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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入學圖說』의 體用論 연구

차 목 언

본 논문은 여말선초 성리학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 양촌 권근

의 사상을 체용론의 구조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의 사상이

집약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입학도설』에 드러난 체용론을 고찰하고 이

로부터 도출되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오경천견록』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도 논의에 포함시켰다.

권근의 성리학 연구는 체용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권근 체

용론의 사상적 기원이 되는 불교와 중국 성리학의 체용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승조(僧肇)의 ‘즉체즉용(卽體卽用)’과 화엄종의 ‘이사법계관

(理事法界觀)’, 그리고 혜능(惠能)의 선정(禪定)과 지혜(智慧)의 체용관계

등은 성리학의 체용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 북송대에 선종과 접촉하여

자연스럽게 불교의 체용론을 수용하게 된 대표적 인물인 호원(胡瑗)은

‘명체달용(明體達用)’의 학문에 힘쓸 것을 주장하고, 손복(孫復)은 체용의

구조로 오경(五經)을 파악하였다. 특히 손복의 오경회통(五經會通)은 훗

날 권근의 오경 이해에 심후한 영향을 주었다.

체용론의 중심인 이기(理氣)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정이(程頤)는

‘체용일원, 현미무간(體用一源, 顯微無間)’이라는 구절로 체와 용의 성격

과 관계를 규정한다. 정이의 영향을 크게 받은 주자는 체용론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그리하여 체용론은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

그리고 경세론에 이르기까지 주자 사상 전반에 녹아들게 된다. 이는 주

자의 사상을 충실히 따른 권근의 사상에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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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도설』의 가장 핵심도(圖)인 「천인심성합일지도」에는 천(天)

과 인(人),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의 체용적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 권

근은 이를 통해 인간은 누구나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를 가능

성이 있음을 천명한다. 또 「천인심성분석지도」에서 천·인·심·성 각 글

자를 파자(破子)하여 획(劃)이 가진 의미를 통해 심성론을 펼친다.

권근 사상의 체용적 구조가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은 그의 『오

경(五經)』 연구이다. 그는 『입학도설』의 「오경체용합일지도」, 「오

경각분체용지도」, 그리고 관련 저서인 『오경천견록』을 통해 『오경』

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정리한다. 『주역(周易)』과 『춘추(春秋)』의 체

용구조, 『오경』의 경전들 각각이 가진 체용구조, 그리고 성인(聖人)과

『오경』의 체용구조에 권근의 경학(經學)과 경세(經世) 사상이 나타난

다. 이와 더불어 그는 「춘왕정월분석지도(春王正月分釋之圖)」, 「홍범

구주천인합일도(洪範九疇天人合一圖)」, 그리고 「무일지도(無逸之圖)」

에서는 위정자(爲政者)가 경세할 때 근거로 삼아야할 것이 천(天)임을

피력한다.

권근은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을 바탕으로 저술한 「대학

지장지도(大學指掌之圖)」와 「중용수장분석지도(中庸首章分釋之圖)」에

서 위정자로서 갖추어야할 품성과 자질을 설명한다. 그리고 공부(工夫)와

공효(功效), 앎[知]과 행함[行]의 체용구조와 ‘천(天)-성(性)’, ‘성(性)-도

(道)’, 그리고 ‘도(道)-교(敎)’의 체용구조를 통해 이상적인 인간, 나아가

이상적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공부 방법을 강조한다.

『입학도설』은 권근이 성리학에 입문하는 초학자들을 위해 저술한

책으로 그림을 통해 성리학의 핵심 원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개론

서이다. 따라서 이 책 자체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는 상당하며 성리학 이

해의 뼈대가 되는 체용론을 통해 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체용론적 구조를 바탕으로 살펴본 권근 사상은 전체를 관통하는 ‘천인합

일’이라는 주제를 가진다. 우리에게는 이를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도덕적

수양이 요구되고 그 수양은 ‘경(敬)’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리학의 주요

수양방법인 ‘수렴(收斂)’과 ‘정제엄숙(整齊嚴肅)’, ‘주일무적(主一無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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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성(常惺惺)’ 등의 ‘경(敬)’ 공부는 현재 도덕교육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의적절한 권도(權

道)와 지행병진(知行竝進)의 강조 역시 앎의 현실 적용을 중시하는 도덕

교육에 있어 함의가 있다.

주요어 : 권근(權近), 입학도설(入學圖說), 체용(體用), 천인합일(天人

合一), 경(敬), 도덕교육

학 번 : 2010-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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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와 연구목적

고려 시대에 유입되어 조선의 건국이념이 된 성리학은 흔히 주자학

(朱子學)1)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자학은 우주론(宇宙論),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 경세론(經世論) 등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

고 있는 유학사상이다. 주자학은 사물의 재료인 기(氣)와 본질인 리(理)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이기론(理氣論)을 바탕으로 우주만물의 생성원리

를 밝히고, 이를 인간의 심성문제에 확장시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할

도덕의 당위성(當爲性) 역시 밝힌다. 특히 오륜(五倫)과 인간관계에서 지

켜야 할 기본원칙의 강조는 효제(孝悌)로 대표되는 가족애가 점차 사회

윤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친친(親親)의 윤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2)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조선 성리학의 이론적 기초를 닦는데 힘썼던 인

물이 바로 여말선초(麗末鮮初)의 변혁기를 살다간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 - 1409)이다.

고려 말기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타락과 원의 지나친 간섭 등 사회의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한 탈출구가 필요한 시기였다. 당

시 유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유학의 도(道)를 탐구하며 도덕적․정치

1) 고려 말 유입된 주자학(朱子學)이 주자 당대의 성리학 원형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성리학은 남송(南宋)과 원(元)을 거치면서 체제교학(體制敎學)화되었는데 고
려는 송과 원의 성리학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여기에서 ‘체제교학’은 ‘국가의 체제
를 유지하는데 가장 긴요하게 쓰이는 가르침이 되는 학문’을 뜻한다. 이색(李穡)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학자들은 원의 체제교학화된 경향의 성리학을 따랐고, 정도전(鄭道
傳) 등은 주자 당대의 성리학 원형에 충실하게 기반한 체제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정
도전 사후, 이색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권근 등의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조선 초기 이제현-이색-권근으로 이어지는 국가주의적 성격의 성리학이 발전하였다.
도현철, 「원 간섭기 『사서집주』이해와 성리학 수용」, 『역사와 현실』, vol.49,
2003, 10쪽, 정재훈, 「여말선초의 성리학과 경세론」, 『한국사상과 문화』, vol.10,
2000, 75-82쪽,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 정치사상 연구』, (서울: 태학사, 2005), 1-42
쪽.

2) 김병환, 「유가의 친친윤리와 묵가의 겸애윤리에 대한 다윈주의적 독해」, 『범한철
학』, vol.54, 2009, 46쪽.



- 2 -

적 행위를 모색하던 ‘소위 신흥사대’들3)은 당시 권력가들4)의 횡포와 권

력독점, 그리고 국교였던 불교의 폐단과 승려들의 부정부패 등 고려가

처한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고려의 현실을 개혁하는 데 함께 뜻을 모았

다. 그러나 이들은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을 전후한 시기부터 현실 대응의

구체적 수준과 방식에서 약간씩 다른 입장을 지니게 된다.5)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목은(牧隱) 이색(李穡) 등은 고려왕조를 그대로 유지하

면서 정치․사회 현실을 개혁하자고 주장한 반면, 삼봉(三峯) 정도전(鄭

道傳), 우재(吁齋) 조준(趙浚) 등은 혁명을 통한 새로운 왕조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근은 애초에 왕조 건설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왕조 성립 후에는

정도전을 도와 조선왕조의 유지와 번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비록

그들의 노력에 힘입어 조선왕조의 기틀이 다져졌지만 충절과 의리를 강

조하는 성리학적 기준에 의해 후대의 사림파들은 정도전과 함께한 권근

을 고려에 대한 충의를 저버린 인물로 저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부정적 평가가 무색하리만치 권근의 성리학적 사상은 16세기 사

림파 이후의 성리학과 비슷한 이론적 정향(定向)을 지니고 있고6), 이를

3) 전통 학설에 의하면 고려 말 향리출신으로 과거를 거쳐 중앙 조정에 처음 등장하여
새롭게 형성된 계층인 ‘신진사대부’가 조선왕조 건국의 주력이다. 일반적으로 ‘권문세
족’과 ‘사대부’는 나란히 쓰이며, 그 용어 또한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에 처음 널리
사용되면서 새로운 사회집단의 흥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를 통한 향리의 등용은 고려 시대 전체에 걸쳐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고,
등용방법이나 혼인 유형, 고위 관직의 획득 성공을 기준으로 고려 후기 중앙 관원층
에서 기존 부류와 신흥 세력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는 고려 후기의 관원층
이 두 개의 다른 사회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근본 의문을
제기한다. 존 B. 던컨, 김범 역, 『조선 왕조의 기원』, (서울: 너머북스, 2013년),
127-128쪽. 존 B. 던컨은 이 책에서 여말선초 중앙관료로 활약했던 가문을 통계 내어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시에 지배층의 교체와 같은 사회적 혁명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한다. 따라서 성리학으로 무장한 소위 ‘신흥 사대부’들이 조선 건국
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통설은 재고(再考)해볼 필요가 있다.

4) 20세기 역사학자들은 고려 후기 중앙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을 통틀어 ‘권문세족’
이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 권문이나 권세가를 향해 투사된 비판
중 많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앙 관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권력과 야망이 용인되
는 수준을 넘어선 관원이나 중앙 조정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가문 이외에서 흥기한
강력한 개인을 지목한 것이다. 김광철, 『고려 후기 세족층 연구』,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1), 17-47쪽.

5) 유초하, 「조선 성리학의 이론적 정초」, 『조선 유학의 학파들』, (서울: 예문서원,
1996),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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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그가 후대 성리학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권근이 고려 말에 지은 저작인 『입학도설』은 1390년 유배되어 있을

때 지은 도설 형식의 성리학 입문서이다. 『입학도설』은 그의 성리학

이해가 담긴 글이며 따라서 그가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저술이다. 그의 성리학 이해는 이후 조선조

성리학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입학도설』이후 조선의 성리학은 인간의 내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

게 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학설을 도설로 표현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7) 물론 중국에는 이미 도설로 학설을 표현한 사례들이 있었고, 그

중 『태극도설』이 『입학도설』의 저술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

나 조선에서는 『입학도설』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추만(秋巒) 정지운(鄭

之雲)의 『천명도(天命圖)』, 퇴계(退溪) 이황(李滉)의 『성학십도(聖學十

圖)』등의 도설 집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므로8) 권근이 조선의 도

설 연구 학풍 발전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선 성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권근 사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

진하다. 더욱이 성리학의 이론 체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체용론을 바탕으

로 권근 사상을 연구한 바도 찾기 어려웠고, 그의 사상에서 드러나는 성

리학적 특징을 도덕교육과 접목시켜 논의한 연구 역시 거의 없었다.10)

6) 上同. 47-48쪽.
7) 장숙필,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영향」, 『도설로 보는 한국유학』, (서울: 예문
서원, 2000), 16쪽.

8) 유권종, 「『입학도설』과 조선 유학 도설」, 『철학탐구』, vol.21, 중앙대학교 중앙철
학연구소, 2007. 24쪽.

9) 권근은 정도전의 저술을 소개하면서 『학자지남도』의 체계적이고 창의적 가치를 강
조하였다. 사실상 『입학도설』의 저술시기보다 『학자지남도』의 경우가 10년 정도
앞선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권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금장태, 『조선 전기의 유학사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158쪽.
그러나 『학자지남도』는 현재 전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10) 권근의 사상과 교육을 접목시킨 연구는 그가 지닌 교육사상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에 관한 연구는 한기언(1964),「권근의 교육사상」, 정찬주(1990),「권근의
교육사상 연구」, 강원모(1999),「양촌 권근의 교육론 소고」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구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금도 권근의 사상과 도덕교
육을 접목시킨 연구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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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자는 명분과 시대적 상황에 의해 학문적 업적이 저평가되었던

권근 사상의 의의를 찾기 위해서, 또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본

주제를 탐구해보는 것이 한층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

작하게 되었다.

권근의 사상을 연구하여 본 논문에서 필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도설』의 주요 도(圖)와 해설이 체용론(體用

論)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체용론의 체․용 개념은

원래 불교에서 온 것이지만 세계인식을 위한 성리학의 이론체계에서 기

본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체용론적 인식은 모든 존재를 본체11)와 작용

의 두 가지 존재양상으로 대비시켜 파악하는 방법이다.12) 이를 경학(經

學)과 경세(經世)에 대비시키면 전자를 체로, 후자를 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권근의 성리학은 책상 앞에 앉아 지식을 습득하고 홀로 성인

(聖人)이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수양한 바를 바탕으

로 세상에 나가 실천할 것을 권고한다. 지행병진(知行竝進)의 정신으로

함양하여 실천하는 인간, 현실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인간이 되기를 바라

는 것이다. 이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사회․정치 참여에 점점 소

홀히 하는 현대인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중시하라는 윤리

적 깨달음을 준다. 본문의 논술을 통해 독자는 체용론의 구조가 가진 윤

리학적 함의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둘째, 유학 사상은 인간이 본래 인(仁)한 존재이며, 누구나 인을 체득

하여 마음을 온전히 하면, 마땅히 군자(君子), 나아가 성인(聖人)이 될 수

11) 동양철학의 ‘본체(本體)’ 개념은 서양철학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본체(entity)’와 다르
다. 서양철학에서 ‘실체(substance)’, 또는 ‘실재(reality)’ 등의 의미를 가진 본체는 현
상계(phenomenon)와 대비되는 ‘본체계(noumenon)’의 의미로 사유와 연장, 정신과 물
질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유 형태의 기반이 된다. 좀 더 명확하게는 ‘그것이 존재하
는 데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Rene Descartes, Principia
philosophiae, Pars Ⅰ, 51. 백종현, 「정신의 개념」, 『우리말 철학사전2』, 지식산업
사, 2004, 282쪽.)이다. 따라서 서양에서의 본체는 현상의 근원이지만 현상이 사라져도
현상 배후의 것으로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본체(本體)를 물질 혹은 정신
이라는 이원화된 개념 범주로 구분하지 않는다. 본원, 혹은 본체가 현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둘이 하나의 근원, 뿌리라고 생각[體用一原]하기에 ‘현상계’와 절연된
‘실재계’의 의미를 내포한 체(體)는 동양철학에서 전제하지 않는다.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140-144쪽.

12)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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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강조한다. 『입학도설』의 첫 번째 도인 「천인심성합일지도(天

人心性合一之圖)」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품부받은 본성이

있으며, 그 본성이 갖는 이치[理]는 태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본성을 품부받은 모든 인간은 천(天)13)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원

인을 불우한 환경에서 찾거나,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는 식

의 기질 결정론적 주장을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권근은 누구나 선한 마음인 인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체득하기 위해 수

양(修養)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성선(性善)의 관점에서는 성인(聖人), 군

자(君子), 중인(衆人)이 모두 동일하지만 끊임없는 욕망에 이끌려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인간은 금수(禽獸)와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욕

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늘 계구(戒懼)와 신독(愼獨)으로 수양해야 한

다. 이는 스스로의 도덕적 선화(善化) 가능성을 이미 포기해버린 이들에

게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실천적 메시지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상도(常道) 이상의 권도(權道)가 있음을 밝히고

자 한다. 권근은 오경(五經)의 전체(全體)를 『주역(周易)』으로, 대용(大

用)을 『춘추(春秋)』로 본다. 오경의 각각에도 체(體)와 용(用)이 있으니

「주역」의 체가 하늘의 리(理)이고, 용이 성인의 도(道)이다. 이 도가

바로 춘추의 체가 되는 상도[常道/經]이며, 용이 성인의 마음에서 시행되

는 권도[權道/權]이다. 상도는 평상시에 도를 실천하는 도덕규범의 원리

이고,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

의 실현을 근본 입장으로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처세(處世)하고 응인(應

人)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14)

주자(朱子)는 경(敬)이 구현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통변(通變)

13) 여기에서의 천(天)은 만물의 근원이자 만 가지 변화의 원천이며 만 가지 차별상의
근본으로 합일(合一)해야 할 대상을 뜻한다. 장숙필,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영
향」, 『도설로 보는 한국유학』, (서울: 예문서원, 2000). 26쪽. 이런 맥락에서 천은
도덕천(道德天)의 개념으로 sky가 아니라 성서적 세계관에서의 ‘Heaven’이나 서양철
학에서 말하는 ‘Sein’, ‘Being’에 해당한다. 김병환, 『동양윤리사상강의』, (서울: 새문
사, 2017), 15쪽, 280쪽.

