 달리 5절까지만 경문1장에 해당된다.30) 그 결과  

경문에서 분리된 6, 7절이 격물치지의 전문으로 독립됨으로써 주자가 

별도로 만든 ｢격물보전｣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부정되었다. 

주자의 대학장구에서는 경문1절의 삼강령(三綱領) 다음에 나오는 

2절 곧 지지절(知止節)을 3절에 나오는 “사유종시(事有終始)”와 연계시

켜 소위 ‘육사(六事)’로 처리하고 3절의 “물유본말(物有本末)”은 1절의 

‘蓋’者, 疑辭也, ‘則’者, 決辭也. 蓋傳文, 有曾子曰之云, 則可知其出於曾門, 而非曾

子所自作也. 至於經, 則是傳文所本, 當是曾門所祖, 故疑其爲曾子所述, 而曾子學於

孔子, 故又疑其述孔子之言. 然其言, 或非始出於孔子, 而出於先民, 其述之者, 或未

必曾子, 而亦出於曾門, 皆無明據, 今不可得以知也.”

29) 대학의 경문1장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절 -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2절 - 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

能得./3절 -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4절 - 古之欲明明德於天

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脩其身. 欲脩其身者, 先正

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5절 -物格而后

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脩, 身脩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6절 - 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脩身爲本./7절 - 其本亂而末

治者否矣. 其所厚者薄, 而其所薄者厚, 未之有也. 此謂知本, 此謂知之至也. 

30)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摠論’, 366-367, “朱子於此章第五節之下, 聯‘自天子

云云’、‘其本亂云云’二節, 統爲經一章. 而今以愚見, 則其本亂節, 結以‘此謂知本’、

‘此謂知之至也’二句, 似是釋格物致知. 自天子節, 結‘以修身爲本’, 又與‘其本亂云

云’, 兩本字相聯, 不可分斷. 故愚之箚疑, 而爲此後說也. 分‘自天子’、‘其本亂’二節, 

爲格物致知傳, 而經一章, 則止於第五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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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령과 연계시켰다. 다시 말해 삼강령에서 ‘명덕[=명명덕]’은 ‘근본

[本]’이 되고 ‘신민(新民)’은 ‘말단[末]’이 되었으며, 육사에서 ‘지지(知

止)’는 ‘시작[始]’이 되고 ‘능득(能得)’은 ‘끝[終]’이 되었다. 이러한 구도

에서는 2절의 육사와 4절의 팔조목 사이에 대응관계가 성립하기 어려

우니, 특히 육사와 격물⦁치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후담은 육사와 팔조목의 대응구조에 근거해서 격물⦁치지

의 내용이 경문1장 안에 함축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곧 지선(至善)을 

밝혀 머물 바를 아는 ‘지지(知止)’는 ‘치지(致知)’에, 의지를 하나로 모아 

선을 하려고 해서 정향(定向)이 있는 ‘유정(有定)’은 ‘성의(誠意)’에, 마

음이 외물에 망령되게 움직이지 않는 ‘정(靜)’은 ‘정심(正心)’에, 몸이 처

하는 곳을 따라 편안한 ‘안(安)’⦁일을 따라 대처할 바를 헤아리는 ‘려

(慮)’⦁그 머물 바를 얻는 ‘득(得)’은 모두 수신(修身)에 대응되었다.31) 

특히 그는 격물을 3절에 있는 “물유본말(物有本末)”에 대응시키고 제가

⦁치국⦁평천하 3조목을 수신의 확장으로 처리함으로써 육사와 팔조목

의 대응구조를 완성시켰다. 다시 말해 수신 이상의 명덕과 제가 이하의 

신민을 구분한 다음 신민을 명덕에 수렴함으로써 수신=명덕 중심의 대

응구조를 제시하였던 것이다.32) 

팔조목은 단지 명덕･신민･지지선 삼강령 속에 나아가 세분하여 공부하는 절

차를 보여주었으니, 명덕과 신민에 근본과 말단의 순서가 있는 것이야말로 

31)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二節’, 347-348, “知止等六事, 實如下面八條相應. 

但有增減之異, 而意各有當. 蓋知止者, 明於至善而知所止, 此非致知則不能; 有定

者, 壹意爲善而有定向, 此非誠意則不能; 靜謂心不妄動於物, 安謂身隨所處而安, 此

非正心修身則不能. 知止只應致知, 欠却前面格物一條, 而觀次節‘物有本末云云’, 實

以格物言, 則其意固相補矣. 能安之後, 次以慮得, 慮謂隨事審度, 得謂得其所止. 此

皆就身上言, 隨安字而同屬修身. … 修身以上, 屬明德; 齊家以下, 屬新民. 新民不

過擧明德以措之, 旣言明德, 則新民包於其中矣.” 

32) 이런 맥락에서 신후담은 육사와 팔조목의 대응구조를 제시한 황제비와 이병휴

의 관점에 동조하면서도 려(慮)･득(得)을 황제비가 제가⦁치국⦁평천하의 일로 

여긴 점은 정확하지 않고 이병휴가 ｢치국장｣에 결부시킨 점은 견강부회라고 비

판하였다.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二節’, 350, “二家之以六事按八條, 良是. 

但際飛以慮得爲齊治平之事者, 未確; 景協以｢治國章｣‘心誠求之’貼慮得, 尤覺牽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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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 때 가장 먼저 분별할 내용이다. 그러므로 첫째로 격물을 말하여 ‘물유

본말’의 문구에 붙인 것이다. 명덕과 신민은 모두 지지선을 표준으로 삼으니, 

근본과 말단이 이미 분변된 뒤에는 지선(至善)의 도리를 알아서 실행을 다해

야 한다. 그러므로 억지로 치지(致知)를 말하여 지지(知止)의 문구에 붙인 것

이다. 그리고 치지에서 알아야 할 대상은 단지 지선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는 성의(誠意)가 되는데 ｢성의장｣의 전문은 오로지 선(善)과 불선(不善)을 말

한다. 이른바 지선이란 단지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일상의 인륜이다. 가령 문

왕경지(文王敬止)의 문단에서 나열한 인(仁)･경(敬)･효(孝)･자(慈)･신(信)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뒷면의 제가･치국･평천하 전문에서 역시 효(孝)･제(弟)･
자(慈)로 종결하였으니, 그 의미의 맥락이 이와 같이 서로 관통한다.33)

수신 중심으로 육사와 팔조목의 대응관계를 제시한 신후담은 대학
의 팔조목을 모두 삼강령과 연계시킴으로써 격물과 치지의 내용을 경문 

내부에서 찾았다. 우선, 삼강령과 팔조목의 새로운 대응관계 속에서 팔

조목 전체가 크게 ‘지식[知]’과 ‘실천[行]’으로 분류되었다. 곧 팔조목의 

지식에는 명덕[=명명덕]과 신민의 순서를 분별하는 격물과 지선의 도

리를 궁구하는 치지가 배속되고, 실천에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성의･
정심･수신이 명덕의 일에,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제가･치국･평천하가 

신민의 일에 배속되었다.34) 이와 같이 삼강령과 팔조목의 대응구조에 

따라 격물은 삼강령의 명덕과 신민의 순서를 분별하는 것으로, 치지는 

지선의 도리를 궁구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던 것이다.

신후담이 지식과 실천의 차원에서 팔조목을 분류하고 이를 삼강령과 

33) 大學後說 ｢第二章 釋格物致知｣ ‘摠論’, 375, “八條只是就明德、新民、止至善

三綱領內細分, 以示用功節次, 而明新有本末先後之序, 則此是用功之最先當辨者. 

故首言格物, 以貼物有本末之文. 明新皆以止至善爲準的, 則本末旣辨之後, 卽當知

至善之理, 以致於行. 故强言致知, 以貼知止之文, 而致知之所知者, 只是至善. 故其

次爲誠意, 而誠意之傳, 專以善不善爲說. 所謂至善者, 只是人倫日用之當行. 如文王

敬止段所列仁敬孝慈信, 是也. 故後面齊治平傳, 亦以孝弟慈終之, 其意脈之相串如

此.”