14) 오석원, 「유가의 상도와 권도에 관한 연구」, 『동양학』, vol.27, 1997, 272쪽, 30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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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권(權)이라 하며 경과 권이 분리될 수 없다고 한다.15) 그러나

또 한편, 주자는 경과 권을 각각 도의 상(常)과 변(變)으로 보고 이 둘을

구분한다. 경과 권 사이는 비록 형식상은 변함이 있지만, 이 둘은 모두

통체(統體)의 도(道)로 파악되고 같은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16)

그런데 이러한 권도는 실천하는 이의 도덕적 품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자칫 술수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도

의 본질을 구현한다는 기본 입장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권도의 실행에

는 높은 수준의 도덕수양이 먼저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늘 경(敬)으

로써 자신을 수양하며 다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도를 알맞은 때와 상황에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을 바로 『중용』에

서 말하는 어느 때 어디서나 ‘내외를 합한 도[合內外之道]’가 이루어지는

시중(時中)17)이라 할 수 있다. 권도의 실천은 쉽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

게 강요할 수도 없다. 그래서 권도를 온전히 실천한 이는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권도는 쉽게 실천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실천 방안과

사례가 고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의 해결 방

안으로 의미가 크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며 이기적인 행동을 당연

시하는 우리의 삶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사태에 대응하는 권도는 경이 제

공하지 못하는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2.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여말선초의 변혁기이다. 14세기 후반 성리

15) 朱熹, 『朱子語類』, 卷37, 「可與共學章」, “權實不離乎經.”
16) 오석원, 「유가의 상도와 권도에 관한 연구」, 『동양학』, vol.27, 1997, 302-304쪽.
송대에 들어서면 권(權)은 곧 경(經)이라는 “권시경(權是經)”의 논리가 제기된다. 정이
천은 ‘권은 오직 경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주자의 경우도 권을 권모술수로 오해할 것
을 경계하여, 권변(權變)하더라도 그 옳은 마음을 지켜야 하기에 권은 정(正)을 떠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권과 경을 두 가지로 보는 견해는 권·경의 한계를 피상적으
로 이해한 것이며, 사실상 권도 옳음, 정당함, 선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허용되기에
경의 바름을 떠날 수 없다. 김병환, 『생명공학과 유가윤리사상』, (서울: 새문사,
2017), 102쪽.

17)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휴먼북스, 2018),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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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 대표적인 두 인물은

정도전과 권근이다. 역성혁명의 주역으로서 정도전이 주로 했던 활동의

초점은 불교를 배척하는데 맞추어져 있었다. 정도전이 사상적인 면에서

불교를 철저히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 역성혁명과 더불어 조선

왕조를 정치이념적인 면에서 보좌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불교교리를 깊이 이해하고 비판해야할 당위성을 갖고 있

었다.18) 이에 반해 권근은 비교적 순수한 이론적 탐구에 힘을 기울였고,

송대(宋代) 유학의 대표자 주돈이(周惇頤)19)와 주자(朱子)의 이론을 충실

히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성리학을

이해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그의 방대한 저술을 보면 그가 제기한 문제

들이 이후의 조선 성리학에서 항상 토론의 주제가 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권근은 한국 성리학의 흐름에서 처음으로 성리학에 대

한 이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도한 인물이었다

는 평가를 받는다.20)

특히 성리학에 입문하고자 하는 초학자들을 위한 서적을 집필한 것을

볼 때 후학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학의 근본

적인 목표를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의 육성과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자질을 갖춘 성군(聖君)의 탄생에 두고 사서오경(四書五經) 등의 유학

텍스트를 해석한 것을 볼 때 도덕 교육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성리학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권근의 사상이 부합한다고 여겼고, 그 중에서도 사서와 오경을 간략하고

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입학도설』과 오경을 좀더 심화하여 연구한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이 그의 사상을 대표하는 저작(著作)이라 여

겨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21)

18) 유성태, 「정도전의 불씨잡변고」, 『대학원 논문집』, vol.3, 1989, 15쪽.
19) 일반적으로 ‘周敦頤’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사후 작성된 묘지명에 ‘周惇頤’로
표기되었으므로 후자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
울:휴먼북스, 2018), 163쪽.

20) 정대환, 「권근 성리학의 구조와 특성」, 『중국철학』, vol.3, 1992, 255쪽.
21) 『오경천견록』은 권근의 경학관과 경세관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저술로서,
이후에 지어진 그의 저술들은 모두 이 책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오경
천견록』은 권근의 여러 저술 중 가장 중요하며,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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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심이 되는 문헌인 권근의 『입학도설』과 『오경천견

록』, 그리고 그의 저술에 바탕이 되었던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주

자어류(朱子語類)』 등의 원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활용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방법과 개념 분석 방법이다. 본 논문에

참고한 원전이 저술된 시기와 오늘날은 적어도 최소 600년 이상의 시간

적 공백이 있기에 현대의 시각으로만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곡해(曲

解)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필자는 저자의 본의(本意)에 최대한 가깝

게 다가가기 위해 동양학의 문헌 연구 방법인 ‘소학[小學, philology]’ 중

주로 한자의 뜻[字意]을 연구하는 훈고학(訓詁學)적 접근 방식에 의거하

여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예컨대, 성리학의 주요 개념인 성(誠)22)은 오늘날 주로 정성 또는 성

실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성(誠)은 시대마다, 그리고 고전마다 해석

이 달라진다. 맥락과 글의 구조에 따라 단순한 어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도덕적 성품이나 품덕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후에는 천지만물의 성립 근

거로서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원전을 해석할 때

맥락에 따른 본의를 충실히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원전에 등장하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개념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본 논

문의 핵심어인 ‘체용론(體用論)’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며 불교에서와

유학에서의 체용론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입학

도설』첫 머리에 위치한 천(天)·인(人)·심(心)·성(性)의 개념, 정확히 파악

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저작이다. 강문식,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서울:일지사,
2008), 122쪽. 그러나 본 논문은 권근의 『입학도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이
기에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만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참고하였다.

22) 『시경(時經)』『논어(論語)』, 그리고 도가의 『장자(莊子)』등의 고전에 등장하는
성(誠)은 단순한 어조사의 의미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작품이라 여겨지는 『맹자(孟
子)』와 『순자(荀子)』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도덕적 품성’이라 여겨지는 대목을 발
견할 수 있고,『대학(大學)』에서 드러나는 성(誠)도 “그 뜻을 정성되게 한다[誠其意]”
라는 의미로 쓰여 내면적 품덕의 뜻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용(中庸)』에서의 성
(誠)은 도덕적 규범을 넘어선 형이상학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이후의 성리학에
서도 ‘존재의 시작과 끝[物之始終]’, ‘하늘의 도[天之道]’ 등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김병환, 『동양윤리사상강의』, (서울: 새문사, 2017), 198-213쪽, 『신유학 강의』, (서
울: 휴먼북스, 2018),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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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내용의 이해가 가능한 성리학의 통체태극(統體太極)과 각구태극(各

具太極), 리일분수(理一分殊), 미발이발(未發已發) 등의 개념을 분석하여

이해를 도왔다.

『입학도설』은 현존하는 영인 판본을 연구한다. 원전만을 보기에는

필자의 해석능력에 한계가 있어 국내에 한권뿐인 국역본 권덕주 역의

『입학도설』(서울: 을유문화사, 1974)을 참고한다. 이 서적 역시 해석에

미흡함이 많아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필자는 원문과 번역을 최대한

비교․대조하며 문헌을 연구하고, 더 깊이 있고 폭넓은 논의를 위해 관

련된 전문가들의 2차 자료와 서적 등을 적극 활용한다. 『입학도설』의

저술에 큰 영향을 미친 주돈이의 『태극도설』과 주자의 『사서집주』

역시 원전을 기본으로 하되, 필자의 해석능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정

확한 이해와 해석을 위해 원전에 충실한 전문가들의 해설 자료와 2차 서

적 등을 활용한다.

본 논문은 이 문헌들을 바탕으로 『입학도설』과 『오경천견록』에

나타난 성리학의 주요특징들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권근이 『입학도설』을 저술하게 된 배경과 그 구성을 살펴

본다. Ⅲ장에서는 권근의 성리학 연구가 기반하고 있는 체용론적 구조에

대해 논한다. 우선 불교 체용론의 특징과 이것이 성리학의 체용론 형성

에 끼친 영향을 확인한 후, 북송대에 선종과 접촉하여 자연스럽게 불교

의 체용론을 수용하게 된 대표적 인물인 호원(胡瑗)과 손복(孫復), 그리

고 체용론의 중심인 이기(理氣)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정이(程頤)의

체용론을 설명할 것이다. 또 정이의 영향을 크게 받은 주자가 체용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입학도설』의 체용론적 구조를 몇 개의 주

요 도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오경천견록』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1절

에서는 『입학도설』의 가장 핵심이 되며 천인합일의 근거와 당위성을

제공하는 「천인심성합일지도」를 통해 천(天)과 인(人),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의 관계, 그리고 누구나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를 가

능성이 있음을 논한다. 또 「천인심성분석지도」를 바탕으로 천·인·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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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글자를 파자(破子)하여 획(劃)이 가진 의미를 통해 권근의 심성론을

분석한다.

2절에서는 권근의 체용론적 구조를 가장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오

경(五經)』을 연구한다. 「오경체용합일지도」, 「오경각분체용지도」, 그

리고 관련 저서인 『오경천견록』을 바탕으로 『오경』의 『주역(周

易)』과 『춘추(春秋)』의 체용구조, 『오경』의 경전들 각각이 가진 체

용구조, 그리고 성인(聖人)과 『오경』의 체용구조를 연구함으로써 권근

의 경학(經學)과 경세(經世) 사상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춘왕정월분

석지도(春王正月分釋之圖)」, 「홍범구주천인합일도(洪範九疇天人合一

圖)」, 「무일지도(無逸之圖)」를 통해 위정자(爲政者)가 경세할 때 근거

로 삼아야할 것인 천(天)임을 알아본다. 3절에서는 『예기(禮記)』의 일

부였다가 독립되어 사서(四書)로 편성된 『대학』과 『중용』을 바탕으

로 저술한 「대학지장지도(大學指掌之圖)」와 「중용수장분석지도(中庸

首章分釋之圖」를 연구하며 통치자로서 갖추어야할 품성과 자질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공부(工夫)와 공효(功效), 앎[知]과 행함[行]의 체용구조에

대해서 알아본다.

Ⅴ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학도설』과 『오경천견록』이

갖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알아본다. 여기서는 논의에 도움이 될 만한 주

자(朱子)와 정이(程頤) 등 중국 성리학자의 이론을 함께 참고하였다. 그

리고 현재 도덕교육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에

반영될 수 있는 성리학적 개념들을 설명하고 그 개념들이 지닌 도덕적

함의를 논하여 현실에 적용 가능한 실천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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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권근 『入學圖說』의 저술배경 및 구성

1. 『入學圖說』의 저술배경

북방민족의 침입이 유난히 많았던 고려는 고종 5년이던 1218년 다시

한번 거란의 침입을 받는다. 이때 북방에서 세력을 키워오던 몽고는 고

려를 도와 거란을 제압하게 되고 이를 빌미로 고려에 무리한 조공을 요

구하며 세력을 뻗친다. 이에 대항하며 30여 년간 대몽항쟁을 지속하던

고려왕조는 결국 무모한 항전 방식을 지양하고, 몽고에 대해 사대(事大)

의 예를 갖추는 등 예양(禮讓)의 외교를 통해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방

법을 택한다.23) 고려와 몽고의 관계는 고려 25대 왕인 충렬왕(忠烈王)이

원(元) 세조 쿠빌라이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더 극명해진다. 이

후로 원은 계속적으로 고려에 군대를 주둔시키며 고려의 내정을 감시하

는 방식, 즉 전승국이 패전국을 식민 통치하는 형태를 취하였고24) 고려

는 원 제국을 모시는 부마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원과

의 관계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인 1410년까지 약 120년간 지속된다.

무력으로 고려를 다스리면서 주로 무인(武人)들을 고려의 외교 사절

로 삼았던 원은 강압적인 정치만으로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듯이 고

려를 지속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학술과 문화,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교류

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문인(文人)들을 외교 사절로 보내

어 학술적인 교류를 도모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고려에서도 서서히

문인 학자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서 중심 역할을 수행해갔다. 이러한

당시의 국제 정세와 분위기를 타고 고려에 수입된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

었다. 당시 원은 남방에서 북상한 주자학을 국학으로 정하여 학문과 교

육 그리고 인재 선발을 위한 바탕으로 삼았다. 주자학이 원나라 학술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에 고려에 유입된 성리학 역시 주자학이었다.25)

23) 김충열, 『한국유학사1』, (서울: 예문서원, 1998), 347쪽.
24) 上同.
25) 上同. 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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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고려에서는 원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오랜기간 이어진 최씨

문중 중심의 무신정권(武臣政權)이 막을 내리고 권문세족(權門勢族)이

지배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은 원의 세력을 등에 업고 권세를

누렸으며,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된 이후에는 농민의 토지를 강

제로 빼앗고 농민을 협박하여 노비로 삼는 등 온갖 횡포를 일삼았다. 같

은 시기 이들에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던 자들은 불교의 승려였다. 신라

에서 고려 말까지 유학은 단순히 훈고학(訓詁學)이나 기송학(記誦學)이

었을 뿐 사상과 신앙적 학문의 차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약 200여

년 동안 사상과 신앙을 지배한 것은 불교였으며, 이에 따라 자제 교육의

임무가 선비로부터 승려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무인들의 집권기에는 목

숨을 도모하던 문신들이 화(禍)를 면하기 위해 승려가 되기도 하였다.26)

불교가 지극히 숭상됨에 따라 승려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져 광대한

사원전(寺院田)을 차지하였고, 왕의 스승인 왕사(王師)와 나라의 스승인

국사(國師)는 크게 존중받았다. 그러나 불교의 과도한 비대는 고려 말로

내려오면서 점차 타락상과 말폐(末弊)를 나타내었다. 불교신앙은 점차 사

상적 심화와 독창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규율의 실천을 통한 사회윤리의

규범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주로 개인적 안심입명이나 세속신

앙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사전(寺田)의 비대는 국가의 전제(田

制)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불사(佛事)의 성행은 국가의 재정을 낭비시키

고, 승도(僧徒)와 사노(寺奴)의 과도함은 인력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여 비

판 여론이 높았다.27)

이에 원에서 유입된 성리학을 연구하던 신유학자들이 공민왕 때에 본

격적으로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원의 세력을 등

에 업고 불법 수단으로 막대한 농장을 소유한 권문세족을 비판하며 반원

친명(反元親明) 정책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불교의 사회적 병폐와 이론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려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이들의 비판은 주

로 성리학에 근거한 것이었다.

26) 다카하시 도루, 『조선유학사』, (서울: 예문서원, 2001), 42-43쪽.
27) 금장태, 「정도전의 벽불사상과 그 논리적 성격」, 『한국사상논문선집』, (고양: 불
함문화사, 1999),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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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성리학에 근거하여 고려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뜻

을 모았지만 그 내부는 정몽주를 중심으로 고려에 대한 ‘불사이군(不事

二君)’의 충절을 지키려는 온건파와 정도전을 중심으로 ‘역성혁명(易姓革

命)’을 일으키려는 급진파로 나뉘게 되었다. 특히 정도전은 유학의 입장

에서 불교의 이론을 체계적이고도 강력하게 비판하며 성리학에 기반한

새로운 왕조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심문천답(心問天

答)』 『심기리(心氣理)』 『불씨잡변(佛氏雜辨)』의 3대 불교 비판서를

차례로 저술하여 나름의 논리를 갖추어 배불론(排佛論)을 전개하였다. 그

스스로 『불씨잡변』이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의 허망함을 깨닫도록

할 수 있다면 죽어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을 정도이니, 척불론(斥佛論)은

정도전 필생의 신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28) 정도전의 확고한 배불신념은

권근이 쓴 『심기리』편 「심난기(心難氣)」 서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편의 주제는 석가모니의 수심의 가르침으로써 노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 중에 석가모니의 말이 많이 이용되었다. ‘심’이라

는 것은 ‘리’와 ‘기’를 합하여 한 몸인 신명의 집이 된 것이다. 주자가

이르기를 비어있고 영묘하여 어둡지 않기에 [심은] 많은 ‘리’를 갖추어

만사에 응대한다. 나는 생각한다. 오직 비어있는 것이기에 모든 ‘리’를

갖추고, 오직 영묘하기에 만사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만일 많은 ‘리’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 비어있음은 그저 비어있는 무(無)일 뿐이고, 그 영

묘함은 어지럽고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비록 만사에 반응한다 할지라

도 뒤섞여서 혼란하게 될 것이니 어찌 족히 신명의 집이 될 수 있겠는

가. 그러므로 ‘심’을 언급하면서 ‘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 집이 있

는 것만 알고 그 주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29)

권근은 「심난기」를 소개하면서 유학을 대표하는 ‘리’가 불교를 대표

28) 정도전, 김병환 역, 『불씨잡변』, (서울: 아카넷, 2013), 23-24쪽.
29) 鄭道傳, 『心氣理』「心難氣」權近의 註, “此篇主言釋氏修心之旨以非老氏. 故篇中, 多
用釋氏之語. 心者合理與氣以爲一身神明之舍 朱子所謂虛靈不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愚以爲惟虛故具衆理, 惟靈故應萬事. 非具衆理則其虛也漠然空無而已矣, 其靈也紛然流注
而已矣. 雖曰應萬事, 而是非錯亂, 豈足爲神明之舍哉. 故言心而不言理是知有其舍而不知
有其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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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심’이나 도가를 대표하는 ‘기’보다 우위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리’를 ‘심’의 주인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면 그 역

시 정도전 못지않은 확고한 배불신념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

근은 『심기리』외에도 『불씨잡변』, 『경제문감(經濟文鑑)』 등 정도전

의 대표적인 저서에 서문을 남겼을 만큼 그와 깊은 사상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조선 건국 이후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했던 정도전을

도와 성리학을 기반으로 국가의 기틀을 잡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도전과 정치적 노선이 맞았던 것은 아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 말기는 원의 간섭과 명의 성장, 권문세족 및

불교의 타락과 신진 사대부의 활발한 중앙정계 진출 등 많은 변화가 일

어났던 사상적․정치적 격변기였다. 혼란의 와중에서 권근 역시 다른 신

진 사류들과 마찬가지로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기는 하였으

나 정도전․조준 등을 비롯한 급진개혁파들이 주장한 사전개혁(私田改

革)에 대해서는 그의 스승 이색과 함께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는

고려 말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기득권층으로서 이를 충분히 누리면서

성장하였고, 따라서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며, 급

격한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문제점 보완을 지지하는 체제수호적인 정치성

향을 가졌기 때문이다.30)

그리하여 당시 고려 조정은 역성혁명파와 온건개혁파로 나뉘어져 치

열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 권근은 그와 같은 온건파이자 학문

적 동지였던 도은(陶隱) 이숭인(李崇仁)이 대간의 탄핵을 받자 이를 옹

호하다가 결국 1389년에 황해도 우봉(牛峯)으로 귀향 보내졌다.31) 이 유

배를 시작으로 약 2년간 유배의 기간이 계속되었으며, 영해(경북 영일

군)․흥해(경북 영덕군)․김해․익주(전북 익산군)․충주 등지로 여러 차

례 유배지를 옮겨 다녔다.32) 유배생활동안 그는 정치적 일선에서는 잠시

물러나 있었지만 자신의 학문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특히 익주에서 머물 때 그의 대표저서라 할 수 있는 『입학도설』을 저

30) 강문식,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서울: 일지사, 2008), 58-59쪽.
31) 도현철, 『조선전기 정치사상사』, (서울: 태학사, 2005), 99-100쪽.
32) 송하경, 「양촌 권근」, 『한국인물유학사 1』, (서울: 한길사, 1996),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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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였다.

『입학도설』은 『중용』, 『대학』으로부터 출발하는 초학자를 위하

여 권근이 저술한 성리학 입문서이다.33)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입학

도설』 서(序)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홍무(洪武) 경오년(庚午年:1390) 가을, 금마군에 귀양을 와서 있자니,

나에게 와서 『대학』과 『중용』을 배우는 초학자들이 한 둘 있었는

데 거듭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도 분명히 이해하지를 못한다. 이에 주자

(周子)의 『태극도』를 근본으로 하고, 장구(章句)의 설을 참작하여 그

림을 그려 보이고 다시금 선현들의 격언을 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

주었다. 또 학생들의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일일이 대답을 해주

었는데 그 문답한 내용을 기록하여 그 뒤에 붙였으니 이름하여 『입학

도설』이라 하였다.34)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입학도설』은 주돈이의 『태극도』를 근본

으로 하고 『중용』의 주자장구의 설을 참작하여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성리학의 요체를 밝혀 초학자로 하여금 학문의 바른 방향

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35) 하지만 이것이 ‘입학’이라는 제목이 붙여졌

다고 해서 그렇게 단순히 초학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 속에는 성리

학의 내용이 많이 담겨있어서 그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특성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36) 특히 권근이 주돈이와 주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책을 저술하였다는 것은 원으로부터 유입된 주자학으로서의 성리학 연구

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리학에 대한 그의 깊은 조예는 조선

의 건국 후 다시금 그가 조정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정도전과 함께 새 왕

조의 기틀을 다지는 원동력이 된다.

33) 윤사순, 『한국유학논구』, (서울: 현암사, 1982), 37쪽.
34) 權近, 『入學圖說』序 “洪武庚午秋 謫在金馬郡, 有一二初學軰來讀庸學二書者, 語之諄
復尙不能通曉. 乃本周子之圖 參章句之說 作圖以示 又取先賢格言以釋其意. 學者因有所
問 又隨而答之, 仍記其問答之言 以附其後名之曰入學圖說.”

35) 장숙필,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영향」, 『도설로 보는 한국유학』, (서울: 예문
서원, 2000), 16쪽.

36) 홍원식, 「권근의 성리설과 그 철학사적 위치」, 『한국사상사학』, vol.28, 2007,
230-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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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근 『入學圖說』의 구성

1) 前集 26도

『입학도설』은 전집(全集) 26도, 후집(後集) 14도 총 40개의 도(圖)

와 그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있다. 구성의 대부분은 그림과 해설, 그리

고 그에 대한 문답 형식의 글도 첨부되어 이루어져 있는데 전집에서

『논어』와 『맹자』의 주요내용을 다룬 「어맹대지(語孟大旨)」만 그림

이 없이 설만 기재되어 있다. 『입학도설』 전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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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圖)의 명칭

1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

2 천인심성분석지도(天人心性分釋之圖)

3 대학지장지도(大學指掌之圖)

4
대학입전변문이분지행본말후박삼절변의(大學立傳變文以分知行本末厚薄三

節辨議)
5 중용수장분석지도(中庸首章分釋之圖)

6 중용분절변의(中庸分節辨議)

7 제후소목오묘도궁지도(諸侯昭穆五廟道宮之圖)

8 시협지도(時祫之圖)

9 일실지도(一室之圖)

10 어맹대지(語孟大旨)

11 오경체용합일지도(五經體用合一之圖)

12 오경체용각분지도(五經體用各分之圖)

13 춘왕정월횡간분석지도(春王正月橫看分釋之圖)

14 하도오행상생지도(河圖五行相生之圖)

15 낙서오행상극지도(洛書五行相剋之圖)

16 태극생양의사상팔괘지도(太極生兩儀四象八卦之圖)

17 선천방위원도(先天方位圓圖)

18 선천방위방도(先天方位方圖)

19 복희선천팔괘(伏羲先天八卦)

20 문왕후천방위(文王後天方位)

21 음양육구위노지도(陰陽六九爲老之圖)

22 천원지방(天圓地方)

23 천지생성지수(天地生成之數)

24 하도중궁지수(河圖中宮之數)

25 홍범구주천인합일도(상)(洪範九疇天人合一圖上)

26 홍범구주천일합일도(하)(洪範九疇天人合一圖下)

27 무일지도(無逸之圖)

37)

37) 유권종, 「『입학도설』과 조선 유학 도설」, 철학탐구, vol.21, 중앙대학교 중앙철학
연구소, 2007, 18쪽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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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도설』의 전편을 아우르는 주제는 바로 천인합일을 통해 내적

으로 도덕적 완성을 이루고, 외적으로 자신이 이룬 바를 실천에 옮기는

일로서 성인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이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에 이 책의 가장 기반이 되는 주제인 ‘천인합일’에 관한 도(圖)와 설은

전집의 제일 첫 부분에 실려있다. 권근은 여기에서 인간은 누구나 천과

합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기의 청

탁후박편정(淸濁厚薄偏正) 등에 따라 성인, 군자, 중인으로 분속될 수 있

음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존양과 성찰을 통한 끊

임없는 자기 수양으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음

을 강조하였다.

뒤를 이어 권근은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의 사서와

『주역』, 『서경』, 『시경』, 『예기』, 『춘추』의 오경을 그림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상세히 분석·설명하며 천인합일을 통한 성인에 이르는 구

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였다. 또 「제후소목오묘도궁지도」에서부터 「일

실지도」에서는 사당의 예법에 관해 설명하며 유가적인 예의 정당성과

효의 근거를 밝히고, 「하도오행상생지도」에서부터 「하도중궁지수」에

서는 역의 기본 개념을 도식화하였으며38), 「홍범구주천인합일도」에서

부터 「무일지도」에서는 수신을 기본으로 하여 외천보민(畏天保民)하는

군주의 역할을 다룸으로써 우주론부터 예절을 포함하여 경세론까지 성리

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빼놓지 않고 집약하여 다루었다.

2) 後集 14도

후집은 14개의 도와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후집은 역의 법칙을 다룬

역리(易理), 해와 달의 연구와 관련된 천문(天文), 음악·문학과 관련된 율

려(律呂)와 『시경(詩經)』에 대한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도

설』 후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8) 장숙필,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영향」, 『도설로 보는 한국 유학』, (서울: 예
문서원, 2000), 17-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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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의 명칭

28 십이월괘지도(十二月卦之圖)

29 십이월괘지도-선천원도에 입각 (十二月卦之圖-先天圓圖)

30 주천삼신지도(周天三辰之圖)

31 일기생윤지도(一機生閏之圖)

32 천지수간지도(天地竪看之圖)

33 천지횡간지도(天地橫看之圖)

34 망전생명지도(望前生明之圖)

35 망후생백지도(望後生魄之圖)

36 토규측영지도(土圭測影之圖)

37 토왕사계지도(土旺四季之圖)

38 율려격팔상생지도(律呂隔八相生之圖)

39 오성팔음지도(五聲八音之圖)

40 주남편차지도(周南篇次之圖)

41 변풍십삼국지도(變風十三國之圖)

42 공족급태종지도(公族及太宗之圖)

43 괘륵과설지법 [부록] (掛扐過揲之法)

39)

후집의 「십이월괘지도(十二月卦之圖)」에서부터 「토왕사계지도(土旺

四季之圖)」까지는 음양오행의 운행과 그 근본에 있는 태극, 그리고 해와

달의 운행과 춘하추동의 변화 등 우주와 자연의 이치에 관한 분석을 다

루었고, 「율려격팔상생지도(律呂隔八相生之圖)」와 「오성팔음지도(五聲八

音之圖)」에서는 궁·상·각·치·우 오성(五聲)의 음계와 양율 6음과 음율 6

음을 합친 12율, 그리고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

목(木)의 팔음 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 「주남편차지도(周南篇次之

圖)」에서는 『대학』의 구조와 연결하여 문왕(文王)의 지덕에 근거한

39) 유권종, 「『입학도설』과 조선 유학 도설」, 철학탐구, vol.21, 중앙대학교 중앙철학
연구소, 2007, 18쪽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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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가 가제국리천하평(家齊國理天下平)의 공효로 나타나게 됨을 밝히면

서, 이어서 「변풍십삼국지도」에서는 앞의 올바른 정치의 사례인 주남

(周南)의 교화를 정풍(正風)으로 놓고 이와 상반된 13국을 변풍(變風)으

로 놓아 인도(人道)의 바름을 얻지 못하였을 때 혼란이 극에 달함을 설

명하였다.40)

『입학도설』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 권근은 이 책을 통해 성리학의

요지를 집약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분량은 길지 않지만

이 책은 심성론부터 시작하여 우주론, 수양론, 경세론까지 성리학의 핵심

내용들만을 간추려서 빠트리지 않고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에 더

하여 내용에 걸맞는 그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표현하였음은

권근의 학문적 깊이가 심후했음을 보여준다.

40) 장숙필,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영향」, 『도설로 보는 한국 유학』, (서울: 예
문서원, 2000), 19-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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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권근 體用論의 사상적 기원: 불교와 성리학

1. 불교의 體用論

체용론은 성리학 이론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다. 주자 성리학의 핵심

주제인 우주론(宇宙論), 이기론(理氣論),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

등이 모두 체용의 바탕 위에서 설명되기 때문이다. 유가에서 본격적으로

체용론을 전개한 사람은 그 이론의 수준과 깊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

이천(程伊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이천의 체용론은 불교 화엄종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41) 한(漢) 말(末) 이후 유학은 사상계의 주

도적 위치를 상실하였고 약 600년간 도가와 불교 중심의 문화가 지속되

었다. 그리고 수당(隋唐)시기에 이르러 천태(天台)와 화엄 및 선종 등의

종파가 불교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다. 시대적 상황이 이러하기에 송 대

지식인 중에서 불교와 교섭하지 않은 학자는 거의 없었고 유학과 불교의

교섭은 당연하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42)

더욱이 북송 초기의 유학자들은 궁극적 실체에 대한 지식인들의 갈급

함을 채워주었던 불교에 비해 인성론에만 치우쳐 침체기에 있던 선진유

학이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만 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신유학자들은 그

들 스스로가 인식한 것보다 더 깊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

의 이론 체계가 고유의 원시 유학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불

교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비록 『순자(荀子)』에서 ‘체’와

‘용’이라는 글자가 한 문장에서 사용된 용례가 처음 출현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체는 사람의 몸이나 형체를 가리키는 것이기에 이를 철학적 의미

를 가진 체용론의 맹아로 볼 수는 없다.43) 성리학의 이론체계를 설명하

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철학적 의미의 체․용은 선진

41) 김진근, 「정주의 체용론 연구」, 『한중철학』, vol.9, 2005, 40-41쪽.
42) 황갑연, 「화엄 법계관과 주희 이기론의 이동을 통해서 본 유불의 교섭」, 『한국양
명학회 논문집』, vol.28, 2011, 229쪽, 233쪽.

43)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12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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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상, 특히 불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신유학 사유 방식의 구조적 틀로 사용된 체용일원(體

用一源)은 전형적인 불교의 논리이다.44) 정이천과 주자 역시 자신의 이

론을 정립하는 데 불교의 사유형식과 방법을 끌어들이고, 그 내용을 유

학의 것으로 채웠다.45) 따라서 성리학의 체용론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 불교의 체용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불교는 우주 근원인 본체(本體)와 그 운용으로서의 작용(用)이 하나

라는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자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세계를 본체세

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봄으로써 이 현실세계가 그대로 우주 근원의 활동

이자 표현임을 강조한다.46) 초조(初祖) 두순(杜順)에 의해 성립된 화엄종

은 바로 이 본체세계와 현실세계의 관계를 사법계(四法界)를 통하여 설

명하였는데 화엄 사상은 제2조 지엄(智儼)이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제3

조 법장(法藏)에 의해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 중국 불교 철학의 절정이

라 일컬어지는 화엄 사상은 당의 정치적 이념에 원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종과 신유학의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47)

화엄 사상은 서로 다른 각 개체[事]들과 이것들 사이의 평등·조화·질

서를 이루어 주는 것[理]이라는 이원적 요소를 상정하였고, 이를 통해 존

재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48)

여기에서의 리(理)와 사(事) 즉, 체와 용을 끌어들여 불교의 화엄종을 설

명한 대표적인 인물은 제3조 법장(法藏)과 제4조 청량징관(淸凉澄觀)이

다.49) 법장의 저서인 의해백문(義海百門)에는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44) 김병환, 「유학의 부흥과 이단의 그림자」, 『역사속의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
원, 1999), 295쪽.

45) 황갑연, 「화엄 법계관과 주희 이기론의 이동을 통해서 본 유불의 교섭」, 『한국양
명학회 논문집』, vol.28, 2011, 229쪽, 233쪽.

46) 정혜정, 「불교와의 비교를 통한 주자 체용론과 ‘만물일체’의 교육철학적 검토」,
『교육철학』, vol.36, 2008, 228쪽.

47) 모리모토 준이치로, 김수길 역, 『동양정치사상사연구』, (서울: 동녘,1985), 70, 79쪽,
이효걸, 「현세주의와 정신주의의 융화」, 『역사속의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9), 230쪽.

48)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9), 73쪽.
49) 김진근, 「정주의 체용론 연구」, 『한중철학』, vol.9, 2005,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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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성상(性相)을 두지 않으면 이법계(理法界)요, 사상(事相)에

걸림이 없어 완연하면 사법계(事法界)이다. 이사(理事)가 합해도 무애하

여,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서 둘인 것이 법계이다.”50)

법장은 여기에서 법계51)를 리와 사로 나누고, 성(性)과 상(相)의 구별

이 없으면 이법계(理法界)이고, 사물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존재하면

서도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이 사법계(事法界)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

둘의 관계를 언제나 ‘서로 막힘이 없는[無礙]’ 또는 ‘서로 같은[相卽]’ 관

계로 파악한다.52) 이와 같은 법장의 사상을 한층 심화시켜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가 바로 징관이다.

특히 징관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를 현상과 본체로 파악하여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사종법계(四種法界)를 제시한다. 본체, 또는 본질

의 세계인 이법계(理法界), 끊임없이 생멸을 반복하여 변화하는 현상의

세계인 사법계(事法界), 각 개별의 현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세계인 사

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 본체와 현상이 서로 융합하는 이사무애법계

(理事無礙法界)의 네 차원이 바로 그가 제시한 사종법계이다. 이 중에서

이사무애법계의 본체와 현상은 서로 떨어질 수 없고 걸림 없는 상호 관

계 속에 있다. 왜냐하면 본체와 현상은 서로 원인이 되고 융합되어 평등

하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

니라 상통하며,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상호 중첩관계

에 있다.53)

이러한 이사무애법계관은 체와 용이 서로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는 화

엄 체용론의 핵심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법계는 차별적인 사상을 부정하

는 절대의 궁극적 일리(一理)를 의미하고, 각 개별 현상과 사상인 사법계

50) 法藏, 『義海百門』, 「大正藏」45권, 627 下, “若性相不存, 則爲理法界. 不礙事相宛
然, 是事法界 合理事無礙, 二而無二, 無二卽二, 是爲法界”

51) ‘법계’란 존재의 영역이자, 근원을 의미한다.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
스, 2018), 41쪽.

52) 정엄, 「징관의 화엄법계설」, 『불교학연구』, vol.12, 2005, 411쪽.
53)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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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법계에 근거하여 존재하므로 궁극적 리의 현현(顯現)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사무애법계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궁극적 본체와 현상

이 일치됨을 말한다. 이는 곧 장재가 언급하고 정이천이 주장하는 리일

분수(理一分殊)에서 나타나는 체용일원(體用一源)의 논리와 일치한다.54)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화엄의 법계관 외에도 성리학에 영향을

준 불교 사상을 더 찾아볼 수 있다. 격의불교(格義佛敎)의 이분법적 논리

풍조55)를 비판한 동진(東晉) 시기의 승려 승조(僧肇)는 나가르주나[龍樹]

의 ‘공(空)’ 사상을 기반으로 ‘체에 대해 말하면 체가 곧 용이며, 용에 대

해 말하면 용이 곧 체[卽體卽用]’임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고요하게

정지한 체와 움직이는 용을 구분짓지 말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는 성리학의 ‘동정일여(動靜一如)’의 논리와도 일맥상통한다.56)

또 선종 제6조인 혜능(惠能)의 『육조단경(六祖壇經)』에 등장하는

선정(禪定)과 지혜(智惠)의 체용 관계 역시 성리학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정은 지혜의 본체이자 지혜는 선정의 본체이며, 이 둘은

각각 ‘등(燈)’과 등에서 비롯된 ‘빛’의 관계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둘

이 아니다.57) 이는 체와 용을 불상리(不相離)의 관계로 보는 성리학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물론 승조와 혜능의 ‘즉체즉용’이나 화엄 법계관

에 등장하는 ‘리사무애’가 성리학의 체용론·이기론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불교 체용론에 관한 고찰을 통해 그 기본적인 틀

이 성리학의 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성리학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불교의 사상이 성리학의 형성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

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54) 김병환, 「유학의 부흥과 이단의 그림자」, 『역사속의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
원, 1999), 278쪽.