34)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四節’, 361-362, “條目者, 綱領之條目也. 格物, 

以辨明新之序; 致知, 以窮至善之理, 其以綱領言也, 固無疑. 至於誠正修, 以在己者

言, 則明德事也. 齊治平, 以施於人者言, 則新民事也. … 此六條之與綱領相應亦然. 

蓋前二條屬知, 後六條屬行, 而皆就綱領上爲義. 大學之道, 只在三綱領. 故知是知

此綱領而已; 行是行此綱領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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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시켜 격물과 치지를 정의하는 방식은 경문1~4절 사이의 상호관계

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우선, 경문4절에 나오는 ‘격물(格物)’의 ‘물

(物)’자가 경문3절에 나오는 “사물에 근본과 말단이 있다.”는 뜻의 “물

유본말(物有本末)”의 ‘물’자와 연계되고 또 이 ‘물’자는 경문1절에 나오

는 명덕과 신민의 강령을 가리킨다. 둘째, ‘치지(致知)’의 ‘지(知)’자는 2

절에 나오는 ‘지지(知止)’와 연계되고 여기서 ‘지(止)’자는 다시 경문1절

의 마지막 강령인 ‘지지선(止至善)’의 ‘지(止)’자와 조응한다. 이처럼 신

후담은 경문1~4절 사이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글자의 조응에 근거해

서 격물과 치지의 의미를 경문 내부에서 찾을 수 있었다. 

격물의 ‘격’자에 대해 주자는 ‘이른다[至]’고 해석하였다. 격자에는 본래 ‘이

른다’와 ‘바르게 한다[正]’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격물의 ‘물’자를 “사

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다.”는 구절의 물자에 붙여놓으면 격이란 글자 역시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한 뒤에야 “먼저 하고 나중에 할 바를 안다.”고 

한 제 3절과 서로 합치된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 선후(先後)의 순서를 어

지럽히지 않는 것이다.35)

주자는 대학장구에서 격물의 ‘격’자를 ‘이른다’는 뜻의 ‘지(至)’자로 

보고 격물을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이른다.’로 해석하였다.36) 그런데 

신후담은 ‘격’자에 ‘이르다’ 이외에 ‘바르게 한다’는 뜻을 새로 부여하였

다. 경문3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물유본말, 사유종시”의 문구는 사물의 

근본과 말단이 되는 명덕과 신민의 순서를 분별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이른다’는 뜻의 격자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경문3절 뒷부분에 

‘먼저 하고 나중에 할 바를 안다’는 뜻으로 나오는 “지소선후(知所先

後)”는 ‘바르게 한다’는 뜻의 격자에 해당된다. 왕양명이 외부 사물에 

이른다는 주자의 격자 해석을 비판하고 격자를 ‘바르게 한다’는 뜻의 

정(正)자로 해석한 사실은 유명하다. 곧 양명은 나의 뜻이 있는 사물에

35)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四節’, 360-361, “格物之格, 朱子訓以至. 格字, 

本有至、正二義, 而今若以格物之物字, 貼第三節‘物有本末’之物字, 則格字亦訓以

正, 然後與第三節‘知所先後’云者相合. 正則不紊其先後之序也.” 

36) 大學章句 ｢經一章｣ 朱子 註釋, “格, 至也 … 窮至事物之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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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르지 않음을 바로잡아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의미로 격자를 풀이하

였다.37) 이러한 해석은 모든 사물과 관련된 내면의 공간을 바르게 한다

는 취지를 갖기 때문에 신후담이 말하는 격자의 의미와는 다르다. 하빈

은 격자를 강령에 연계시켜 명덕과 신민의 순서를 바르게 한다는 뜻으

로 풀이함으로써 격물을 내면의 문제로 환원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인륜의 도리에 대한 지식을 다하는 치지
주자는 ‘치지(致知)’를 ‘나의 지식을 미루어 극진히 하는 것’38)으로 

풀이하였다. 더 나아가 ｢격물보전｣에서는 사물에 나아가 그 속에 내재

된 이치를 궁구하는 격물에 근거하여 나의 지식을 지극히 한다는 치지 

개념을 제시하였다.39) 신후담은 이러한 주자의 치지 개념을 두 가지 측

면에서 비판하였다. 우선, 치지의 치자는 주자가 말한 것처럼 ‘추극(推

極)’이 아니라 정자(程子)가 풀이한 대로 ‘다한다’는 뜻의 진(盡)자로 정

의하였다.40) 둘째, 치지는 만물의 이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지선(至

善)의 도리에 대한 지식을 다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범범하게 만물

의 이치를 궁구하여 지식을 다한다는 뜻의 치지는 경문2절에 나오는 

‘지지(知止)’의 구절과 연계되지 못하여 온갖 사물 가운데 기강과 표준

이 없게 된다.41) 신후담은 지지선(止至善)의 강령과 지지(知止)가 조응

하며 지지는 다시 치지(致知)와 조응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치지 개념

에 지선의 도리에 대한 지식을 다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었던 것이다.    

｢격물보전｣에서 주자는 “사람의 신령한 마음은 지식을 가지지 않음

37) 大學問, “意所在之事謂之物. 格者, 正也, 正其不正以歸於正之謂也. … 夫是之

謂格.” 

38) 大學章句 ｢經一章｣ 朱子 註釋, “致, 推極也 … 推極吾之智識.”

39) 大學章句 ｢傳五章｣ 朱子 註釋, “所謂致知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 在卽物而窮

其理也.” 

40)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四節, 360, “程子, 則以盡訓致, 恐得之.” 

41) 大學後說 ｢第二章 釋格物致知｣ ‘摠論’, 376-377, “又以致知, 爲窮萬物之理以

致其知, 而不與知止相貼, 則凡物之洪纖大小, 無有紀極. … 況於致知條, 不擧至善

爲的, 則後面善不善孝弟慈等說, 無所根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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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를 갖지 않음이 없다.”고 하여 마음의 지식

과 사물의 이치가 대응하는 인식의 구조를 제시하고, ‘이미 지식을 가

진 이치에 근거하여 그것을 더욱 궁구’하는 공부를 지속하여 활연관통

(豁然貫通)함으로써 ‘마음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모두 밝혀지는 

경지를 제시하였다.42) 주자의 대학장구 편제를 그대로 수용한 이패림

은 조변에서 격물과 치지의 의미를 ｢격물보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석

하였다. 

“사람의 신령한 마음은 지식을 가지지 않음이 없다.”고 한 문구에서 ‘지식’이

란 글자는 사람 마음 본연의 전체에 있는 지식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그 이

미 지식을 가진 이치에 근거하여 더욱 그것을 궁구한다.”는 문구에서 ‘지식’

이란 글자는 하나의 단서가 발현된 지식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미 지식을 

갖지 않음이 없는데 도리어 다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것은 기품(氣稟)에 

구속되고 물욕(物欲)에 가려진 바가 내재함을 함축한다. 이미 다 밝히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오히려 이미 지식을 가진 이치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곧 본체의 밝음이 멈춘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니, 이 반의 단락은 모

두 명명덕을 해석하는 주석의 말임을 알 수 있다. 명명덕 전체의 공부는 비록 

반드시 성의⦁정심⦁수신을 통괄하지만 명덕을 밝히는 단서의 시작은 이미 

격물치지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치(致)는 ‘미루어 지극히 한다[推極]’로 풀

이되고 격(格)은 ‘이른다[至]’로 풀이되었으니 이미 극진한 지점을 갖추고 말

을 세운 것이다. 명덕의 공부는 단지 통괄해서 ‘밝힌다’고 말하면 곧 성의⦁
정심⦁수신의 공부가 겸비되니 역시 단지 그 본래 밝은 본체를 회복하여 이 

‘갖고 있지 않음이 없는 지식’의 영명(靈明)을 완전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내 마음의 전체와 대용이 밝혀지지 않음이 없다.”고 한 문구에서 끝에 하나

의 명(明)자를 썼으니, 비록 이 명자가 명덕의 전체 공부를 다 이루는 것은 아

니지만 이미 앞뒤를 통하게 하여 다시 막히는 점이 없다.43) 

42) 大學章句 ｢傳五章｣ 朱子 註釋, “蓋人心之靈莫不有知, 而天下之物莫不有理. 惟

於理有未窮, 故其知有不盡也. 是以大學始敎, 必使學者卽凡天下之物, 莫不因其已

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 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

精粗無不到, 而吾心之全體大用無不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

43) 四書朱子異同條辨 ｢大學｣ 권2, 50, “‘人心之靈, 莫不有知’, 此知字指人心本然

全體之知說; ‘莫不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此知字指一端發見之知說. 旣莫不有知, 

却有所不盡, 這便含氣稟所拘物欲所蔽在內了. 旣有所不盡, 却莫不有已知之理之可

因. 這便見本體之明有未嘗息者, 可見此半段都是釋明明德之註語. 以明明德之全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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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림은 격물치지에 대해 주자와 마찬가지로 ‘격(格)’은 ‘지(至)’로, 

치(致)는 ‘추극(推極)’으로 풀이하면서도 마음 본연의 전체에 있는 지식

과 하나의 단서가 발현된 지식이라는 두 차원을 구분하였다. 우선, 사

람의 마음이 갖고 있는 지식은 맹자(孟子)가 말한 본연(本然)의 양지(良

知)와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지식은 밝은 본체의 싹이 발동하는 곳이

지 마음의 전체(全體)가 한 터럭이라도 어두워지거나 가려지는 바 없이 

환한 상태가 아니었다.44) 이패림은 맹자의 양지와 주자의 발언을 연계

시킴으로써 격물의 문제를 주자가 단지 외면적인 일로 처리하지 않고 

본연의 양지 곧 마음의 본래적인 지식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다만 그는 하나의 단서에 근거해 다른 단서로 유추해 나가되 

반드시 그 지식을 지극히 해서 다하는 공부로 치지를 정의하였다.45) 곧 

치지는 마음이 갖고 있는 본연의 지식이 삶의 현실에서 발현되는 단서

를 계기로 그것을 유추해서 다하는 의식적인 공부의 문제이지 선천적인 

본체의 문제가 아니었다.

 치지의 문제를 마음의 본체(本體)가 아니라 공부(工夫)의 차원에서 

접근한 이패림은 특히 기품(氣稟)의 구속과 물욕(物欲)의 가림이라는 삶

의 현실에 주목하였다. 비록 선천적인 마음의 지식은 누구나 갖고 있지

만 실존의 삶에서는 신체적인 조건의 구속과 외물에 대한 욕망으로 본

심의 밝음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왕양명이 높은 자

리에서 말하여 ‘치(致)’의 공부보다 ‘지(知)’의 본체를 중시하는 태도를 

비판하였다. 곧 사람의 마음이 가진 지식을 마음의 전체(全體)가 다 밝

아져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양명의 입장은 보통 사

雖必統誠正修, 而明之之開端, 則已定於格致故也. 致便訓推極, 格便訓至, 已是該極

盡地頭以立言. 明德之功, 只統之曰‘明’, 便到誠正修之工夫兼備, 亦只是復其本明之

體, 全此‘莫不有知’之靈明而已. 吾心之全體大用無不明, 竟下一明字, 雖不是以此明

字盡明德之全功, 然却已打通前後更無隔礙矣.” 

44) 四書朱子異同條辨 ｢大學｣ 권2, 47, “如朱子說‘人心之靈, 莫不有知’, 此豈不是

本然之良知? … 所謂‘人心之靈, 莫不有知’, 則所謂‘本體之明有未嘗息者’, 乃是本

體之明之萌芽發動處, 非全體烱然無一毫昏蔽也. 

45) 四書朱子異同條辨 ｢大學｣ 권2, 47, “致字, 是由一端以推到他端, 又是一端中, 

猶恐知得不精, 必推致其知識, 使無不盡而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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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성인은 다르며 기품의 구속과 물욕의 가림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

는 실존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되었다.46) 이것은 양명학에서 

격물과 치지를 양지의 본체나 성인의 지위에서 접근함으로써 보통 사람

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패림은 특히 마음이 갖는 지식

과 그것의 발현에 기초한 격물과 치지의 공부를 명명덕(明明德)의 문제

로 전환시켜 이해하였다. 명명덕의 공부 전체는 성의･정심･수신을 통괄

하지만 그 밝히는 단서는 격물과 치지에서 정해지므로 ｢격물보전｣의 내

용은 명명덕을 해석하는 주석으로 평가되고, 마음의 전체와 대용의 밝

음은 비록 명덕의 전체 공부를 다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앞뒤의 공부에 

막힘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대학 경문의 6, 7절을 격물치지의 전문으로 보고 ｢격물보전｣의 필

요성을 부정한 신후담은 6절에 나오는 “수신위본(修身爲本)”이란 문구

가 격물과 치지의 의미를 구비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수신이 명덕의 

일로 규정되므로 “수신위본(修身爲本)”이란 문구는 바로 명덕과 신민의 

근본과 말단을 분별하여 그 순서를 바로잡는 ‘격물’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수신의 방법은 지선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수신위본’이란 

문구는 지선의 도리를 궁구하여 그 지식을 다한다는 ‘치지’의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위본’은 격물과 치지의 의미를 구비하고 있

기 때문에 격물과 치지의 전문을 총결하는 문구가 된다.47) 신후담은 천

하의 만물이 아니라 명덕과 신민을 격물의 대상으로 삼고 만물의 이치

가 아니라 인륜의 도리를 지식의 대상으로 삼아 ‘수신위본’과 연계시킴

으로써 격물과 치지의 전문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46) 四書朱子異同條辨 ｢大學｣ 권2, 47, “陽明却是單就上一截說了, 不重致反重知, 

將‘人心之靈, 莫不有知’, 卽當做全體皆明, 無所不知, … 殊不知人非聖人, 鮮不有

氣稟之拘、物欲之蔽.

47) 大學後說 ｢第二章 釋格物致知｣ ‘摠論’, 372-373, “所謂修身, 卽是明德之事, 

則‘以修身爲本’者, 卽是辨明新之本末, 而格乎物也. 所以修其身者, 不出於至善之道, 

則‘以修身爲本’者, 是必能窮至善之理而致其知者也. … ‘修身爲本’果備格致二義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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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음공부의 테마 - 성의(誠意)와 정심(正心)

1) 삼강령의 발단을 이루고 팔조목의 기본이 되는 성의
주지하다시피 주자(朱子)는 고본대학(古本大學)의 체제를 따르지 않

고 대학장구(大學章句)를 경문1장과 전문10장의 편제로 새롭게 개편

하였다. 여기서 전문10장은 삼강령의 취지를 통괄해서 논한 앞의 4장

과 팔조목의 공부를 자세하게 제시한 뒤의 6장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고본대학에서 원래 ｢성의장｣에 속하던 부분들이 삼강령(三

綱領)과 본말(本末)에 대한 전문4장으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고본대학에 

비해 대학장구에서 ｢성의장｣이 갖는 위상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

에 없었다.