55) 인도 불교가 중국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현학의 용어와 개념이 활용되었는데 이 때
당시 불교계에서는 유(有)와 무(無), 본체·본원과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현학
의 논리를 사용하면서 본체를 가치적으로 현상 세계보다 우위에 두었다. 승조는 이러
한 입장에 반대하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를 참된 진리의 길로 보았
다.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131-132쪽.

56) 上同, 132쪽.
57) 上同,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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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송대의 體用論

1) 胡瑗·孫復의 體用論

‘송초삼선생(宋初三先生)’ 중 한 명인 호원(胡瑗)은 성인의 도를 체

용의 정신에 비추어 설명하였다. 호원의 문인이었던 유이(劉彝)는 호원으

로부터 전수 받은 체용의 가르침을 신종(神宗)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

다.58)

신이 (호원으로부터) 듣건데 성인의 도는 ‘체’와 ‘용’과 ‘문(文)’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인의예악처럼 세

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이 곧 ‘체’이고, 『시경』, 『서경』, 『사

(史)』, 『전(傳)』, 『자(子)』, 『집(集)』등과 같이 후세에 길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문’이며, 그것들을 들어서 천하에 시행하여

백성들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황극으로 이끄는 것이 곧 ‘용’입니다.

국가에서는 역대로 선비를 등용하였는데 이들은 체용을 근본으로

삼지 않고 성률과 화려한 문장만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풍기가 문

란해졌습니다. 신의 스승은 보원(寶元, 1038-1040)과 명도(明道,

1032-1033) 기간 중에 특별히 이 잘못들을 꾸짖으셨으니 이에 ‘체’

를 밝히고 용을 드러내는 학문으로써 모든 유생들을 가르치셨습니

다.59)

유이의 글을 토대로 하였을 때, 호원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하는 당연한 원칙을 ‘체’로 보고 있

으며, 인간이 이를 기반으로 세상에서 상황에 맞게 실천하는 것을 ‘용’으

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원칙을 대대로 이어가기

58) 강진석, 「북송 유가의 체용론 연구」, 『중국연구』, vol.28, 2001, 244쪽.
59)『黃宗羲全集』卷3,『宋元學案』卷1,「安定學案」, 浙江古籍出版社, 1992年, 56쪽. “臣
師胡瑗以道德仁義敎東南諸生. 時王安石方在場屋中修進士業. 臣聞聖人之道, 有體有用有
文. 君臣父子, 仁義禮樂歷世不可變者, 其體也:『詩』,『書』,『史』,『傳』,『子』,
『集』垂法後世者, 其文世: 擧而措之天下, 能潤澤斯民歸구皇極者, 其用也. 國家累朝取
士. 不以體用爲本, 而尙聲律浮華之詞, 是以風俗僧薄. 臣師當寶元明道之間, 尤病其失，
逐以明體達用之學授諸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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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문(文)’으로 보았다. 호원은 임금과 신

하,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하는 인의예지와 같은 도덕과 예악(禮

樂)의 규범 같은 것을 체로 여겼는데, 그는 단지 체를 알거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유학자는 반드시

실생활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체를 명백하게 파

악하고 그 작용을 실현하는 ‘명체달용(明體達用)’60)의 학문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송초삼선생’ 중 또 다른 한 명인 손복(孫復) 역시 체용의 구조로 공

자의 정신을 설명하였다. 그는 『주역』은 공자의 마음을 밝힌 책이고,

『춘추』는 공자의 ‘용’을 밝힌 책이라고 하며 『주역』과 『춘추』가 체

용의 관계에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공자의 마음[心]을 밝힌 책이 『대역(大易)』이라

여겼고 공자의 용(用)을 밝힌 책이 『춘추』라고 여겼으니, 이 두

경전은 성인의 지극한 필법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큰 법칙이다.61)

송 대의『주역』해석에는 두 가지 대조되는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정

이처럼 역을 도덕·윤리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의리(義理)역이고, 다른 하

나는 소옹(邵雍)처럼 64괘효(卦爻)의 상수(象數)를 해석하여 우주의 운행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이다.62) 이 두 가지 이해 방식 중 공자가 활동하였

던 선진시대의 유가 학풍을 참작(參酌)하였을 때 손복이 이해한 『주

역』은 도덕·윤리적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가 생각한 체

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 원칙, 윤리적 규범, 보편적 원리

등을 뜻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춘추』는 이러한 원칙들을 구체

적인 현실의 삶에서 구석구석 적용시켜 포폄(褒貶)의 원칙을 운용하는

60) 『송원학안』의 첫 권에서 호원이 사대부들에게 교육의 목표로 내건 슬로건이다. 김
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137쪽.

61)『黃宗羲全集』卷3,『宋元學案』卷2,「泰山學案」, 浙江古籍出版社, 1992年, 143쪽. “先
生嘗以爲盡孔子之心者『大易』, 盡孔子之用者『春秋』, 是二大經, 聖人之極筆也, 治世
之大法也.”

62)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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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용’으로써 이해되었던 것이다.

손복의 경전 이해 방식은 하나의 체계적인 사상틀을 통하여 오경 전

체를 회통(會通)하는 경전 인식 태도로 송대 이후 나타난 성리학적 경학

이론의 특징이다.63) 이와 같은 태도는 『주역』을 오경의 전체(全體)로

보고 『춘추』를 오경의 대용(大用)으로 보는 권근의 오경 인식에도 그

대로 적용되었다.64)

‘명체달용’의 체용 정신은 호원이 홀로 천명한 사상이 아니었고 북송

시대 유학자들의 공통된 자각이었다. 그것은 망각했던 유가의 근본정신

을 되살리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구호이기도 했으며 나아가야 할 지표이

기도 했다.65) 당시 도불(道佛)사상에 중국철학의 주류자리를 내주어야

했던 북송대의 유학자들에게 있어 유가의 근본정신을 되살리는 일은 도

불에 강력히 대항하여 사그라졌던 유학의 불씨를 다시 지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2) 程頤의 體容論

정이(程頤) 이전에도 체와 용을 통해 유학 사상을 분석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 수준과 깊이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유학에서 본격적으로 체

용론을 전개한 인물은 정이천(程伊川)이라 할 수 있다.66) 정이는 ‘체용일

원, 현미무간(體用一源, 顯微無間)67)’이라는 구절로 체와 용의 성격과 관

계를 규정하였다.

지극히 드러난 것은 사(事)만한 것이 없으며, 지극히 은미한 것

63) 권정안, 「여말선초 주자학 도입기의 경전이해」, 『동양철학연구』, vol.22, 2000, 6
쪽.

64)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Ⅳ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65) 강진석, 「북송 유가의 체용론 연구」, 『중국연구』, vol.28, 2001, 245쪽.
66) 김진근, 「정주의 체용론 연구」, 『한중철학』, vol.9, 2005, 40-41쪽.
67) 정이천이 말한 ‘체용일원, 현미무간(體用一源, 顯微無間)’은 ‘본체와 그 작용은 근원이
같으며, 드러난 것과 미묘한 것 사이에는 틈이 없다’는 의미로서 당나라 때 화엄종의
승려 징관이 이미 『화엄대소(華嚴大疏)』중에서 설파한 것이라고 한다. 우노 데쓰도,
손영식 역, 『송대 성리학사』,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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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리(理)만한 것이 없다. 사와 리는 일치하고 은미함과 드러남은

하나의 근원을 이룬다.68)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지극히 은미한 理가 바로 체이고, 지극히 드러난

것 즉, 밖으로 표현된 事가 바로 용이다. 정이의 리와 사는 각각 사물의

이치와 형상을 뜻하는 것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상리(不相離)의 관

계이다. 모든 사물은 이치와 형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치는 형상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고, 형상은 이치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치와 형상의 근원은 같고 서로가 있어야 존재 가능하므

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정이는 이를 ‘체용일원’이라 하였

다. 그런데 이치는 사물 안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드러나지 않아 은미한

반면 형상은 밖으로 현현(顯現)되어 나타나므로 드러난다. 그러나 사물의

이치가 되는 체와 형상이 되는 용은 근원이 같으므로 둘 사이의 간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이는 이를 ‘현미무간(顯微無間)’이라 칭하였다.

주지하듯 이러한 정이의 체용론은 승조와 혜능의 ‘즉체즉용’의 논리와

불교 화엄종의 논리인 ‘이사무애법계’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승조의

‘즉체즉용’은 ‘체에 대해 말하면 체가 곧 용이며, 용에 대해 말하면 용이

곧 체’69)가 된다는 것으로 체와 용 사이에 어떠한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는 진제(眞諦)와 속제(俗諦)의 구분, 유(有)와 무(無)의

구분, 즉 체와 용의 구분을 부정하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

(中道)의 길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승조의 주장은 체와 용의

존재를 전혀 구분함 없이 혼융(混融)하였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체와

용을 구분한 정이의 사상과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의 사상이 정이가

‘체용일원’의 틀을 세우는데 일조(一助)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화엄종의 법계(法界)는 존재의 근원이나 진리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

으로 법계연기란 모든 사물이 상호 의존과 상호 연관 속에 있다는 뜻이

다.70) 전술하였듯 화엄종의 제4조인 징관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종법

68) 『二程集』, “至顯者莫如事, 至微者莫如理, 而事理一致, 微顯一源.”
69)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132쪽.
70) 上同, 13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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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四種法界)를 제시하여 법계를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애법계, 사사무애

법계의 네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71) 이 중 ‘이사무애법계’는 은미하

고 드러나 있지 않은 본체계인 ‘이법계’와 드러난 사물 혹은 사태로서의

현상계인 ‘사법계’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없다72)는 것이다. 이법계는 차별

적인 사상을 부정하는 절대의 궁극적 일리(一理)를 의미하고 이사무애법

계는 앞서 밝힌 것과 같이 궁극적 본체와 사상(事象)이 일치됨을 말한다.

이는 곧 정이천이 말하는 리일분수(理一分殊)·체용일원(體用一源)의 주장

과 일치한다.73)

정이의 ‘리일분수’는 그의 체용론적 사유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상체계

이다. ‘리일(理一)’은 모든 사물에 각각의 이치가 있지만 그 이치들이 결

국 하나의 이치로 귀결된다는 뜻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만 가지 이치

가 하나의 이치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도 된다. ‘분수(分殊)’는 모든 사물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만 가지의 변화가 있다는 뜻이다. 즉

‘리일분수’는 하나의 궁극적인 이치인 태극(太極)과 만물의 관계를 체용

의 구조로 이해하는 사상이다. 세계의 각종 현상은 모두 하나의 원리와

근원에서 나온 것이므로 체와 용은 불리(不離)의 관계에 있다. 또한 형상

은 원리에 근거하여 형성되고, 원리는 형상을 통해 드러나므로 형상과

원리, 즉 체와 용은 불리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이천이 언급한 ‘체용일원, 현미무간(體用一

源, 顯微無間)’의 의미이다. 이는 현상의 개물을 떠난 리는 없고 본체의

리를 떠난 개물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본체로서의 리와

현상으로서의 개체가 일치한다는 것이 정이 리학(理學) 사상의 요체라

할 수 있다.74)

그는 비록 불교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와 같이 언급하였지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러한 것[然]’과 ‘그렇게 되는 까닭[所以然]’

71) 김진근, 「정주의 체용론 연구」, 『한중철학』, vol.9, 2005, 43쪽.
72) 정도전, 김병환 역, 『불씨잡변』, (서울: 아카넷, 2013), 90쪽.
73) 김병환, 「유학의 부흥과 이단의 그림자」, 『역사속의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
원, 1999), 278쪽.

74) 김병환, 「유학의 부흥과 이단의 그림자」, 『역사속의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
원, 1999),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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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누며여 인간의 ‘쇄소응대(洒掃應對)75)’하는 행위에 대해 ‘그렇게 되

는 까닭’을 생각했다.76) 인간의 쇄소응대하는 행위 그 자체는 ‘현상’, 바

로 ‘용’에 해당하고, 인간이 쇄소응대하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까

닭’인 ‘체’에 해당한다. 결국 정이천이 제시한 ‘체용일원, 현미무간’이란,

자연의 법칙을, 그리고 특히 인간존재의 법칙, 윤리의 법칙을 인간이 일

상생활에서 확립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77)

이러한 특징은 결국 호원이 성리학을 ‘명체달용’의 학문이라 주장하던

때부터 성리학 일반이 체용론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와 연결되어

있다. 그 강조하는 바는 성리학의 궁극적 목표인 ‘안으로 도덕성을 갖추

고, 밖으로 실천하는 지식인의 양성’이며, 이것이 바로 체를 기반으로 작

용을 실현하여 ‘내성외왕(內聖外王)·수기치인(修己治人)’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체용론은 주자(朱子)에게로 계승되어 성리

학 전반의 뼈대를 이루게 되었다.

3. 朱子의 體用論

대부분의 중국 철학자들은 자신의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 중심이 되는

한 가지 의미의 체용 범주를 설정한 반면, 주자는 다양한 의미의 체용

범주를 제시78)하였다. 이는 그의 사상이 종합적이고 집대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서 비롯된다.79) 주자의 체용론은 그동안의 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기에 그의 사상에서는 다양한 의미의 체용이 복

합적으로 쓰인다. 그 중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5) ‘쇄소응대(洒掃應對)’는 소학(小學)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예절 중 하나로서 ‘물을 뿌
리고 비질을 하며 웃어른의 부름에 응답하는 일’을 뜻한다. 정이천은 인간행위에 대한
체용론을 설명할 때 기본 예절인 쇄소응대를 들어 설명하였다.

76) 구스모토 마사쓰구,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2005),
145쪽.

77) 上同, 149쪽.
78) 강진석은 주자가 제시한 체용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실체와 그 작
용, ②도덕 원칙과 구체적 운용, ③근본과 말엽, ④본체와 형상, ⑤잠재와 현현, 강진
석, 「주자 체용범주의 제반 의미」, 『인문학연구』, vol.6, 2001, 111쪽.

79) 上同,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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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일[事]은 없더라도 이미 도리는 있다. 예를 들어 임금과 신

하가 있기 전이라도 이미 임금과 신하의 도리가 있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있기 전이라도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도리가 있다. 원래 이

러한 도리가 없었는데,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이 생긴 다음에

야 그러한 도리를 그들에게 우겨 넣었겠는가?80)

위의 구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리는 체이고, 인간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事]은 용이다. 이 때 쓰인 체용의 범주는 잠재와 현현(顯現),

도덕 원칙과 구체적 운용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임금

과 신하 사이의 도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잠재해 있음과 동시에 인간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도덕 원칙이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 행해지는 행위, 일어나는 사건 등은 바깥으

로 드러나는 현현임과 동시에 도덕 원칙의 구체적 운용이 된다. 따라서

주자의 체용론은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유의 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주자는 방법론적으로 정이의 체용론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신의

성리학 이론을 전개하였다. 특히 정이가 제기한 ‘체용일원·현미무간’의

논리를 도입하여 체와 용이 비록 이치와 현상으로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논리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는 주자의 다음

과 같은 글귀에서 잘 알 수 있다.

체와 용은 한 근원을 가진다. 체는 비록 흔적이 없으나 그 속에

이미 용이 간직되어 있다. 드러남과 은미함은 간극이 없다. 드러남

중에는 은미함이 구비되어 있다. 천지가 생기기 전에 만물이 이미

구비되어 있었으니, 이것이 곧 “체 안에 용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

이다. 천지가 세워지고 나서도 그 이치가 천지 안에 거하니, 이것

이 곧 “드러남 속에 은미함이 깃들여 있다”는 것이다.81)

80) 朱熹, 『朱子語類』卷95, “未有這事, 先有這理, 如未有君臣, 已先有君臣之理; 未有父
子, 已先有父子之理. 不成元無此理, 直待有君臣父子, 却旋將這道理入在裏面”

81) 朱熹, 『朱子語類』卷67, “體用一源, 體雖無迹, 中已有用. 顯微無間者, 顯中便具微, 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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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는 이와 같이 ‘본체와 작용은 하나이고, 그 드러남과 은미함에는

차이가 없다[體用一源, 顯微無間]’고 한 정이천의 주장을 계승하면서 체

와 용의 관계를 통해 천지 만물의 생성 이치·도리와 천지 만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천지가 생기기 전에 만물이 이미 구비되어

있듯이 모든 일의 도리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개념적으로 먼저 존재한다[先在]는 것이지

도리·이치가 물리적으로 일에 앞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에는 그가 주돈이의 저작 중 가장 으뜸이 될 만하다고 칭송

한 「태극도(太極圖)」와 『태극도설(太極圖說)』이 있다.82) 그가 천지만

물의 도리·이치가 이미 구비되어 있음과 관련하여 태극을 언급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텅 비고 아득하여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이치가 다 갖추

어진 것’은 ‘무극이면서 태극’을 가리킨다. ‘아직 응하지 않은 것’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때이다. ‘이미 응한 것’은 느끼어 이미 통

한 때이다. 이미 응한 이치는 아직 응하기 전에 모두 갖추어져 있

으므로,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먼저가 아니며 이미 응한 것이

라고 해서 나중도 아니다. 대개 본체 가운데 작용이 있으므로 앞뒤

로 나눌 수 없다.83)

만물이 아직 생성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한 태극은 모든 존재의 근본

이자 생성의 원리이며, 도리이고 이치이다. 이 도리·이치는 초월적이기에

무극(無極)이고, 모든 현상과 존재에 내재되어 있기에 태극이다. 따라서

본체인 태극은 아직 응하지 않아 일[事]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존재하고, 응하여 일이 생겼을 때에도 그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구

地未有, 萬物已具, 此是體中有用. 天地旣立, 此理亦存, 此是顯中有微.”
82) 함현찬, 『주돈이: 성리학의 비조』, (서울: 성균관대학교, 2007), 59쪽.
83) 朱熹·呂祖謙, 『近思錄』, “‘沖漠未形而萬理畢具’, 卽所謂‘無極而太極’也. ‘未應’者, 寂然
不動時也. ‘已應’者, 感而遂通之時也. 已應之理, 悉具於未應之時, 故未應非先, 已應非後.
蓋卽體而用在其中, 不可以先後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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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통해서도 주자가 본체와 작용이 함께 있으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없

다는 ‘체용일원 현미무간’의 논리를 옹호했음을 엿볼 수 있다.