하지만 고본대학을 저본으로 삼은 신후담은 주자가 ｢성의장｣의 특별

한 위상을 살피지 않고 단지 팔조목의 하나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성의

장｣의 여러 절을 이동시켜 삼강령에 대한 전문으로 분리시켰다고 판단

하였다.48) 주자는 원래 ｢성의장｣에 속하는 총18절 가운데 ‘강고왈극명

덕(康誥曰克明德)’ 이하의 12절은 ‘소위성기의(所謂誠其意)’ 위에다 옮기

고, 또 기욱(淇澳)’ 이하 2절은 ‘지어신(止於信)’ 아래와 ‘자왈청송(子曰

聽訟)’ 위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의장｣을 분해시켰다.49) 이러한 개편

의 핵심은 ｢성의장｣과 삼강령의 분리였다. 이러한 개편의 결과 원래 18

절이던 ｢성의장｣은 4절로 축소되고 나머지 12절은 경문의 삼강령과 본

말(本末)에 관한 전문으로 분화되었다. 

48) 大學後說 ｢第三章 釋誠意｣ ‘總論’, 443, “若朱子爲此者, 蓋以誠意八條目之一

也. 條目不可與綱領相混, 故拔章內之論綱領者, 別爲綱領傳. 綱領當居先, 條目當居

後, 故又爲之易其上下也. 雖然, 誠意與他條不同. 三綱領, 莫不造端於此傳者. 特以

三綱領論於｢誠意章｣內者, 極有深意, 不可不察也.” 

49) 大學後說 ｢第三章 釋誠意｣ ‘總論’, 441-442, “朱子移易此章諸節. 以‘康誥曰克

明德’以下十二節, 置‘所謂誠其意’之上, 又以‘淇澳’以下二節, 揷入‘止於信’之下、‘子

曰聽訟’之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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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에 관한 1장은 대학 한 책에서 긴요한 곳이다. 그러므로 전문을 지은 

사람이 지극히 상세하고 절실하게 말하였다. 제1절과 제2절은 반복해서 신

독을 말하여 성의의 방법을 보여주었다. 제3절과 제4절은 위의 문장을 이어

서 그 성실과 불성실의 징험을 나타내었으니,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

는 권면한 것이다. 제5절과 제6절은 성의의 징험을 계기로 삼아 시경의 감

탄을 인용하여 삼강령이 모두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제7절 이

하로 11절은 다시 시경과 서경을 뒤섞어 인용하면서 삼강령을 나누어 

해석하였다. 제18절은 또 삼강령 가운데 나아가 근본과 말단의 구분을 말함

으로써 ｢성의장｣ 전체를 결론지었으니, 이는 또한 위에 있는 ｢격물치지전(格

物致知傳)｣의 결론과 상응한다.50) 

신후담은 삼강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성의장｣의 내용을 분석

하였다. 곧 ｢성의장｣은 ‘신독(愼獨)’이라는 성의의 방법을 말한 1-2절, 

성실과 불성실의 징험을 말한 3-4절, 성의의 징험을 계기로 삼강령의 

토대를 말한 5-6절, 시경과 서경을 인용해 삼강령을 나누어 해석

한 7-1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과 말단의 구분을 말한 18절로 구

분되었다. 특히 그는 ｢성의장｣의 마지막 문구인 “차위지본(此謂知本)”이 

｢성의장｣ 전체를 결론짓고 ｢격물치지전(格物致知傳)｣의 결론과 상응한

다고 해석하였다. ｢격물치지전｣의 결론에도 나오는 “차위지본(此謂知

本)”이란 문구는 삼강령에서 근본인 명덕과 말단인 신민을 분별하는 격

물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신후담은 이 문구의 동일성에 근거하여 

삼강령에서 명덕이 근본이 된다는 의미를 ｢성의장｣의 결론에서 도출하

였던 것이다. 그 결과 ｢성의장｣은 삼강령과 ｢격물치지전｣에 연계됨으로

써 대학 전체에서 가장 긴요한 전문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신후담은 팔조목을 크게 지식과 실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격물과 

치지는 지식의 영역에 배속시키고 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실천의 영역에 배속시켰다.51) 그리고 지식의 영역은 명덕과 신민의 근

50) 大學後說 ｢第三章 釋誠意｣ ‘總論’, 441, “誠意一章, 是大學一篇之緊要處. 

故傳者說得極詳切. 首節次節, 反復言愼獨以示誠意之方, 三節四節, 承上文而著其

誠不誠之驗, 一戒而一勸也. 五節六節, 因誠意之驗, 而引詩咏歎, 以明三綱領之皆

基於此. 七節以下十一節, 又雜引詩、書而分釋三綱領. 十八節, 又就三綱領之

中, 而言其本末之分以結全章, 且與上｢格致傳｣結辭相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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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말단의 순서를 분별하여 바르게 하는 ‘격물’과 지선의 도리를 궁

구하여 그 지식을 다하는 ‘치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격물과 치지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손쉽게 알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다. 이에 비

해 실천의 영역이 시작되는 성의는 단지 팔조목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삼강령의 토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삼강령을 실현하는 팔조목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공부가 된다. 격물과 치지로 알게 된 내용은 성

의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진실로 자기에게 소유되고, 신민(新民)으로 천

하에 보급되는 것은 반드시 성의로부터 도달하기 때문이다.52) 신후담은 

이러한 방식으로 ｢성의장｣ 내부에서 삼강령과 팔조목을 찾아냄으로써 

대학의 도리 전체가 성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었다.  

명명덕 공부는 성의에 이르면 이미 실제로 자기가 얻게 된 것이므로 전문을 

쓴 사람이 비로소 ‘덕’이란 글자를 쓴 것이다. … 하지만 ‘명명덕의 공부가 여

기에 이르면 이미 다 끝나서 또다시 정심과 수신의 공부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 요씨(饒氏)가 아래 2장의 공부를 없애 버린 일은 진실로 옳지 않

다. ○ 뜻이 성실해지고서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효험이 생긴다. 

…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해진 뒤에 정심과 수신의 공부 속에도 여전히 

허다한 일들이 들어있다.53)

이패림도 성의를 명명덕 공부의 주체적인 체득이란 점에서 강조하였

다. 하지만 그는 성의에 정심과 수신의 공부를 수렴시키는 관점에 반대

하였다. 가령 요씨(饒氏: 饒魯)는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넓을 

수 있는가? 몸이 닦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편안할 수 있는가? 마음이 넓

고 몸이 편안해지는 것은 곧 정심과 수신의 효험이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지 그 은밀한 생각을 성실하게 하는데 

51) 大學後說 ｢大學 第一章｣ ‘第四節’, 362, “蓋前二條屬知, 後六條屬行.”

52) 大學後說 ｢第三章 釋誠意｣ ‘第五節’, 412-413, “蓋格致之所知者, 至誠意而後, 

始實有於己. 新民之普及天下者, 必自誠意而致之, 誠意最爲緊重故也.”

53) 四書朱子異同條辨 ｢大學｣ 권3, 17, “明明德工夫, 到誠意已是實得於己, 故傳者

纔下個德字. … 然却不可謂明明德之功, 到此已盡, 更無正心修身之功. … 饒氏末

却下二章工夫, 固不是. … ○意誠而有心廣體胖之效, … 心廣體胖之後, 正修中亦

尙有許多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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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의가 정심과 수신의 요체가 됨을 알 수 있

다.”54)고 하여 정심과 수신의 요체를 성의로 환원시켰다. 하지만 이패

림은 성의를 통해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심광체반(心廣體

胖)’의 효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뒤에 정심과 수신의 허다한 공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주자와 마찬가지로 성의를 팔조목의 하나로 

보고 정심과 수신의 공부를 성의로 수렴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살펴보니, 명명덕의 공부는 성의를 기본으로 삼고 정심과 수신은 성의

에 근거해 완성할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성의를 논하면서 정심과 수신

의 일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드러낸 것이다. 요씨(饒氏)와 진씨

(陳氏) 두 사람의 해설은 모두 옳다. 조변에서 ‘덕윤신심광체반(德潤身心

廣體胖)’을 명명덕의 공부를 아직 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 정심과 수신과 변