태극 개념은 성리학적 사유체계에서 핵심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철학 용어이고 성리학의 우주론을 설명하기 위한 중심 개념이다. 유가

철학적 담론에서 일반적으로 태극은 존재의 시원, 근본을 의미하고 좀

더 이론적으로 풀이해서 존재의 원리, 우주의 궁극적 원리 등으로 해석

된다.84) 즉 체용관계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체의 자리에 위치

한 것이 태극이다.

주돈이는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에서 유가 문헌으로서는

최초로 언급된 태극 개념을 자신의 사상의 주요개념으로 사용하여 우주

창생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그는 무극/태극→음양(陰陽)→오행(五行)→만

물(萬物)의 과정을 통해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본체가 태극임을 분명히

하였다. 비록 무극(無極)과 태극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

하여 후대에 이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었으나 그의 태극사상이 성리학

의 기본틀을 형성하는데 근본이 되었음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주자는 「태극도」와 『태극도설』을 성리학의 궁극적인 원리에

대한 해설로 여겨 이를 여조겸(呂祖謙)과 함께 네 선생85)의 글을 발췌하

여 엮은 책, 『근사록(近思錄)』의 서두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후에 주자

를 따르는 성리학자들은 모두 이를 궁극적 존재에 관한 설명으로 받아들

였다.86) 주자는 「태극도설」에 주를 붙여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

를 지었는데 여기에 그의 태극에 대한 이해가 잘 담겨있다.

하늘이 하는 일[上天之載]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진실

로 조화의 지도리[樞杻]이고 온갖 사물의 뿌리가 된다. 그렇기 때

문에 ‘무극이면서 태극’이라고 말하였으니, 태극의 밖에 다시 무극

이 있는 것이 아니다.……대개 태극이라는 것은 본연의 오묘함이

며, 동정이라는 것은 타는 기틀이다. 태극은 형이상의 도이고 음양

은 형이하의 그릇이다.……음양은 위치를 달리하고 동정은 때를 달

84) 김병환, 「신유학의 태극 개념 연구」, 『동양철학』, Vol.18, 2002, 244쪽.
85) 주돈이, 정이, 정호, 장재를 가리킨다.
86) 주희․여조겸, 엽채 집해, 이광호 역, 『근사록집해』, (서울: 아카넷, 2004),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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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지만 모두 태극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정밀한 것과 거친 것, 근

본과 말단은 저것과 이것의 구별이 없다. 태극이라는 것에 이르러

서는 또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나 냄새도 없다.87)

태극은 개별적인 것 각각의 궁극이자 모든 것들의 궁극88)이며 주자는

이러한 태극을 리와 동일시하였다. 그는 태극과 만물에 내재된 리의 관

계를 만물통체일태극(萬物統體一太極)과 만물각구일태극(萬物各具一太

極)의 두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물 존재가 하나의

근원으로서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만물의 본원이 바로 태극이다.

그리고 이 태극은 각 사물 존재에 내재한다. 사사물물 각각이 모두 하나

의 완전한 본체로서의 태극을 구유하고 있다는 것이 각구태극의 의미이

다. 통체태극은 모든 만상 우주 전체를 통섭하는 궁극적 일자로서의 태

극을 가리킨다. 즉 만리(萬理)의 총괄자로서의 일리(一理)를 의미한다.89)

이러한 주자의 사상은 정이의 ‘리일분수’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주자의 심성론 측면에서도 체용론적 구조를 엿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구태극은 만사만물에서 개별적인 체가 되어 각각이 행하

는 모든 작용을 관장한다. 이렇게 태극이 개별 사물에 부여됨과 같이 인

간의 마음 속에 부여되었을 때 이를 성(性)이라 한다. 주자는 이러한 마

음[心]과 인성[性]의 특징·관계를 설명하는 심성론을 전개하였다. 인간은

태극이 마음 속에 부여됨으로써 얻게 된 성을 체로 삼고, 이것이 발하여

정(情)이 되는 것을 용으로 삼는다. 주자는 이를 ‘성체정용(性體情用)’이

라 하였고, 이 때 성정은 심이 주재하고 포괄[心統性情]한다.

사실 초기에, 의식의 절연은 아니지만 대상에 대한 사려가 없는 마음

의 상태인 미발(未發) 상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주자90)는 이 상태

87) 朱熹, 『太極圖說解』“‘上天之載, 無聲無息’, 而實造化之樞杻, 品彙之根柢也. 故曰‘無極
而太極’, 非太極之外, 復有無極也.……蓋太極者, 本然之妙也, 動靜者, 所乘之機也. 太極,
形而上之道也, 陰陽, 形而下之器也.……陰陽異位, 動靜異時, 而皆不能離乎太極, 精粗本
末, 無彼此也. 至於所以太極者, 又無聲臭之可言也.”

88) 진영첩, 표정훈 역, 『진영첩의 주자강의』, (서울: 푸른 역사, 2001), 178쪽.
89) 김병환, 「신유학의 태극 개념 연구」, 『동양철학』, Vol.18, 2002, 256-257쪽.
90)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323쪽.



- 35 -

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직 본성만을 진정으로 고요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미발로 간주하며 중화구설(中和舊說)의 입장을 확립하였

는데 이 때 그는 근원으로서의 성을 미발 상태로, 작용으로서의 마음을

이발(已發) 상태로 규정하는 ‘성체심용(性體心用)’을 주장하였다.91) 그러

나 이후 주자는 중화(中和)에 대한 기존 입장을 수정하여 마음의 미발

상태를 인정하게 되면서 중화신설(中和新說)의 입장을 구축하게 되고 현

재까지 주자 사상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심통성정’과 ‘성체정용’을 주장

하게 된다. 이로써 주자는 이발의 공부에만 집중하였던 기존 입장에서

확장하여 마음의 미발 공부를 함께 강조하게 되고 성리학의 궁극적 목적

인 도덕적 본성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수양방법인 주경함양(主敬涵養)의

수양법을 확립하게 된다.

주자에게 있어 체용은 하늘의 본을 받아 삶을 살아가려는 천인(天人)

의 관계에도 적용되고, 학문을 근본으로 삼아 정치에 적용하는 경학과

경세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인간뿐 아니라 모든 사물은 그들만의

체와 용을 갖추고 있다. 체용론은 모든 만물의 소이연(所以然)과 소당연

(所當然)을 이해하는 초석이 되고, 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을 알 수 있게

하며,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하는 근거와 당위를 설명해준다. 이것

은 결국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양 이후에 위정자(爲政者)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써야 함을 일깨워주어 한 인간으로서 내성외왕(內聖外

王)·수기치인(修己治人)의 과업달성이라는 사명감을 심어준다.

체용론은 이렇듯 우주론, 수양론, 그리고 경세론에 이르기까지 주자의

성리학 사상 전반에 녹아들어 있으며 이는 주자의 사상을 충실히 따른

권근의 사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다음 장에서는 권근의 대표적 저서

인 『입학도설』과 『오경천견록』에 드러난 체용론적 구조를 분석해보

고자 한다.

91)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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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권근 『入學圖說』의 體用論 연구

1. 天人心性의 體用論 연구

천인합일은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이념으로 인간이 도달해야 할 궁극

적인 목표이다. 천지의 조화와 만물 창생 등 세상의 근본원리와 법칙에

대해 설명하는 우주론, 성(誠)과 경(敬)으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

아야 함을 강조하는 수양론, 통치자의 민본과 위민의 복무자세를 중시하

는 경세론 등이 모두 천인합일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권근은 성리학 일

반에서 강조하는 천인합일에 ‘심성’을 추가하여 인간이 구체적으로 천과

합일을 이루기 위해 심과 성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권근의

이러한 심성론 위주의 성리학 연구는 우주의 이치나 생성원리보다 인간

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인간이 마땅

히 지켜야할 것들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해준다. 이와 같은 특징은 『입

학도설』 전편을 아우르며 드러난다. 『입학도설』의 제일 첫 머리를 장

식하고 있는 「천인심성합일지도」와 「천인심성분석지도」는 1장부터 5

장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천인합일과 인간 심성에 대해 간략하지만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1) 天과 人의 의미와 관계

권근은 「천인심성합일지도」와 「천인심성분석지도」가 주돈이의

『태극도설』과 주자의 『중용장구』에 의거하여 지어진 것임을 밝혔다.

「천인심성합일지도」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朱子가 이르기를, ‘하늘은 陰陽․五行으로 만물을 化生시키고, 氣로

써 형체를 이루니 理가 또한 거기에 주어진다.’ 라고 하였다.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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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이 그림을 그렸다. 위 그림은 삼가92) 周子의 「太極圖」와

朱子의 「中庸章句」의 설에 의거해서 인간의 心性上에 理氣․善惡의

차이를 분명히 밝혀서 학생들에게 보인 것이다.93)

주돈이는 『태극도설』에서 태극이 만물의 근원임을 밝혔으며, 주자

는 이에 기초하여 리기이원(理氣二元)의 입장을 확립하여 성선의 근거로

서의 리와 만물의 다양성의 근거로서의 기를 설정했다.94) 권근 역시 이

와 같은 입장을 기반으로 모든 만물의 형상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하나

의 태극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다. 태극이 곧 리이며, 만물은 이 리를

천으로부터 부여받아 각 개물에는 하나의 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태극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전체라는 관계로 만물의 생성·변화를 주관하는 형이

상학적 근원으로 간주된다.95)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권근 『입학도설』의 기반이 된 주돈

이의 ‘태극’개념은 지금까지도 이를 해석하는데 논란이 있다. 그가 ‘태극’

개념을 중심으로 우주창생에 대해 설명할 때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

만을 언급하고 무극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에 이에 대한 후대 학자들의 논란이 지속되었고 남송대의 주자와 육상산

(陸象山)의 논쟁 이후 지금까지도 학자들 간에는 태극과 무극개념의 해

석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태극도설』의 첫 구

절을 “자무극이위태극(自無極而爲太極)”으로 보아 ‘태극[有]이 무극[無]에

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태극과 무극을 동일한 존재의

양면’이라고 보는 “무극이태극”의 입장이다.

92) 본래 원문에 “右圖謹”이라 쓰여져 “우측 그림은 삼가”라고 해석해야 합당하다. 그러
나 이는 우측에서 시작하여 세로쓰기를 하던 과거의 상황을 참작하였을 때 오늘날의
방식으로 윤색하여 “위 그림은 삼가”로 해석하였다. 이 부분은 권근, 권덕주 역, 『입
학도설』, (서울: 을유문화사, 1974), 27쪽을 참고하였다.

93) 權近, 『入學圖說』「天人心性合一之圖」, “朱子曰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今本之件此圖. 右圖謹 依周子太極圖及朱子中庸章句之說 就人心性上以明理
氣善惡之殊以示學者.”

94) 장숙필,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영향」, 『도설로 보는 한국유학』, (서울: 예문
서원, 2000), 26-27쪽.

95) 유인희, 「권양촌의 성리학 사상」, 『권양촌사상의 연구』, (서울: 교문사, 1989),
227-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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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산은 전자의 입장에서 무극과 태극을 별개의 다른 것으로 상정하

고 ‘무(無)’를 뜻하는 무극이 노자철학의 용어임을 지적하였다. 그는 태극

이 이미 우주의 본원이므로 무극과 같은 연원이 불필요함을 강조하며

『태극도설』을 도가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주돈이 초기 시절의 미숙한

작품으로 간주하였다. 반면에 주자는 무극이 없으면 태극이 일물(一物)과

같은 것이 되어 만물변화의 근본이 되기에 부족하고, 태극이 없이 무극

만을 말하면 공적(空寂)에 떨어져 만물의 근본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극과 태극은 동일한 존재라 하였다.96) 두 견해가 치열하게 대

립하였지만 『태극도설』의 첫 구절이 “자무극이위태극”이라는 주장은

재고(再考)의 여지가 있다.

당시 홍매(洪邁)가 “자무극이위태극”을 첫 구절로 『송사』「주돈이

전」을 기록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주자와 논쟁했던 육상산 등 일군의 학

자들은 이 구절을 증명할 수 있는 판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97) 그리고

홍매가 고위직을 지내는 등 당시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의 인품이나 도덕성에 대해서는 비판적 기록이 남아있다. 이에 더하여

그가 당시 주자와 정치적으로 대립하였던 상황을 보았을 때98) “自”자와

“爲”자가 포함된 『송사(宋史)』의 기록은 비판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주자는 태극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태극을 리(理)로

보고 있음을 밝힌다.

태극은 형상이 없으며 단지 리이다.99)

태극은 단지 하나의 리라는 글자이다.100)

96) 김병환, 「신유학의 태극 개념 연구」, 『동양철학』, vol.18, 2002, 248쪽.
97) 김병환, 「“자무극이위태극”인가, “무극이태극”인가」, 『퇴계학논집』, vol.93, 1997,
133쪽.

98)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휴먼북스, 2018), 194쪽. 
99) 朱熹, 『朱子語類』卷94, “太極無形象 只是理.”
100) 朱熹, 『朱子語類』卷1, “太極只是一個理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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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태극은 천지 만물 본연의 리이다.101)

또한 무극에 대해서도 이는 태극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극이

무형의 이치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102) 권근 역시 태극과 리

에 관한 주자의 사상을 이어 받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극은 태극 속의 리를 가리키는 것이며 태극 위에 달리 또 무극이

있는 것은 아니다.103)

그러므로 무극은 즉 이 그림 중 천자(天字)의 일권(一圈)이 그것[무

극]이다.104)

비록 그는 무극을 『입학도설』의 첫 번째 圖인「천인심성합일지도」

에 따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천인심성분석지도」 ‘天’字圖의 해

설에서 위의 구절과 같이 무극을 설명함으로써 주자 “무극이태극”의 계

보를 이었다.

권근은 태극, 즉 天을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따라야할 법칙으로 간주

하여 「천인심성합일지도」의 제일 상위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그는

「천인심성분석지도」에서 천을 파자(破字)하여 ‘一’과 ‘大’로 나누었고,

각각의 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였다. 그렇다고 천이 각기 다른 둘로

분리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를 분리한 것은 모든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근원이자 근본인 천이 갖는 속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함이다.

『입학도설』이 본래 초학자들을 위한 입문서임을 고려하였을 때 제자들

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깊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

이다. 천에 대한 간결하고도 깊이 있는 해석이 담겨 있는 「천인심성분

101) 朱熹, 『朱子文集』卷36 「答陸子靜」, “所謂太極乃天地萬物本然之理.”
102) 김병환, 「“자무극이위태극”인가, “무극이태극”인가」, 『퇴계학논집』, vol.93, 1997.
260쪽.

103)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無極字指言太極居中之理, 非太極之上別
有.”

104)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所謂無極也則此圖之中 天字一圈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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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도」의 ‘天’字圖는 다음과 같다.

105)

圖 1. 『입학도설』 「천인심성분석지도」-‘天’字圖

위의 圖에서 보듯이 권근은 좌측에 ‘대(大)’를, 우측에 ‘일(一)’을 표기

하고 그 아래에 각각의 글자가 내포한 의미를 설명한다. ‘일’은 “이치[理]

로 말하면 상대가 없고, 작용[行]으로 말하면 쉼이 없다”는 것이고, ‘대’

는 “본체로 말하면 끝[外邊]이 없고, 변화로 말하면 무궁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으로 볼 때 권근이 ‘일’과 ‘대’를 각각 체용의 관계로 풀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은 우선 체의 관점에서 상대, 즉 대적할 바가

없으니 절대적이고[一], 끝이 없으니 무한하다[大]. 그리고 용의 관점에서

쉼이 없으니 늘 한결같이 만사에 적용되고[一], 변화가 무궁하니 만물의

끊임없는 조화·변화[大]를 나타낸다. 이는 천이 만사(萬事), 만변(萬變)의

절대적인 근본이자 무궁한 작용의 근원임을 체용의 관점에서 말하고자한

105) 이상곤, 「『입학도설』 전집 도상 복원과 디지털화」,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vol.12, 2011, 157쪽.



- 41 -

것이다.

권근의 천(天) 담론은 천이 모든 변화의 원천이고, 만물의 근원임을

밝히는 형이상학적 입장을 보여준다.106) 그러나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천의 형이상학적 특징보다 천지만물과 천의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상리(不相離)의 측면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천지만물은 모두 본체인

천을 근원에 두어 생겨나고 변화하므로 둘 사이에 존재하는 불상리의 특

징은 만물에 대한 천의 소이연적 역할을 설명해준다.