별이 있게 한 것은 특히 이해할 수 없다.55)

신후담은 성의･정심･수신으로 구성된 명명덕의 공부 전체가 성의를 

기본으로 삼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심과 수신 역시 성의에 근거해야

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지 성의가 배제된 정심과 수신 공부는 불가능하

다. 진씨(陳氏: 陳櫟)는 ‘덕윤신’에 대해 “‘덕’은 맹자에서 ‘인의예지

(仁義禮智)는 마음의 근원이 된다.’고 말한 것과 같고, ‘윤신’은 맹자
에서 ‘그 나타남이 얼굴에 깨끗하게 드러나고 등에 가득하다.’고 말한 

것과 같다. 아래 문장의 ‘심광체반’은 이를 거듭 말한 것이다.”라고 해

석하였다.56) 이러한 해석은 마음의 근원이 되는 인의예지의 덕이 온전

히 실현되어 몸에 나타난다는 뜻으로 ‘덕윤신’을 풀이한 것이다. 하빈 

54) 大學後說 ｢第三章 釋誠意｣ ‘第四節’, 398, “雙峰饒氏曰: ‘心不正, 何以能廣? 

身不修, 何以能胖? 心廣體胖, 卽正心、修身之驗, 所以能廣體胖, 只在於誠其意. 以

此見誠意爲正心、修身之要.’” 

55) 大學後說 ｢第三章 釋誠意｣ ‘第四節’, 399, “愚按, 明明德工夫, 以誠意爲基本, 

而正心、修身, 因誠意以成之而已. 故此論誠意, 而並及於正修之事, 以見其意. 饒、

陳二氏說, 皆是也. 條辨, 以德潤身、心廣體胖, 爲猶未盡明明德之功, 而與正修有

辨, 殊不可曉.”

56) 大學章句大全 ｢第六章 釋誠意｣ 小註, “德如孟子所謂‘仁義禮智根於心’, 潤身

如所謂‘其生色見面盎背’, 是也. 下文‘心廣體胖’, 乃申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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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덕윤신’을 수신으로 성취한 공효로 보았다.57) 마음과 몸을 변화시

키는 성의의 지극한 효과는 당연히 정심과 수신의 공부를 전제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의･정심･수신을 뒤섞지 않으려고 

변별했던 이패림의 관점은 정심과 수신을 포괄하는 ｢성의장｣의 본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정심과 수신을 ｢성의장｣에 수렴한 신후담의 관점이 정심과 수신의 

독자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 역시 성의･정심･수신 공부의 상이

한 차원을 의식하여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성의 공부는 은미한 마

음속에서 진실함을 다하고자 하는 공부로서58) 정심이나 수신 보다 더 

근원적인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성의는 정심과 수신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명명덕 전체를 관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의를 성취

하는 방법으로 하빈이 중시한 것은 바로 홀로 있는 곳에서 삼가는 ‘신

독(愼獨)’이었다.

‘자기(自欺)’는 외면에서 비록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여 몸을 닦으려 하지

만 내면에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뜻이 진실로 없음을 말하니, 이는 

내면으로 외면을 속이는 셈이다. ‘자겸(自慊)’이란 진실로 선을 좋아하고 악

을 미워하여 내면과 외면의 수행이 서로 부합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만족하

여 모자라는 점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신독(愼獨)의 경우도 역시 수신 상에

서 성의 공부를 하는 것이니, 수신하면서 그 홀로 있는 곳에서 삼가는 것이 곧 

그 뜻을 성실하게 갖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몸과 뜻, 겉과 속이 합일됨을 볼 

수 있다.59)   

대학 원문의 ｢성의장｣ 첫 문장은 “이른바 ‘그 뜻[意]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마치 악취를 미워하고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듯이 자기를 

57) 大學後說 ｢第三章 釋誠意｣ ‘第四節’, 399, “‘德潤身’, 修身之成功者也.”

58) 大學後說 ｢第三章 釋誠意｣ ‘第一節’, 381, “誠意之功, 欲其致實於心術隱微處.”

59) 大學後說 ｢第三章 釋誠意｣ ‘第一節’, 389, “｢格致章｣, 言修身爲本, 則修身工

夫, 已始於誠意之前也. 故此論誠意, 與修身之義相承. 自欺, 言外雖爲善去惡以修其

身, 而內實無好善惡惡之意, 爲以內欺外也. 自慊者, 言實然好善惡惡, 內意與外面所

修相副, 故其心快足而無所吝少也. 至於愼獨, 亦只就修身上, 做誠意之功, 修身而愼

其獨, 卽所以誠其意. 此便見身與意、表裏合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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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지 말라는 말이다. 이것을 ‘스스로 만족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군

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는 곳에서 삼간다.”60)로 되어 있다. 이 문장에

는 자기를 속이는 ‘자기(自欺)’, 스스로 만족하는 ‘자겸(自慊)’, 그리고 

홀로 있는 곳에서 삼가는 ‘신독(愼獨)’이라는 용어가 차례로 등장하여 

성의(誠意)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신후담은 자기의 내면과 외면의 상

관관계에 기초해서 이 용어들을 분석하고 신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선, ‘자기’는 선을 행하려는 외면과 그런 뜻이 진실로 없는 내면 사이

의 분열로서 내면으로 외면을 속이는 자기기만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비해 ‘자겸’은 진실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려는 내면의 뜻과 외

면의 수행이 일치하여 스스로 만족한 표리합일(表裏合一)의 상태를 말

한다. 그리고 홀로 있는 곳에서 삼가는 신독은 성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서 표리합일인 자겸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공부가 된다. 곧 하빈은 뜻

이 불성실한 ‘자기’와 뜻이 성실한 ‘자겸’을 대비시킨 다음 성의를 통해 

자겸의 상태를 성취하는 공부로 신독을 제시하였다. 

신후담은 내면의 뜻이 성실하지 않아 자기를 속이는 ‘자기’나 뜻이 

성실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자겸’ 모두 남과 관련 없이 ‘자기(自己)’의 

문제에 속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뜻을 성실하게 하려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 홀로 있더라도 삼가는 신독의 공부를 스스로 다해야 한다.61) 성의

란 ‘자기’라는 내면과 외면의 분열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자기’를 금지하는 요체는 신독이기 때문이다.62) 여기서 신독의 ‘독(獨)’

자를 주자는 대학장구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 홀로 아는 곳’

이라고 풀이하였다.63) 하지만 중용과 대학 모두 신독을 학문의 요

체와 근본으로 삼는다고 본 하빈은 ‘옥루(屋漏)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60) 大學,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愼

其獨也!”

61) 大學後說 ｢第三章 釋誠意｣ ‘第一節’, p.390, “不誠則自欺, 誠則自慊, 皆屬自

己, 不干別人. 故欲誠意者, 雖於獨處之地, 而必自致愼, 不可以人所不見而忽之.” 

62) 大學後說 ｢第三章 釋誠意｣ ‘第一節’, p.388, “蓋誠意不過禁止其自欺, 以所以

禁止自欺者, 要在愼獨而已.”

63) 大學章句 ｢傳六章 釋誠意｣ 朱子 註釋, “獨者, 人所不知而己所獨知之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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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시경의 구절을 통해 ‘신독’을 증명한 중용을 근거로 신독의 

‘독(獨)’자를 ‘독지(獨知)’가 아니라 ‘독처(獨處)’라고 풀이하였다.64) 이러

한 해석은 신독이 수신의 공부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내면과 외면의 분열을 막는 성의는 신독이라는 수신 공부를 

중심으로 재해석되었던 것이다. 