天이 天되는 것은 막연하여 비록 소리나 냄새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화의 중심이 되고 萬物의 根底가 되는 所以가 어찌 그 자체

로 그러한 바가 없겠는가? 渾然한 하나의 理가 끊임없이 유행하니, 理

氣五行과 四時百物이 모두 여기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107)

저 天地의 조화는 낳고 낳음이 無窮한 것이니 가버린 자는 쉬고 오

는 자가 이어지면서 사람과 짐승, 풀과 나무 등 천만 가지 형상의 각

性과 命이 바른 것은 모두가 하나의 태극 가운데서부터 흘러나온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각각 하나의 理를 갖추고 있고 萬가지

理致가 똑같이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왔으니 한 포기의 풀, 한 그루의

나무까지도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으므로 천하에 性이 없는 사

물은 없다.108)

이처럼 만물은 천지의 조화에 의해 생성되는데, 원리적으로 이는 하

나의 태극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되어 나온 것이 된다. 또 이때의 태극은

바로 리이며, 모든 현상과 사물은 리를 천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태극은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은 각기 하나의 리 또는 태

106) 정대환, 「권근 성리학의 구조와 특성」, 『중국철학』, vol.3, 1992, 256쪽.
107)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天之爲天渾然, 雖無聲臭之可言, 然其所
以爲造化之樞紐萬物之根者, 豈無所自而然者乎? 渾然一理流行不息, 二氣五行四時百物莫
不於是而出焉.”

108)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合一之圖」, “夫天地之化, 生生不窮, 往者息而來者繼,
人獸草木千形萬狀, 各正性命者 皆自一太極中流出, 故萬物各具一理, 萬理同出一源, 一草
一木, 各一太極, 而天不無性外之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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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지니게 된다.109) 이와 같은 설명은 이미 언급하였던 정주(程朱)의

리일분수설에 대응시킬 수 있다. 근본 이치는 하나이고 이것이 다양한

개체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리일분수이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사물에는

각각의 이치가 있고, 각각의 리치들이 하나의 이치로 귀결된다는 것이며

이때 리일은 궁극적 원리인 통체태극(統體太極)에, 분수는 개체 존재의

원리인 각구태극(各具太極)에 해당한다.110) 즉 모든 만물은 태극으로부터

리를 부여받음으로써 생겨나고 이는 각각이 지니고 있는 성(性)이며, 이

것이 바로 천의 소이연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인간과 사물 모두가

각각 리를 내재하고 있음에는 다름이 없다. 그러나 부여된 기의 청(淸)․

탁(濁)․편(偏)․색(塞)에 따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인간

과 사물간의 차이가 생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천인심성합일지

도」에 잘 나타나 있다.

109) 정대환, 「권근 성리학의 구조와 특성」, 『중국철학』, vol.3, 1992, 257쪽.
110) 통체태극(統體太極)은 최고의 궁극적 원리로서 모든 개별적 이치를 통섭·통괄하는
것으로 서양철학의 시각으로 보면 궁극적 원리의 초월성에 비유된다. 반면에 각구태
극(各具太極)은 개별 존재의 존재원리가 되는 것으로 궁극적 원리의 내재성 즉 현상
계 내에 우주의 이법이 현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김병환, 「신유
학의 태극 개념 연구」, 『동양철학』, vol.18, 2002, 257-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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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圖 2. 『입학도설』 「천인심성합일지도」

이 圖는 마치 인간의 체형을 도형화한 것으로 보인다. 맨 위의 동그란

부분은 인간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며, 가운데 네모난 부분은 인간의 가

슴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근은 이 네모 안에 ‘心’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심은 중앙에 인의예지를 담고 있는데 이는 우주 생성과 변화의 이치인

111) 이상곤, 「『입학도설』 전집 도상 복원과 디지털화」,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vol.12, 2011, 156쪽.



- 44 -

원형이정(元亨利貞)을 그대로 부여받은 것을 표현한 것이다. 즉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태극으로부터 받은 리를 마음 안에 성(性)으로서 간직하

고 있는 소이연의 측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권근은 심 아래 인간의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과 악 두

갈래 길로 구분하여 마음 안에 간직한 성을 어떻게 작용시키는가에 따라

인간과 인간 간에, 그리고 인간과 사물 간에 차이가 생겨남을 설명하였

다. 좌측의 검은 색 부분은 심의 악한 기운이 작용하는 부분이며, 우측의

흰 색 부분은 심의 선한 기운이 작용한 부분이다. 좌측에 위치한 중인

(衆人)으로부터 우측의 성인(聖人)이 되기까지는 경(敬)의 수양방법이 필

요한데 권근은 이를 하단부 정중앙에 표기하였다.112) 권근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인간과 사물이 生하는데 있어서 그 理는 곧 같으나 氣에 통

하고, 막히고, 치우치고, 바른 차이가 있어서 그 바르고 통한 기를 얻으

면 사람이 되고 그 치우치고 막힌 기를 얻으면 사물이 된다. 이 그림에

서 볼 때 誠字圈이 가장 精함과 通함을 얻어서 聖人이 되고, 敬字圈이

正과 通함을 얻어 衆人이 되었으며, 欲字圈은 偏과 塞을 얻어 사물이

되었다. 그 밑에 禽獸처럼 옆으로 된 것은 한층 더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어서 草木이 된 것이다.113)

이 圖를 통해 권근은 모든 만물이 리를 부여받지만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였다. 가장 뛰어나고 우수하여 잘 통하는

기를 얻은 이는 성인이, 그 다음으로 바르고 통하는 기를 얻은 이는 중

인이 된다. 치우치고 막힌 기를 얻은 것은 사물이 되고, 그보다 더 치우

치고 막힌 기를 얻은 것이 금수와 초목이 된다. 권근은 만물 차이의 근

원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자족(自足)하지 않고 수양

112) 전재성, 「권근의 성리론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vol.34, 2006, 292-293쪽.
113) 權近, 『入學圖說』「天人心性合一之圖」, “然人物之性 其理則同 而氣有通塞偏正之
異 得其正且通者爲人 得其偏且塞者爲物 卽此圖而觀 則誠字一圈 得最精最通而爲聖人
敬字一圈 得正且通者而爲衆人 欲字一圈 得偏且塞者而爲物 其下禽獸橫者 得其尤偏塞而
爲草木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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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성인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천명하였

다.

「천인심성합일지도」와 「천인심성분석지도」를 보면 권근이 천의

소이연적 측면과 함께 소당연(所當然)적 측면을 강조하여 『입학도설』

을 저술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천인심성합일지도」나 「천인심

성분석지도」의 결국 우주만물의 창생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심성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앞서 보았던 「천인심성분석지도」의 ‘천’자

도에서 권근은 천을 단지 만화지본(萬化之本), 만수지원(萬殊之源)으로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천이 합치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한

다. 즉 천이 인간과 합치되어 천인합일이 될 수 있는 길은 천이 갖는 변

함없는 법칙과 만물의 존재 근거를 수행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부합되어

야 하는 것이다. 이 천인합일의 경지는 바로 ‘성인’의 경지이며, 이러한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심성의 수양이 요구되는데, 그 수

양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곧 ‘경(敬)’이다.114)

권근은 인간을 인(仁)한 존재로 규정하였다. 그는 존재를 구분함에 있

어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였고, 인간을 다른 존재들과 구분

되는 뛰어난 존재로 보고자 하였다. 그에게 있어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

로서 다른 존재들에 비해 존재적으로 그리고 가치적으로 뛰어난 존재이

다.115) 다음 구절을 보면 그의 인간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

인간이란 仁한 것이다. 仁은 천지의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이치이니,

인간이 이것을 얻어서 생겨남에 마음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만

물의 영장이 되고, 仁은 뭇 善의 으뜸이 되니, 합하여 말하면 道이

다.116)

仁은 인간을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가치적 본성이고, 인간을 만물

114) 전재성, 「권근의 성리론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vol.34, 2006, 298-299쪽.
115) 조진희, 「권근의 천인심성론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17
쪽.

116)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人者仁也. 仁則天地所以生物之理, 而人
得以生而爲心者也. 故人爲萬物之靈, 仁爲衆善之長, 合而言之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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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장으로 존재하게 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이것이 곧 인간이 걸어가

야 할 길[道]이 된다. “합하여 말하면 道이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그

의 본성인 仁에 따라 존재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

용』의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이른다[率性之謂道]”고 하는 구절과 맥

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117)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그

에게 주어진 당연지칙(當然之則)만을 따르려 하지는 않는다. 인간을 인

(仁)한 존재이게 하는 원리인 리(理)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에 대한 설

명은 다음 「천인심성분석지도」의 ‘人’字圖에 간명히 나타난다.

118)

圖 3. 『입학도설』 「천인심성분석지도」-‘人’字圖

위의 ‘인(人)’자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자신을 인(仁)한 존재이게

하는 리를 천으로부터 부여받지만 이에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선과 악으

로 갈라지게 된다. 권근은 이와 관련하여 「천인심성합일지도」에서 세

가지 인간형을 제시하였다. 그 중 첫 번째는 ‘진실무망(眞實无妄) 순역불

이(純亦不已)’하여 이미 천인합일을 이룬 존재인 성인(聖人)119)이다. 그러

117) 조진희, 「권근의 천인심성론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18
쪽.

118) 이상곤, 「『입학도설』 전집 도상 복원과 디지털화」,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vol.12, 2011,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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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인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인간형이라 할 수 있으며, 권근도

성인을 사람이 천인합일을 이루어 도달해야 할 최종적 단계로 생각하였

고 천인합일 실현의 주체로 상정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아직 천인합일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존양성찰(存養省察)의 덕목을 실천하며 수양을 게

을리 하지 않으면 ‘참천지(參天地) 찬화육(贊化育)’의 단계에 이르러 천인

합일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인 군자이다. 즉 천인합일의 실현 주체는 바

로 군자가 된다. 마지막은 중인으로 권근은 이를 자포자기라고 규정하여

금수와 거리가 멀지 않아 천인합일을 이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간형으

로 보았다.120)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사물과 차별된 인간은 품부받은 리를 보존하고

타고난 인한 본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천과 인간은

서로 소통하고 감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

양하면 천과 동일해지는 천인합일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권근은 천

과 인의 관계규명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였던 것이

고, 누구든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도덕적 수양에

참여하도록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즉 천과 인의 존재와 이 둘의 관계는

권근이 『입학도설』에서 서술한 개인의 도덕적 수양방법과 그 필요성에

서부터 치세(治世)에 요구되는 지도자의 도덕성과 그 방법까지 넓은 범

위를 모두 포괄하는 근본적 도덕의 기초가 된다.

2) 心과 性의 의미와 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권근은 우주론보다 인간 심성론에 더 초점을 맞추

어 『입학도설』을 저술하였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리로 인해

본래 仁한 존재이지만 선과 악이 혼재해 있어 언제든 악으로 흐를 수 있

기 때문에 경(敬)을 통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 때 인간을 仁한 존재

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심 안에 있는 성(性)이다. 성은 천의 명령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마음 속에 구비된 하늘의 이치이다. 권근은 「천인심성

119)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合一之圖」, “聖人與天同大 參天地 贊化育.”
120) 강문식,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서울: 일지사, 2008), 236-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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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일지도」에서 性위에 命을 기재함으로써 천명이 성의 근원[理之源]임

을 밝힌다.121) 그는 타 사상에서 설명하는 性 해석의 부족한 점을 지적

하며 性을 ‘심(心)’과 ‘생(生)’으로 파자하여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강

조한다. 이에 대한 설명이 담긴 「천인심성분석지도」의 ‘性’字圖는 다음

과 같다.

122)

圖 4. 『입학도설』 「천인심성분석지도」-‘性’字圖

性이란 하늘이 명하고 사람이 받은 것으로서, 그 생겨나는 이치가 내

마음 속에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글자는 ‘心’과 ‘生’으로 되어있

다. 사람과 만물은 그 이치인 즉 같지만, 타고나는 기질에 같지 않은

것이 있다. 告子가 이르기를 “나는 것을 性이라고 한다[生之爲性]”라 하

였고, 韓退之는 이르기를 “사람이 태어날 때 함께 나는 것이다[與生俱

生]”라 하였고, 釋씨는 “작용하는 것이 性이다[作用是性]”라고 하였으

니, 모두가 氣를 가지고 말했을 뿐이요, 理는 빠뜨리고 있다. 『中庸』

에 이르기를 “하늘이 명한 것을 性이라고 한다[天命之謂性]”고 하였고,

『孟子』에서는 “그 心을 다하는 자는 그 性을 알고, 그 性을 알면 天

을 안다”고 하였다.123)

121) 「天人心性合一之圖」는 본 논문 43쪽 참조.
122) 이상곤, 「『입학도설』 전집 도상 복원과 디지털화」,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vol.12, 2011, 158쪽.

123)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性者天所命而人所受, 其生之理具於吾心
者也. 故其爲字, 從心從生. 人與萬物, 具理則同, 而氣質之稟有不同者焉. 告子曰生之謂
性, 韓子曰與生俱生, 釋氏曰作用是性, 皆以氣言而遺其理者也. 中庸曰天命之謂性, 孟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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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은 고자나 한유, 그리고 불교에서 언급한 性이 하늘로부터 비롯

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여기며, 『중용』과 『맹자』의 구절을 들어

성이 천명임을 설명한다. 또 그는 「천인심성분석지도」의 ‘心’字圖에서

심을 설명하며, “심의 중앙에 있는 점은 성(性)과 리(理)의 근원이자 심

의 체(體)”124)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의 중앙에 있는 점”은

심이 작용할 때 근간이 되는 근본 법칙인 性을 뜻하는 것이며 인간을 성

인으로 이끌어주는 내면의 법칙이다. 특히 ‘性’자 주위에 둥글게 둘러 표

현한 인․의․예․지․신의 五常은 천의 리인 원․형․이․정의 사덕과

성(誠)이 인간의 리로 내재한 것을 뜻한다. 즉, 인․의․예․지․신과

원․형․이․정․성은 성즉리와 동일한 이치로서 하나의 리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순선한 우주의 원리가 인간에 내재함을 의미하

며 인간의 성이 순선함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125)

한편, 심은 리와 기가 묘하게 결합된 것으로 일신(一身)의 주재가 된

다. 권근은 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心이란 하늘에서 받아서 우리 몸을 주관하는 것으로, 理와 氣가 妙하

게 합해져서 비어 있으면서도 신령스럽고 통철하여 神明이 머무는 집

이 되고 性과 情을 거느렸으니, 이른바 밝은 덕[明德]으로서 모든 理를

구비하여 만사에 대응하는 것이다.126)

권근이 심을 리기묘합(理氣妙合)으로 본 것이나 성과 정을 통섭하는

신명의 집으로 본 것 등 심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주자 성리학의 심성

론을 따른 것이다. 주자는 스승 이통(李侗)을 통해서 도남학(道南學)의

정좌를 통한 ‘미발체인(未發體認), 천리체인(天理體認)’을 배우지만 후에

曰盡其心者知其性也知其性則天矣.”
124)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其中一點 象性理之源也 心之體也.”
「天人心性分析之圖」-‘心’字圖는 본 논문 50쪽 참조.

125) 정민정, 「양촌 권근의 심성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3
쪽.

126)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心者人所得乎天而主乎身, 理氣妙合, 虛
靈洞澈, 以爲神明之舍, 而統性情, 所謂明德而具, 衆理應萬事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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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버리고127) 새로운 학설을 세우는데 이것이 ‘성을 체로, 감정을 작용

으로 파악[性體情用]’하는 중화신설이다.128) 그는 장재가 언급한 ‘심통성

정’을 채용하여 마음[心]이 성과 정을 아우르고 주재하며, 통섭하는 것이

라 하였다. 그리고 본성과 감정은 체와 용으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

일한 마음의 각기 다른 부분이라 하였다. 또한 마음의 미발과 이발의 상

태를 각각 성과 정으로 설명하였는데 성을 마음의 본체로, 정을 마음의

작용으로 생각하였다. 권근은 이와 같은 주자의 심성론을 기본틀로 두었

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심’자의 획마다 의미를 두어 나름의 독창적인 글

자 해석을 하였다. ‘심’에 대한 권근의 그림과 해설이 담긴 「천인심성분

석지도」의 ‘心’字圖는 다음과 같다.

129)

圖 5. 『입학도설』 「천인심성분석지도」-‘心’字圖

127) 주자는 도남학의 미발체인에 근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넘어서서 중화신
설의 미발함양 공부법을 확립하였다. 그가 도남학의 본체 직관 방식을 비판하여 이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그가 스승 이통의 미발 체인이 이발 공부를 위한 고요한 기상의
체인임을 역설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도남학을 전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더라도 지적
자극이나 영감을 받는 등 그 공부의 동력이 도남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온 사실은
분명하다. 김병환, 「주희는 도남학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공자학』, vol.40,
2020, 71-72쪽, 81쪽.

128)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휴먼북스, 2018), 310-311쪽.
129) 이상곤, 「『입학도설』 전집 도상 복원과 디지털화」,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vol.12, 2011,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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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글자모양이 네모진 것은 사방 한 치 되는 곳의 중앙에 있음을 본

뜬 것이요, 그 중앙의 한 점은 性理의 근원을 본뜬 것이다. 지극히 둥

글고 지극히 바르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운 바가 없어서 心의 體가

된다. 그 밑으로 오목 파인 것은 그 속이 허한 것을 본뜬 것이니 텅 비

어 있기 때문에 모든 理를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머리 끝이 위에

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것은 氣의 근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묘하게 합쳐

심을 이루는 까닭을 말해 준다. 그 꼬리가 날카로워 밑으로부터 위로

삐친 것은 심이 오행으로는 불[火]에 속하는바 그 불꽃이 피어오름을

본뜬 것이다. 그러므로 능히 광명이 發하고 動하여 萬事에 應하게 되는

것이다. 그 오른쪽의 한 점은 性이 발하여 情이 됨을 본뜬 것으로서 心

의 用을 나타내고 왼쪽의 한 점은 心이 발하여 뜻[意]이 됨을 본뜬 것

으로서 이것 역시 心의 用이다. 따라서 그 體는 하나이나 그 用은 둘이

된다.130)

권근은 ‘성이 발하여 정이 된다’는 성리학의 일반적인 설명 이외에 심

이 발하여 意가 된다는 독특한 설명을 추가하며 심에 체는 하나지만 용

은 둘이 있다고 말한다. 「천인심성합일지도」에서도 그는 정 아래에 측

은·수오·사양·시비의 사단을 배치하고 심 아래에 희·노·애·구·애·오·욕의

칠정을 배치하였다.131) 또 정이「천인심성합일지도」의 흑백 대비 중 선

한 측면에 해당하는 흰 부분으로 곧게 이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권근이

情을 性, 즉 리가 발한 언제나 중절하고 순선한 작용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칠정은 리와 기의 결합이 발하였기에 부중절할 가능

성이 있는 작용으로 생각한 것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작용을

인간의 마음 속 의지[意]에 배치하여 선악이 혼재함을 표시한 것이다. 본

래 주자의 성리학에 따르면 情은 사단과 칠정이 모두 포함되어 순선하기

130)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其字形方者, 象居中方寸之地也, 其中一
點, 象性理之源也. 至圖至正, 無所偏倚 心之體也, 其下凹者, 象其中虛, 惟虛故具衆理也.
其首之尖, 自上而下者, 象氣之源, 所以妙合而成心者也. 其尾之銳, 自下而上者, 心於五行
屬火, 象火之炎上也, 故能光明發動 以應萬事也. 其右一點, 象性發爲情, 心之用也, 其左
一點 象心發爲意, 亦心之用也, 基體則一而用則有二.”

131) 「天人心性合一之圖」는 본 논문 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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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할 수 없지만, 권근은 情을 性에 기반한 무불선의 존재로 보고 있다.

그가 이렇게 설명한 근거는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七情이 發할 때 사람은 본래 ‘當然之則’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것이

發하면서 中節할 것 같으면 바로 『中庸』에서 말한 達道의 和가 될

것이니 어찌 性이 發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그것이 發할 때 혹

不中節한 것도 있게 되는데, 그러니 바로 性이 發한 것이다 하여 四端

과 함께 情 속에다 병렬시키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心’자

아래에다 배열하여서 그것이 發할 때에 中節하는 것과 不中節하는 것

이 있음을 드러내 보여 배우는 이들이 자세히 살필 수 있게 한 것이

다.132)

권근은 사단과 칠정을 같은 情으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차원의 것으

로 분리하여 파악하면서 ‘발하여 중절한 사단’과 ‘발하여 부중절할 가능

성이 있는 칠정’을 한 자리에 배속시키지 않고 나누어 구별해야 함을 주

장하였다.133)

또 그는 심에 대해 자세히 논하면서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에 대해

서도 언급하였다. 도심과 인심 개념은 『상서(尙書)』「대우모(大禹謨)」

편의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다.’134)라는 구절에서 처음 언급되

었다. 도심과 인심에 대한 권근의 설명 역시 기본적인 틀은 주자의 이론

을 따른다. 주자는 마음이 발하여 감각작용을 좇게 되면 인심이 되고, 의

리에 의거하게 되면 도심이 되는 것으로 인간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의거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천리 보존의 여부가

132)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七情之用, 在人本有當然之則, 如其發而
中節, 則中庸所謂達道之和, 豈非性之發者哉? 然其所發, 或有不中節者, 不可直謂之性發,
而得與四端幷列於情中也. 故列于心下, 以見其發之有中節不中節者, 使學者致察焉.”

133) 정(情)에 대해 주자는 마음이 작용한[已發] 상태로, 중절(中節) 또는 부중절(不中節)
이 파악되기 전까지는 선악(善惡)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권근은 정
(情)을 순선한 성(性)이 드러난[性發] 상태로 보아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음이 작용한 상태를 의(意)에 배속시켜 선과 악 어느 쪽이든 흐를 수 있는
경향성[幾微]을 지닌 것이라 하였다. 이정주, 「권근 ‘성발위정 심발위의’론의 이론적
근거와 특징」, 『민족문화연구』, vol.33, 2000, 375쪽.

134) 『尙書』, 「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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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고 본다.135)

권근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도심과 인심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그 발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그러나 둘

사이에 다른 점도 존재한다. 주자는 마음의 이발 상태인 정이 그 발하는

근거를 의리(義理)에 두는지, 아니면 감각 작용에 두는지에 따라 도심과

인심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권근은 사단과 칠정을 서로 다른

차원으로 파악하였던 것처럼 성명(性命)의 바름에서 근원한 도심은 情에

속하고,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근원한 인심은 意에 속한다고 보아 도심과

인심도 情과 意로 분속하였다.

性命에서 발원한 것을 道心이라 하니 情에 속한다. 그 처음에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은미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道心은 오직 은미하다”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敬을 위주로 하여 확충시켜야 한다. 形氣에서 나온

것을 人心이라 하니 意에 속한다. 그 기미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으며 그 형세는 위태롭고 떨어질 듯하므로 “人心은 오직 위태롭다”

라고 하였으니, 더욱 마땅히 敬을 위주로 다스려야 한다. 人欲의 싹을

막고 天理의 바름을 확충시켜 道心이 主가 되고 人心이 거기에 복종하

도록 한 후에야 위태로운 것이 안정되고 은미한 것이 드러나서 動靜云

爲하는 것이다. 이러면 스스로 잘못이 없게 되며, 聖賢과 더불어 天地

의 化育에 참여하여 돕게 된다.136)

이와 같이 권근은 사사로운 형기에서 나온 인심은 意에 속하고, 성명

에서 나온 도심은 情에 속함을 설명하였고, 수양방법으로 敬을 제시하여

이를 위주로 도덕적 이상인 천인합일을 실현해 가야 한다고 하였다. 情

에 속하는 도심은 은미하여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敬으로써 확충시켜야

하고, 意에 속하는 인심은 위태로워 인욕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더더

135)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휴먼북스, 2018), 317-318쪽.
136)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其發源於性命者 謂之道心而屬于情 其
初撫有不善 其端微而難見 故曰道心惟微 必當主敬而擴充之. 其生於形氣者 謂之人心而
屬于意 其幾有善有惡 其勢危而欲墮 故曰人心惟危 又必當主敬而克治之. 遏人欲之萌 充
天理之正 當使道心爲主而人心聽命然後 危者安 微者著 動靜云爲 自無差謵 而聖賢同歸
參贊天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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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敬으로써 다스려야 천인합일로 갈 수 있다. 敬은 실천 방법적 측면에

서 권근 천인합일론의 가장 핵심 요소이다.137)

3) 天人心性의 體用구조

주지하듯이 체용론은 성리학의 핵심주제이다. 체와 용에 대해 정이천

은 본체와 작용은 하나이고, 그 드러남과 은미함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

으며, 이를 계승한 주자는 천지가 생기기 전에 만물이 이미 구비되어 있

듯이 모든 일의 도리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고 하였다.

권근 역시 성리학의 기본인 체용론에 충실히 입각하면서도 자신만의 독

창적인 논리로 천인심성의 의미와 관계를 설명하였다.

천과 인 사이의 체용관계는 ‘리일분수’로 이해할 수 있다. 만물이 동

일한 근원인 태극에서 생겨났으며, 따라서 만물은 각각 그 속에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리일분수’이다. ‘리일분수’는 리를 활용

하여 천지와 만물의 관계를 설명한다. 궁극적이고도 근원적인 ‘리일’의

리인 태극과 각 개별 사물 속에 나눠지고 흩어져 있는 ‘분수’의 리가 천

지와 만물의 관계에 있다. 권근은 당시 친분이 있던 승려 혜근(惠勤)의

호 ‘강월헌(江月軒)’을 설명하면서 ‘리일’과 ‘분수’의 관계를 체용의 틀로

설명한다.138)

강과 달을 호칭(互稱)하여 저저로 체(體)와 용(用)으로 분간되었다.

江月[理一의 理]이라 하면 작용에 따라 그 체에 근원하는 것이고, 月江

[分殊의 理]이라 하면 체로 말미암아 그 작용에 달하는 것이므로 본체

와 작용이 하나의 근원[一源]에서 나왔고, 간극이 없다[無間].139)

그의 말을 따르면 ‘리일’의 리는 체이고 ‘분수’의 리는 용이며, 체용일

원론에 따라 본체와 작용의 근본이 같고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 다

137) 강문식,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서울: 일지사, 2008), 242쪽.
138) 이상성, 「양촌 권근의 심성론」, 『유교사상문화 연구』, vol.27, 188쪽.
139) 權近, 『陽村集』, 卷14, “且其互稱自分體用 曰江月, 則由用而源其體, 曰月江, 則由體
而達其用, 體用一源, 上下無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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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하면, 하늘의 리가 체이고 이를 부여받음으로써 인간의 心 안에 내

재하게 된 性이 곧 용이며, 이 둘은 간극이 없어[無間] 하나이다. 따라서

천과 인의 체용론은 하늘과 인간이 이미 리로써 연결된 하나임을 밝혀주

는 것이다.

한편, 권근은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로 心을 말한다.

心 안에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리[性]가 내재되어 있다. 그는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심을 직접 내세워 설명하며 그것을 체와 용,

도심과 인심 등으로 나누면서 다양하게 인간론을 전개해가는 한편 心 자

체의 성격으로 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心의 虛靈과 知覺은 하나일 따름이다. 그러나 그 허령함이 본체

가 되는 이유는 五常의 본성에 불과한 것이 만사․만물의 리를 관

통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 지각이 작용이 되는 이유는

사단․칠정의 감응함에 만사․만물의 변화를 관통하지 않음이 없

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이 고요하고 허령하다는 것만을 알고 오상

의 본성이 본체임을 알지 못하면 그 심이 막연하게 아무 것도 아

닌 것이 되어 老氏의 虛無와 佛氏의 空寂에 빠지게 되니, 大本이

정립되지 않는 바 있게 된다. 단지 그 지각이 있음만을 알고 사

단․칠정이 발할 때 그 幾微에 선악의 차이가 있어서 마땅히 성찰

해야 함을 알지 못하면 심이 物에 의해 부림을 당하여 욕심이 움

직이고 情이 이기니, 達道가 행해지지 않는 바가 있게 된다.140)

허령함은 단순히 텅 비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으므로 여러 이

치들을 갖추었다[惟虛故具衆理]’는 뜻이고, 지각함은 ‘환히 밝게 발동하여

모든 일에 응한다[能光明發動以應萬事]’는 뜻이다. 심은 이렇듯 허령함을

기반[體]으로 지각 작용[用]을 할 수 있으므로 권근은 ‘허령’과 ‘지각’을

각각 체와 용의 관계로 파악하였고, 이 둘을 하나라고 보았다. 체와 용을

140)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心之虛靈知覺則一而已矣. 然語其虛靈之
所以爲體, 則不過五常之性而萬事萬物之理無不通, 語其知覺之所以爲用, 則不過四端七情
之感而萬事萬物之變無不管. 徒知其爲靜虛而不知五常之性爲之體, 則其爲心也漠然無物,
淪於老氏之虛無佛氏之空寂, 而大本有所不立矣. 徒知其有知覺而不知四端七情之發, 其幾
有善惡之殊而致察焉, 則心爲物役欲動情勝而達道有所不行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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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여긴 것은 정주(程朱)의 ‘체용일원’ 사유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지

만 이렇게 체용개념을 허령·지각의 측면에 적용하여 마음의 구조를 분석

한 예는 기존의 정이나 주자의 저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에141) 이는 주

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心에 대한 권근의 독창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권근은 ‘성발위정 심발위의(性發爲情 心發爲意)’ 이론을 전

개하며 심의 체는 하나이지만, 용은 두 개라고 보는 ‘심일체이용설(心一

體二用說)’을 주장하였다. 인간에게 부여된 각구태극의 리가 인간 마음속

에 내재한 성이 되며, 이것이 곧 허령하여 모든 이치를 갖추게 되는 심

의 체가 됨은 앞서 설명한 바가 있다. 심이 활동하여 지각함이 용이고,

권근이 말하는 심의 용은 두 가지이다. 심 안의 성이 발하면 모든 일이

이치에 맞아떨어져 순선한 情이 되지만 심이 발하면 선악이 혼재한 意가

되어 위태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권근이 주장한 ‘성발위정 심발위의’이고,

체는 하나이지만 용이 두 개가 되는 ‘심일체이용설’이다. 따라서 권근은

인욕의 방해를 받아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인심과 칠정은 의에 귀

속시키고, 은미하지만 순선한 도심과 사단은 정에 귀속시켜 둘을 철저히

분리시켰다. 이 이론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심

체 허령(虛靈) 오상지성(五常之性)

용 지각(知覺) 사단칠정지감(四端七情之感)

141) 이정주, 「고려후기 불교계의 체용론적 전통과 권근의 성리학」, 『동방학지』,
vol.110, 2000,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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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발위정

(性發爲情)
사단 무유불선

(無有不善)
성명

(性命)
도심

(심의)

용
심발위의

(心發爲意)
칠정 기선악

(幾善惡)
형기

(形氣)
인심

142)

권근은 인간의 心과 그 작용의 근간이 되는 성을 주자의 성리학에 기

반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논리로 설명하였다. 특히 심의 작용을 情과

意로 나누고 사단과 칠정, 그리고 도심과 인심을 각각에 분속시킨 설명

은 후에 퇴계(退溪)와 고봉(高峯)의 사칠리기(四七理氣) 논쟁, 그리고 율

곡(栗谷)과 우계(牛溪)의 인심도심(人心道心) 논쟁 등 조선 중기 성리학

자들의 성리학 논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권근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였던지 간에 그가 말한 성리학의 궁극목표는 역시 천인합일을 이

룬 성인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또한 그는 인간이 성인

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敬으로써 끊임없이 수양하여 마음 속에 내재한

도덕률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사실도 일깨워준다.

2. 五經의 體用論 연구

천리(天理)와 인성(人性) 등의 주제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던 중국의

성리학은 오경(五經)보다 사서(四書)를 더 중시하였다.143) 중국의 성리학

을 집대성하였다고 칭송받는 주자도 만년까지 『사서집주(四書集註)』의

간행에 힘쓰며 그의 사상의 핵심을 담을 만큼 오경보다는 사서의 연구에

더 집중하였다. 특히 권근이 살았던 당시는 원나라로부터 주자성리학이

수용된지 약 1세기가 지난 시점으로, 성리학적 경학 체계의 핵심인 사서

142) 이정주, 「고려후기 불교계의 체용론적 전통과 권근의 성리학」, 『동방학지』,
vol.110, 2000, 112쪽

143) 송하경, 「양촌 권근」, 『한국인물유학사 1』, (서울: 한길사, 1996),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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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書)에 대한 이해가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144) 그런데 권근의 『오경천

견록(五經淺見錄)』의 저술에서 드러난 그의 오랜 오경연구 흔적을 보거

나 그전에 이미 『입학도설』의 「오경체용합일지도(五經體用合一之

圖)」와 「오경각분체용지도(五經各分體用之圖)」에서 오경의 체용론적

구조에 대해 기술한 것을 보면 그가 사서 못지않게 오경을 중요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오경 연구는 당시 성행한 성리학적 특징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이색적이고 독보적인 행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는 「오경체용합일지도」에서 『주역(易)』·『서경(書經)』·『시경(詩

敬)』·『예기(禮記)』·『춘추(春秋)』의 오경을 하나의 통합적 관계로 보

고 이들 간의 체용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오경각분체용지도」에서

각각의 경서(經書)들이 가지는 체용구조를 논하였다. 주지하듯이 체는 만

물의 근원이자 원리․원칙이고, 용은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권근

은 오경을 불변의 원리․원칙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경세적․실천적 방법도 함께 포괄하고 있는 책으로 이해

했다. 그 결과 오경을 바탕에 둔 권근의 경학은 인간이 지켜야 할 불변

의 원칙을 연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실천방법도 함께 연구하는 경세

론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145)

『입학도설』은 초학자들을 위한 성리학 입문서이기 때문에, 「오경

체용합일지도」와 「오경각분체용지도」에는 오경체용론의 전체적인 구

조와 핵심만이 도설형태로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하

여 심화연구된 결과물이 바로 『오경천견록』이므로 오경의 체용론을 더

욱 상세히 알고자 한다면 이를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입학

도설』에 드러난 체용론 구조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오

경천견록』은 본 글의 논의 전개상 필요한 부분만을 활용하고자 한다.

1) 『五經』의 體用구조

144) 도현철, 「원간섭기 『사서집주』이해와 성리학 수용」, 『역사와 현실』, vol.49,
2003, 14쪽.

145) 강문식, 「권근의 오경인식」, 『태동고전연구』, vol.24, 2008,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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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초삼선생’ 의 한 사람인 손복은 유가 경전에 담겨있는 공자의 정

신을 ‘체용’의 형식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주역』은 공자의 마음을 밝

힌 책이고, 『춘추』는 공자의 ‘용’을 밝힌 책”이라고 하여 『주역』과

『춘추』를 ‘체’와 ‘용’의 관계로 규정하였다.146) 권근 역시 「오경체용합

일지도」에서 『주역』과 『춘추』를 체용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그는

오경 전체, 그리고 하나하나의 경전, 또 성인과 오경의 관계 모두에 체용

관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147) 오경에 대한 그의 체용관은 「오경체용합

일지도」에 다음과 같이 잘 드러나 있다.

148)

圖 6. 『입학도설』 「오경체용합일지도」

『주역』은 오경의 전체(全體)요, 『춘추』는 오경의 대용(大用)이

다. 『서경』은 정사(政事)를 말한 것이고, 『시경』은 성정(性情)을 말

한 것이며 『예기』는 절도(節度)와 문식(文飾)으로 행동을 삼가도록

한 것으로, 각기 한 가지 일을 오로지 하고 있기는 하나 또 그 안에

『주역』과 『춘추』의 체와 용이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다.149)

146) 강문식, 「권근의 오경인식」, 『태동고전연구』, vol.24, 2008, 78-79쪽.
147) 장숙필,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영향」, 『도설로 보는 한국유학』, (서울: 예문서
원, 2000), 30쪽.