2) 마음의 본체와 작용을 겸비하고 경(敬)으로 수렴되는 정심
신후담은 ｢성의장｣의 전문을 삼강령과 연계시키고 신독이라는 수신 

공부 중심으로 해석하였는데, 현재의 대학후설은 ｢제삼장(第三章) 석

성의(釋誠意)｣ 뒤에 나오는 ｢제사장(第四章) 석정심수신(釋正心修身)｣에
서 끝난다. 이러한 편제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필사(筆寫)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이 누락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대학후설의 

마지막 부분에 정심과 수신의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성의･정심･수신이

라는 조목이 속하는 ‘명덕(明德)’의 영역에서는 일단 하빈의 전체적인 

입장을 조망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특히 제4장인 ｢석정심수신(釋正心

修身)｣에는 마음의 본체와 작용, 미발(未發) 공부, 정심과 수신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마음의 본체는 맑아서 비어있고 밝다. 그것이 작용에 나타나게 되면 감촉에 

따라 순응하니, 이것이 마음의 올바름이다. 기쁨･분노･근심･두려움은 모두 

마음이 외물에 감촉되어 나온 것이니, 사람이 마땅히 가지는 감정이다. 다만 

‘유소(有所)’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머물러 감촉에 따라 

순응할 수 없게 된 것이니, 그 작용이 올바름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마음속에 머물면 그 맑아서 비어있고 밝은 본체도 함께 빠져들게 하고 막히

게 하니, 이것은 또한 본체가 올바름을 얻지 못함이다. 마음이 올바름을 상실

함은 반드시 작용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쁨과 분노에 근거해서 말하지

만 그 올바름을 상실한 것이 지극한 경우에는 작용으로부터 본체에까지 미치

게 되므로 ‘유소’를 말하여 본체를 겸비한 것이다.65)

64) 大學後說 ｢第三章 釋誠意｣ ‘第一節’, p.388, “庸、學二書, 皆以愼獨爲學

問要本, 皆以誠爲主也. … 觀中庸之引詩‘不愧屋漏’, 以証愼獨, 則分明是以獨

處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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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학 원문에는 “이른바 ‘수신(修身)이 정심에 달려있다.’는 것

은 마음에 분노[忿懥]하는 바가 있으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하고 두려

움[恐懼]하는 바가 있으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하며 즐거움[好樂]하는 

바가 있으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하고 걱정[憂患]하는 바가 있으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66)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문구에 나

오는 분치(忿懥)･공구(恐懼)･호락(好樂)･우환(憂患)의 감정에 대해 주자

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사람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살필 수 없다면, 욕망이 움직이고 감정이 이겨서 그 

작용의 시행에 혹 그 올바름을 잃지 않을 수 없게 된다.”67)고 풀이하였

다. 이는 분치(忿懥) 등이 마음의 작용으로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지만 그러한 감정을 하나라도 소유하여 살피지 못하면 ‘그 올바름을 얻

지 못한다[不得其正]’는 취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신후담은 대학의 정심(正心)이 단지 마음의 작용뿐만 아니

라 본체의 문제를 함께 거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선 맑아서 비어

있고 밝은[湛然虛明] 마음의 본체와 외물에 감촉하여 순응하는 작용이 

구분되었다. 이러한 본체와 작용의 이원구조에서 기쁨과 분노 등은 외

물에 감응한 감정에 속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기쁨과 분노 등의 감정

이 마음속에 머물면 마음의 작용뿐만 아니라 마음의 본체 역시 올바름

65) 大學後說 ｢第四章 釋正心修身｣ ‘第一節’, 445-446, “心之爲體, 湛然虛明. 及

其見於用, 則隨感順應, 是則心之正也. 喜怒憂懼, 是皆心之感於物者, 人所宜有也. 

但謂之‘有所’, 則是留滯於中, 而不能隨感順應, 可見其用之失正矣. 旣已留滯於中, 

則幷與其湛然虛明者, 而汨塞之, 是又體之不得正也. 蓋心之失正, 必自用而始, 故據

喜怒言, 而至其失正之極, 則由用及體, 故言‘有所’以該之. 若只就用上言, 則但言喜

怒之偏過而已, 不必言有所矣. 大學之論心, 蓋以全擧體用, 而不倚一偏, 故其立文

如此. 章句解不得其正, 專就用一邊言, 此所未可曉也.”

66) 大學, “所謂脩身在正其心者, 心有所忿懥, 則不得其正; 有所恐懼, 則不得其正; 

有所好樂, 則不得其正; 有所憂患, 則不得其正.” 원래 고본대학에는 이 문구에서 

‘심유(心有)’가 아니라 ‘신유(身有)’로 되어 있는데, 대학장구에서 주자는 정자

(程子)의 뜻에 따라 ‘심(心)’자로 변경하였고 하빈 역시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67) 大學章句 ｢傳七章 釋正心修身｣ 朱子 註釋, “蓋是四者, 皆心之用, 而人所不能

無者. 然一有之而不能察, 則欲動情勝, 而其用之所行, 或不能不失其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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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마음의 ‘실정(失正)’은 기쁨과 분노 등 

마음의 작용에서 시작하지만 ‘유소(有所)’로 인해 지극한 상태가 되면 

허명(虛明)한 본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바가 있다/

한 바를 갖는다’는 뜻의 ‘유소’는 마음속에 감정이 계속 머무는 것[留

滯]을 말한다. 하빈은 ‘유소(有所)’라는 용어를 매개로 실정(失正)의 시

작과 지극한 상태를 동시에 거론함으로써 대학의 정심이 본체와 작용

을 겸비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정심은 자연스럽

게 미발(未發)의 본체 공부를 제시한 중용과 연계되었다.

중용에서는 ‘중(中)’을 극진히 하고 ‘화(和)’를 극진히 하는 두 가지 공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치중(致中)은 대본(大本)을 세우는 근거로 미발(未發)

에 나아가 말한 것이요 치화(致和)는 달도(達道)를 행하는 근거로 이발(已發)

에 나아가 말한 것이다. 만일 이발에 득실이 있는데 미발에 득실이 없게 한다

면, 단지 화(和) 한 글자만 말할 수 있지 굳이 이와 같이 중과 화를 함께 거론

할 필요가 없다.68) 

신후담은 중용의 미발(未發)과 이발(已發) 구도에 근거해서 미발의 

본체 공부가 필요하며 대학의 정심 역시 미발 공부를 함축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성리학에서 미발은 희노애락(喜怒哀樂)의 감정이 발동하

기 이전의 단계로서 마음의 본체와 연계되고, 이발은 감정이 발동한 이

후의 영역으로서 마음의 작용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감정이 발동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이발의 화(和)와 대비되어 미발의 중(中)이 설정되었

다. 이러한 이원적 구도에 따라 하빈도 경험적인 이발의 영역뿐만 아니

라 마음의 본체와 관련된 미발에 대해서도 ‘득실(得失)’을 논할 수 있다

고 주장한 것이다. 곧 ‘과불급(過不及)’의 득실은 이발의 영역뿐만 아니

라 미발의 본체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용에서 중(中)

과 화(和)를 함께 거론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미발의 중, 곧 과

불급이 없는 본체가 유동적인 득실의 문제로 전환됨으로써 미발의 본체 

68) 大學後說 ｢第四章 釋正心修身｣ ‘第一節’, 447-448, “中庸明言致中致和兩項

工夫. 致中, 所以立大本, 就未發言; 致和, 所以行達道, 就已發言. 若使已發有得失, 

未發無得失, 則只言和一字可矣, 必不如是並擧中和.” 



신후담(慎後聃) 대학후설(大學後說)의 새로운 성찰    153

공부를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학에서 마음의 ‘부득기정(不得其正)’을 말한 1절 다음에는 “마음

이 부재(不在)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69)는 2절의 문구가 나온다. 마음의 부재로 신체

의 감각활동에서 생기는 폐단을 제시한 이 문구는 수신(修身)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심과 수신 공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대두되는데, 하빈은 마음에서 몸으로 논의가 진전되는 문맥의 흐름에 

따라 상호관계를 규정하였다. 

앞 절에서는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폐단을 말하고 이 절에서는 마음이 올바

르지 않으면 그 몸을 닦을 수 없음을 말하였으니, 차례가 있는 것이다. 앞 절

의 ‘분치(忿懥)’ 등 네 감정은 모두 마음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이 절에서 

시(視)･청(聽)･식(食) 세 글자는 모두 몸의 측면에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심부재언’ 한 문구는 이 절의 앞부분에 놓여 있으면서 위의 문장과 접한다. 

여기서 또한 ‘보아도 보이지 않고 …’라고 한 것은 마음의 부재에 연유한다. 

마음의 부재는 또 분치 등이 마음속에 머무는 바가 있어 그 바름을 얻지 못한 

데에 연유한다. 그 문장의 의미를 완미하면 매우 분명한데도 조변에서는 

도리어 “‘유소분치(有所忿懥)’와 ‘시불견(視不見)…’이 애초에 두 가지 양상

이 없다.”고 하였으니, 정심과 수신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유소’의 근

원은 마음의 부재에 연유한다.”고 말하였으니, 본문이 전도된 설이 되었

다.70) 

신후담은 감정의 ‘유소’→마음의 부재→신체의 감각활동에서 생기는 

폐단으로 이어지는 연쇄구조를 제시하였다. 곧 ‘심부재언’이라는 문구를 

고리로 1절에서는 감정이 머무는 ‘유소’로 인해 생긴 마음의 부정(不正)

을, 2절에서는 마음의 부재로 인해 수신하지 못해서 생긴 신체상의 폐

69) 大學, “心不在焉, 視而不見, 聽而不聞, 食而不知其味.”

70) 大學後說 ｢第四章 釋正心修身｣ ‘第二節’, 450-451, “前節言心不正之弊, 此節

言心之不正, 無以修其身, 儘有次第. 觀前節忿懥等四者, 皆就心上言, 此節視聽食三

字, 皆就身上言, 則可知矣. 至於‘心不在焉’一句, 居此節之首而接上文. 此又見‘視不

見云云’, 由於心之不在. 心之不在, 又由於‘有所忿懥’等, 而不得其正也. 玩其文義, 

殊甚分明, 條辨乃謂‘有所忿懥等, 與視不見云云, 初無兩樣’, 則正修次節, 不可辨

矣. 又謂‘有所之根原, 由於心不在’, 則本文便成倒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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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쇄구조에 따라 그는 이패

림이 1절의 ‘유소분치(有所忿懥)’와 2절의 ‘시불견(視不見)’을 동일시하

고 ‘심부재(心不在)’를 ‘유소’의 근원으로 제시한 관점을 비판하였다. 이

패림은 기쁨 등의 ‘유소’가 생기는 근원을 마음의 부재에서 찾았을 뿐

만 아니라 ‘시불견’ 등의 문제도 ‘유소’와 연계시켜서 양자의 동일성을 

주장하였다. 곧 ‘시불견’의 경우도 욕망이 움직이고 감정이 이겨서 치우

치거나 얽매인 바가 있기[有所] 때문에 발생하는 폐단이므로 ‘유소분

치’의 양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71) 이러한 주장은 마음의 부재라는 

동일한 근원에서 ‘유소’와 ‘시불견’의 폐단이 발생한다는 관점을 보여준

다. 하지만 신후담은 문장의 연쇄구조에 기초해 ⑴ 마음의 부재를 ‘유

소’의 근원으로 여기는 관점은 전도된 설이고, ⑵ ‘유소’와 ‘시불견’의 

동일시는 정심과 수신의 차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앞 절에서는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폐단을 말하고 정심(正心)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에 기쁨･분노･근심･두려움의 감정이 머무는 바를 소유

하여 그 올바름을 상실하는 것은 단지 마음이 주재함이 없어 외물에 빼앗겨

서 그런 것이니, 이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마음에 주

재함이 있게 하여 내면에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경(敬)으로 내면을 

곧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72) 

신후담은 대학의 본문에서 말하지 않은 정심(正心)의 공부법으로 

‘경(敬)’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선 감정이 머무는 ‘유소(有所)’로 인해 마

음이 올바름을 상실하게 된 근본 원인을 마음의 주재가 없는 데서 찾았

다. 곧 마음의 주재가 없어서 감정의 ‘유소’가 발생하고 그 결과 마음의 

실정(失正)을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경(敬)으로 내면을 곧게 하

71) 四書朱子異同條辨｢大學｣ 권3, 30, “喜怒憂懼之有所, 其根原由於心不在. 視不

見、聽不聞、食不知味也, 只是欲動情勝, 有所偏繫故耳, 與上有所忿懥云云, 亦豈

是兩樣?” 

72) 大學後說｢第四章 釋正心修身｣‘第二節’, 451, “前節只言心不正之弊, 而不言正

心之事. 然心之有所喜怒憂懼而失其正者, 只是心無主宰奪於外物而然, 則今欲免此

者, 惟使心有主而定於內而已. 此非敬以直內, 則不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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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음에 주재함이 있고 내면이 안정되게 하는 길이야말로 마음의 병

폐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된다. 주자는 “경(敬)으로 곧게 한 뒤에 

이 마음은 항상 보전되고 몸은 닦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73)라고 말

하였는데, 하빈 역시 이러한 발언에 근거해서 경(敬)을 통해 마음을 보

존하고 몸을 닦는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곧 내면을 곧게 

하는 경을 통해 마음의 주재가 있게 한 다음 ‘심재(心在)’에서 ‘수신(修

身)’으로 이어지는 공부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신후담이 비록 정심의 영

역에 주자와 달리 마음의 본체와 작용을 모두 포함시켰지만, 주자와 마

찬가지로 마음의 주재력을 갖게 하는 경(敬) 공부에 대학의 정심을 

수렴시켰던 것이다.    

5. 대학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양면성

본 논문은 18세기 조선사회에서 주자(朱子)의 대학장구(大學章句)
를 벗어나 고본대학(古本大學)의 편제를 따른 하빈(河濱) 신후담(慎後

聃)의 대학후설(大學後說)이 보여준 개성적인 대학 해석을 이패림

(李沛霖)의 사서주자이동조변(四書朱子異同條辨)｢대학｣과 비교해서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핵심 테마, 곧 대학의 핵심 개념인 명덕

(明德)과 지선(至善), 지식공부의 테마인 격물(格物)과 치지(致知), 마음

공부의 테마인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을 중심으로 신후담의 새로운 성

찰을 탐구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대학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 ‘명덕(明德)’에 대해 신

후담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내재된 이치, 곧 ‘환하게 빛나는 성품’으

로 정의하였다. 이패림 역시 명덕본심설(明德本心說) 등 명덕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해석을 왕양명의 관점과 연계시켜 비판하고 명덕을 성품으

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허령(虛靈)’을 명덕의 본질적 성격으로 이해한 

73) 大學章句, ｢傳七章 釋正心修身｣ 朱子 註釋, “敬以直之, 然後此心常存, 而身無

不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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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림과 달리 신후담은 ‘허령’을 명덕이 아니라 마음의 본체가 갖는 

성격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그는 명덕과 덕(德)의 개념적 구분을 통해 

오직 사람만이 명덕의 주체가 된다고 함으로써 사람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명덕의 형이상학적인 색채는 공공(公共)의 인륜적 도리

인 지선(至善)과 동일시됨으로써 사회적 구체성을 획득하였다. 특히 명

덕(明德=明明德)과 신민(新民)의 강령(綱領)을 자기[己]와 타인[人]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팔조목(八條目) 전체를 ‘수신(修身)’ 중심으로 수렴

함으로써 지지선(止至善)의 과제가 인륜적 주체의 성립이라는 문제로 

귀결되었다.

둘째, 지식공부의 테마에 관해 신후담은 격물을 “물유본말(物有本

末)”과 연계시키고 치지를 ‘지지(知止)’와 연계시킨 다음 제가(齊家)･치
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3조목을 수신의 확장으로 처리함으로써 수

신=명덕 중심의 대응구조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삼강령과 팔조목을 

대응시켜 ‘격물’은 명덕과 신민의 순서를 분별하는 인식으로, ‘치지’는 

지선(至善)의 도리를 궁구하여 그 지식을 다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특

히 신후담은 격물의 ‘격(格)’자에 ‘정(正)’자의 의미를 새로 부여하여 ‘명

덕과 신민의 순서를 바르게 한다.’는 새로운 격물 개념을 제시하였다. 

치지에 대해서는 주자가 외물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미루어 극진히 하

는 것[推極]으로 본 반면 하빈은 인륜의 도리에 대한 지식을 다한다

[盡]는 의미로 풀이하였다. 그 결과 천하의 만물이 아니라 명덕과 신민

을 격물의 대상으로 삼고 만물의 이치가 아니라 인륜의 도리를 치지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수신위본(修身爲本)”이란 문구와 연계시킴으로써 

격물과 치지에 대한 전문을 대학의 본문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주자

의 ｢격물보전｣를 그대로 수용한 이패림은 격물과 치지의 테마를 선천적

인 본체를 강조한 왕양명과 달리 실존적 현실 속에서 이뤄지는 ‘명명덕

(明明德)’의 공부 문제로 이해하였다.  

셋째, 마음공부의 테마와 관련해서 신후담은 우선 고본대학에 기초하

여 대학장구에서 약화된 ｢성의장｣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성의(誠意)를 

삼강령의 발단을 이루고 팔조목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공부로 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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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비해 주자처럼 성의를 단지 팔조목의 한 단계로 보았던 이패

림은 정심과 수신을 성의로 수렴하는 입장에 반대하였다. 특히 하빈은 

내면과 외면이 분열된 ‘자기(自欺)’를 벗어나 표리(表裏)가 합일된 ‘자겸

(自謙)’에 이르게 하는 공부로서 ‘신독(愼獨)’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정심(正心)이 마음의 작용뿐만 아니라 본체를 함께 거론한 것이라

고 해석함으로써 중용(中庸)에 나오는 미발(未發)의 중(中)과 연계시

켰다. 마음의 부재(不在)가 감정의 ‘유소(有所)’와 ‘시불견(視不見)’ 등의 

폐단을 낳는 공통 원인으로 본 이패림과 달리, 신후담은 감정의 ‘유소’

→마음의 부재→‘시불견(視不見)’ 등의 폐단으로 이어지는 연쇄구조를 

제시하여 정심과 수신을 분별하였다. 다만 정심의 공부법은 마음의 주

재(主宰)를 확보하려는 주자의 경(敬)으로 수렴되었다. 곧 하빈은 경을 

통해 마음의 주재가 있게 한 다음 ‘심재(心在)’와 ‘수신(修身)’으로 이어

지는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18세기 조선유학에서 신후담의 대학 이해는 대학장구에 근거해 

주자의 정론(定論)을 찾으려했던 이패림과 달리 주자학 자체를 절대시

하지 않고 개성적인 해석의 지평을 보여주었다. 특히 삼강령과 육사, 

그리고 팔조목의 밀접한 상응구조를 토대로 지식의 영역에 속하는 격물

과 치지를 지선(至善)의 도리를 실현하는 인륜적 주체의 과제로 해석한 

점은 하빈의 독창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실천의 영역에서 

성의를 삼강령과 연계시켜 팔조목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공부로 제시한 

점에서는 주자학과 변별되지만 정심을 마음의 주재를 획득하는 경(敬)

의 문제로 수렴시켰다는 점에서 주자 공부론을 벗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하빈은 고본대학에 근거하여 기존의 주자학이나 양명학과 구별되

는 개성적인 대학 해석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마음의 공부에서는 주자

학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면성은 신

후담이 도학(道學)의 정통론(orthodoxy)을 고집하지 않고 자득(自得)에 

근거하여 개성적인 학문세계를 구축하면서도 마음의 윤리적 주재를 중

시하는 주자학의 공부 전통 위에 서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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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in Hu-Dam’s New Reflections    

in Daehakhuseol

-comparing with Li Pei-lin’s interpretations

Lim, Boo-Yeon(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aimed to investigate Habin(河濱) Shin Hu-Dam(慎
後聃, 1702~1761)’s new reflections in Daehakhuseol(大學後說) 

based on the Ancient Text Daehak(古本大學) by comparing with 

Li Pei-lin(李沛霖)’s SaseoZhuXiidongjobyeon(四書朱子異同條辨) that 

accepted Zhu Xi(朱子)’s restructured version of Daehak(大學章句). 

First, Shin Hu-Dam defined myeongdeok(明德) penetrating the 

whole Daehak not as mind-heart but as luminous nature like Li 

Pei-lin. But, while Li Pei-lin regarded heoryeong(虛靈) 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myeongdeok, Habin insisted that 

heoryeong, as the character of mind-heart’s substance, had 

nothing to do with myeongdeok. Especially Habin, confining the 

subject of myeongdeok to human being, interpreted myeongdeok 

as the public principle of human relations, namely the perfect 

goodness(至善) and reinforced its practico-ethical aspect. As a 

result, the task of resting in perfect goodness was reduced to 

establishing the ethical subject.

Second, with regard to the theme of knowledge, Habin sought 

to find  the contents of  gyeokmul(格物) and chiji(致知) with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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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ent Text Daehak on the basis of corresponding relations 

between three principia(三綱領) and eight items(八條目). In 

consequence, gyeokmul was redefined as the discrimination 

between myeongmyeongdeok(明明德) and sinmin(新民) based on 

the model of the root and the branch. Especially, his concept of 

gyeokmul had the new meaning of correcting the order of 

myeongmyeongdeok and sinmin. And chiji was redefined as the 

exhausting our knowledge of ethical principles rather than 

extending our knowledge of all things to utmost. Meanwhile, Li 

Pei-lin accepted the Zhu Xi’s “supplementary chapter on gyeokmul 

and chiji”(格物補傳) and reduced gyeokmul and chiji to a matter of 

myeongmyeongdeok’s practice by criticizing Wang Yang Ming(王陽

明)’s emphasis on the innate substance of mind-heart. 

Third, with regard to mind-heart practice, Habin restored the 

main status of the chapter on seongui(誠意) and made seongui as 

the fundamental practice penetrating three principia and eight 

items. In contrast, Li Pei-lin regarded seongui as only one item 

like Zhu Xi. Especially, Habin stressed the impotance of sindok(愼

獨) as the road from self-deception(自欺) to self-satisfaction(自

謙). And he insisted that jeongsim(正心) included the practice of 

the mind-heart’s substance as well as its functions. As a result, 

jeongsim was related with the centrality(中) of mibal(未發) in 

Jungyong(中庸). But, Habin succeeded the notion of Zhu Xi’s 

gyeong(敬) as the way of acquiring the sovereignty over 

mind-heart and interpreted the practice of jeongsim as a mode of 

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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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mmary, Shin Hu-Dam developed his own distinguishing 

views on Daehak that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Zhu Xi and 

Wang Yang Ming without leaving the Zhu Xi’s tradition stressing 

the ethical sovereignty over mind-heart. 

Key Words: Habin(河濱) Shin Hu-Dam(慎後聃), Daehakhuseol(大學

後說),  Li Pei-lin(李沛霖), SaseoZhuXiidongjobyeon

(四書朱子異同條辨), the Ancient Text Daehak(古本大

學), Zhu Xi(朱子), myeongdeok(明德), perfect 

goodness(至善), gyeokmul(格物), chiji(致知), seongui

(誠意), jeongsim(正心), gyeong(敬), Wang Yang Ming

(王陽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