148) 이상곤, 「『입학도설』 전집 도상 복원과 디지털화」,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vol.12, 2011, 164쪽.

149) 權近, 『入學圖說』「五經體用合一之圖」, “易 五經之全體也 春秋 五經之大用也.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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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체용합일지도」에서 권근은 오경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성 속에

서 체용관계로 설명하고 있다.150) 경전 하나하나를 각기 따로 논하지 않

고 하나의 체계적인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그의 스승

목은(牧隱) 이색(李穡)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주역』을 오경회

통(五經會通)의 근거로 보고 『춘추』를 경세적 귀결로 이해하는 이색의

관점이 여말선초의 경전이해를 정리한 권근의 경학관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151) 이에 따라 권근 역시 『주역』을 오경의 전체로, 『춘추』

를 오경의 대용으로 본다.

『주역』은 주(周)나라의 역(易)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은 우주의 본

모습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뜻이다. 『주

역』에는 천지자연의 변화하는 모습과 원리, 그리고 그 변화에 대처하는

인간의 처세가 담겨있어 가장 심오한 우주생성론과 인생철학을 담고 있

다.152) 그리고 『춘추』는 바라던 이상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함이

이어지는 사회를 통탄하던 공자가 이상적인 왕도를 후대에 전하고 현실

에서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라며 저술한 것이라 알려져 있다. 따라서

『주역』과 『춘추』의 체용 구조는 우주의 원리·원칙을 의미하는 천지

의 도를 기반으로 하여 이상사회를 구현해야함을 강조한다. 『서경』·

『시경』·『예기』는 이상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체와 용의 조목이다.

『서경』은 정치에서의 조목[政事]을, 『시경』은 인간의 마음에서의 조

목[性情]을, 『예기』는 예법에서의 조목[節文]을 다루어 제각각의 역할

을 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그 속에 『주역』의 체와 『춘추』의 용이 깃들

어 있다. 그리고 권근은 더 나아가 성인과 오경을 다시 체용관계로 설명

한다.

오호라 크도다. 성인은 오경의 전체요, 오경은 성인의 대용이다.

以道政事 詩以言性情 禮以謹節文 雖各專其一事 而易春秋之體用 亦各無所不備焉.”
150) 송하경, 「양촌 권근」, 『한국인물유학사 1』, (서울: 한길사, 1996), 299쪽.
151) 권정안, 「여말선초 주자학 도입기의 경전이해」, 『동양철학연구』, vol.22, 2000, 27
쪽.

152)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휴먼북스, 2018), 99-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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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란 도(道)가 천지에 있는 것을 성인이 체득한 것이요, 『춘

추』라는 것은 도가 성인에게 있는 것을 천지가 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도(河圖)가 나오니 역의 괘가 그어졌고, 『춘추』를 지으니

기린(麒麟)이 이르렀던 것이다.153)

성인(聖人)은 천리를 알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천인합일의 경지에 도

달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여 천지의 도를 내면화한

성인 그 자체가 전체[體]가 되고, 그가 현실에서 도(道)를 표현하고 실천

한 바가 오경이며, 이것이 곧 대용[用]이 된다. 이렇듯 권근은 성인이 천

지의 도를 현실에서 실현하였을 때 인간 사회에 바른 도(道)가 정립될

수 있고 이상사회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한편 권근은 오경을 전체성 속

에서 체용관계로 설명한 후 「오경각분체용지도」에서 각각의 경전을 다

시 체용관계로 분석하였다. 그는 각 경전의 체와 용을 다음과 같이 도식

으로 정리하였다.

154)

圖 7. 『입학도설』 「오경각분체용지도」

153) 權近, 『入學圖說』「五經體用合一之圖」, “嗚呼大哉, 聖人五經之全體 而五經聖人之
大用也. 易者 道在天地 而聖人體之, 春秋者 道在聖人 而天地不能違者也. 故河出圖 而
易書, 春秋作 而麟至也.”

154) 이상곤, 「『입학도설』 전집 도상 복원과 디지털화」,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vol.12, 2011,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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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은 위의 도식과 같이 오경의 각 경전을 체와 용으로 구분하였다.

『역』의 체는 하늘에 있는 리(理)이고, 용은 그 리가 성인에게 전하여진

도(道)이다. 따라서 하늘의 리와 성인의 도가 체용관계가 된다. 『서경』

의 체는 성인이 하늘을 공경·흠모하는 마음[欽]이고, 용은 성인이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방

법[中]이다. 이에 하늘을 흠모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경세하는 것이 체

용관계가 된다. 『시경』의 체는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의미의 ‘사무사

(思無邪)’이고, 용은 실생활에서 선한 마음을 발현시키고 방탕한 뜻을 경

계·벌하는 것[感發善心 徵創逸志]이다. 따라서 사악한 마음이 담기지 않

은 사고와 그 생각을 현실에서 발현하고 사악한 마음을 징벌하는 것을

체용관계라 할 수 있다.

『예기』의 체는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는 ‘무불경(無不敬)’이고, 용은

현자라면 지나침이 없도록 하고, 미치치 못한 자[不肖子]는 노력하여 예

에 이르도록 하는 것[賢者不敢過 不肖子企而及]이다. 그러므로 공경하는

마음 자체와 그 마음을 실천[禮]하고자 하는 것이 체용관계에 있다. 『춘

추』의 체는 도(道)로서 천지의 리에 그 근본을 두고 있으며, 용은 권

(權)으로 성인의 마음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변하

지 않는 절대적인 도와 때, 상황에 따라 알맞게 행해지는 권이 체용관계

에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역』의 대용인 도가 바로 『춘

추』의 체가 된다는 점으로 이것은 경전 각각의 체용 역시 오경 전반의

체용과 접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55)

오경은 유학에서 일반적으로 ‘체’로 인식되는 경전이다. 동양에서 도

서를 그 내용상으로 크게 분류할 때 흔히 경(經), 사(史), 자(子), 집(集)

으로 나누는데, 이 때 經이란 인간의 삶의 원리와 가치와 방향을 이끌어

주는 권위 있는 경전을 의미한다.156) 따라서 경전으로 분류되는 오경은

155) 송하경, 「양촌 권근」, 『한국인물유학사 1』, (서울: 한길사, 1996), 300쪽, 장숙필,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영향」, 『도설로 보는 한국유학』, (서울: 예문서원,
2000). 47쪽.

156)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휴먼북스, 2018),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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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에서 만물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와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치로서

본체이자 전체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유가에서 일반적으로 ‘체’로 인식

되는 경전인 오경에서 ‘체’뿐만 아니라 ‘용’의 측면을 함께 강조한 것은

권근이 오경을 불변의 원리․원칙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실

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경세적․실천적 방법도 함께 포괄하고 있는 책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157) 그가 오경을 용의 측면, 즉 경세론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오경의 대용 『춘추』를 분석한 『입학도설』의

「춘왕정월횡간분석지도」와 『오경천견록』 중 『춘추천견록』에서 잘

드러난다.

2) 天時와 王月의 體用구조

권근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현실 정치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천인합

일의 원칙과 사례들을 발견하고, 이를 연구하여 자신의 경세론을 정립하

였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오경천견록』이다. 그는 「오경체용합일지

도」에서 규정한 오경의 체용관계에 기초하여 특징 있게 자신의 경세론

을 저술하였는데 『주역천견록』에서는 천인합일론에 기초한 경세의 원

리·원칙을 피력하였고, 『예기천견록』에서는 천인합일의 원칙이 구현된

이상 사회의 모습을 ‘예의 확립과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그

리고 『시천견록』·『서천견록』·『춘추천견록』에서는 중국 고대 역사

에서 나타난 천인합일의 실현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추구한 경

세론이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 것임을 증명하였다.158) 그는 특히 『춘

추』를 오경의 대용으로 삼아 정리하였는데 그 이유는 『춘추』를 ‘성인

의 포폄(褒貶) 원칙’이 반영된 가장 완전한 역사서로 보았기 때문이

다.159)

『춘추천견록』은 『입학도설』의 「춘왕정월횡간분석지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춘추』 은공(隱公)편에 대한 견해를 기

157) 강문식, 「권근의 오경인식」, 『태동고전연구』, vol.24, 2008, 79쪽.
158) 上同, 72쪽.
159) 上同,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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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 것이다. 은공편은 춘추 시대 노(魯)나라의 은공이 태자를 대신하여

섭정(攝政)을 펼치다가 왕권을 장악한 것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권근

은 이에 대한 견해를 4개 조항으로 짧게 서술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조

항에서 권근은 춘추가 왜 은공 대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은공이 법도를 지키지 않고, 혜공의 왕위를 탈취하여 근본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의 즉위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벌주기 위함이라고 밝힌다.160)

이를 보았을 때 권근이 경세를 담당하는 위정자의 기본 의식과 태도는

반드시 천리를 근본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권근의 생각은 『입학도설』의 「춘왕정월횡간분석지도」와 이

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춘추천견록』의 두 번째 조항에 잘 나

타나있다.

161)

圖 8. 『입학도설』 「춘왕정월횡간분석지도」

천시(天時)는 왕이 앞지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위에 쓰게 되는 것

160) 權近, 『春秋淺見錄』, “惠公初年, 周旣東矣, 『春秋』不作於惠公, 而終於隱公者何?
所以罪隱也 其罪隱何? 譏其攝之非攝也. 何以知其罪隱? 以不書卽位而知之也. 以其名攝
而實取, 故不與其卽位也. 以天子之事, 望於魯, 而先罪隱可乎? 『春秋』, 端本之書, 欲正
人者, 先正己也.”

161) 이상곤, 「『입학도설』의 전집 도상 복원과 디지털화」, 『열린 정신 인문학연
구』, vol.12, 2011,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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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왕월(王月)은 자기가 능히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그

아래에 쓰는 것이다. 하나는 천시로써 왕제(王制)를 정하여 만세(萬世)

의 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는 왕월로써 인륜을 바르게 하여 통일의

큰 뜻을 보인 것이니 두 가지 의의는 서로 병행하되 어긋나는 것이 아

니다.162)

내가 생각하기에, 공자가 『춘추』를 지을 때, 위로는 천시(天時)를

서술하고, 아래로는 왕월(王月)을 기록했다. 천시는 하나라의 역수를 사

용하고, 왕월은 주나라의 역법을 따랐다. 천시는 왕이 그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서술해야 하고, 왕월은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래에 기록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하

늘을 받들어 만세의 법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왕을 높여서 일통(一統)

의 중요함을 보인 것이다. 두 가지 의리가 함께 행해져서 서로 어그러

지지 않는다.163)

권근은 「춘왕정월횡간분석지도」에서 천시(天時), 즉 천지의 순리에

따라 돌아가는 자연현상과 왕월(王月), 즉 주(周) 천자(天子)의 역법(曆

法) 간에 존재하는 체용구조도 함께 제시하였다. 춘(春)은 자연의 질서로

천시를 뜻하고, 왕정월(王正月)은 왕월을 뜻하는 것으로 권근은 하늘의

순리와 왕의 시간을 체와 용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둘을 위와 아래,

즉 각각 상하에 위치시켜 근본과 말단의 위계서열을 표시하고, 왕의 바

른 정치가 반드시 하늘에 근본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정(正)이 왕에게서 나오지 않고 왕이 하늘을 받들지 않는다면 이는

『춘추』의 뜻이 아니다.164)

162) 權近, 『入學圖說』「春王正月橫看分釋之圖」“天時非王之所能先 故可叙於其上也 王
月非已之所能改 故必書於其下也 一以天時 而定王制 以立萬世之法 一以王月 而正人倫
以示一統之大 二義並行 而不相悖者也.”

163) 權近, 『春秋淺見錄』, “愚按, 孔子作『春秋』, 上敍天時, 下書王月. 天時用夏數, 王
月從周正. 天時, 非王誌所得先, 故可敍於其上, 王月, 非己之所得易, 故必書於其下. 一以
奉天而立萬世之法, 一以尊王而示一統之大, 二義幷行, 不相悖子也.”

164) 權近, 『春秋淺見錄』, “正不出乎王 王不奉乎天 非春秋之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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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근은 왕이 하늘을 받들어 바르게 정치에 임하듯이, 신하 역시

왕을 받들어 왕의 바른 정치를 보필해야 한다고 본다.

위에 천시(天時)를 쓴 것은 하늘을 받듦으로써 만세의 법을 세운 것

이고 아래에 왕월(王月)을 기록한 것은 왕을 높임으로써 대일통(大一

統)을 나타낸 것이다.165)

권근은 위와 같이 하늘을 높임과 동시에 군주의 위상 강화 및 군신

(君臣)간 위계의 확립을 함께 설명하였다. 그는 하늘과 왕, 천시와 왕월

을 체용의 구조로 파악하듯 왕과 신하, 군신의 관계도 역시 체용의 구조

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통치자는 근본을 하늘의 법칙에 두고, 군신 간의

질서를 확립해야 정당성을 인정받고 위엄과 위계가 유효하여 이상적인

통치가 실현된다.166)

『춘추천견록』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을 미루어 보았을 때 권근

이 「춘왕정월횡간분석지도」에서 피력하고자 한 바는 정치에 임하는 군

주의 자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군주는 하늘을 거스를 수 없기에 그 아래

존재하지만 다스림에 있어서는 마치 하늘이 자연을 다스리듯이 해야한

다. 이는 경학을 본체로 삼아 세상에 운용하는 경세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춘추는 천지의 도를 담고 있는 주역[體]의 대용[用]

이 된다. 그리고 천지의 리[體]를 성인이 마음에 받아 권도[權道/用]를

실천하듯 이상적인 군주가 하늘을 받들어[體] 때와 상황에 맞게 정치를

펼쳤을 때[用] 비로소 성인의 ‘포폄(褒貶)’ 원칙이 적용된 바른 사회가 실

현된다.

권근은 「춘왕정월횡간분석지도」를 「오경분석체용지도」의 바로 뒷

장에 그려 넣었다. 그가 이렇게 춘왕정월을 오경의 체용과 함께 제시한

이유는 바로 성리학에 기반한 정치를 굳건히 하여 여말선초의 혼란을 바

로잡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가 오경 중에서 특히 춘추를 따로 강조하

165) 權近, 『春秋淺見錄』, “上敍天時 下敍王月 一以奉天而立萬世之法 一以尊王以示一統
之大.”

166) 강문식, 「권근의 오경인식」, 『태동고전연구』, vol.24, 2008,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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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술한 것은 용의 측면, 즉 경학을 바탕으로 한 경세에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춘추의 대일통 사상으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권도는 성인의 마음에서 행해야 하며, 강상

(綱常)의 도를 원칙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167) 정치에 임하는 통치

자는 반드시 성인의 올곧은 기개와 도덕적 성품, 그리고 현명한 판단력

을 가지고 때와 상황에 적절히 들어맞는 권도를 행할 줄 알아야 하며 이

렇게 될 때 하늘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이상사회가 현실에서 이

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권근은 통치자·군주가 외왕(外王), 즉 덕치가 바

탕이 된 경세를 위해 먼저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 내성(內聖)을 이

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皇極과 人極의 體用구조

「홍범(洪範)」은 『서경』 「주서(周書)·홍범(洪範)」의 편명 중 하

나이고 정치원리를 제시한 글이다. 오행(五行)에 기초하여 정치질서를 바

로잡고자 한다. 저자는 은나라 말 현인이었던 기자(箕子)라고 알려져 있

다. 기자는 은나라가 망할 때, 우(禹) 임금이 하늘에서 받은 홍범의 도를

주나라를 세운 무왕(武王)에게 전해주었다고 한다. 이 때 기자가 하늘로

부터 전수받은 도는 9개의 범주로, 이것이 바로 ‘홍범구주’168)이다.169) 한

편,「무일(無逸)」은 『서경』 「주서·무일」의 편명 중 하나이고 군주의

도리와 관료들의 직분을 제시한 글이다. 주나라 문왕의 동생인 주공(周

167) 김승현, 「오경천견록을 통해 본 양촌의 경학사상」, 『동양철학연구』, vol.4,
1983, 57쪽.

168) 홍범구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오행(五行)이고, 두 번째는 공경하되 오
사(五事)로써 함이요, 세 번째는 농사에 팔정(八政)을 씀이요, 네 번째는 합함을 오기
(五紀)로써 함이요, 다섯 번째는 세움을 황극(皇極)으로써 함이요, 여섯 번째는 다스림
을 삼덕(三德)으로써 함이요, 일곱 번째는 계의(稽疑), 여덟 번째는 상고함을 서징(庶
徵)으로써 함이요, 아홉 번째는 향함을 오복(五福)으로써 하고 위엄을 보임을 육극(六
極)으로써 하는 것이다. 『書經』, 「主書·洪範」, “初一曰五行, 次二曰敬用五事, 次三
曰農用八政, 次四曰協用五紀, 次五曰建用皇極, 次六曰乂用三德, 次七曰明用稽疑, 次八
曰念用庶徵, 次九曰嚮用五福, 威用六極.”, 이영호, 「『서경』 「홍범」 해석의 두 시
각, 점복과 경세」, 『퇴계학보』, vol.143, 110쪽.

169) 이영호, 「『서경』 「홍범」 해석의 두 시각, 점복과 경세」, 『퇴계학보』,
vol.143, 109-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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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이 조카 성왕(成王)에게 한 충고를 담았다. 주 성왕이 정치를 시작한

초기에 편안함만을 알고 편안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하

여 주공이 훈계한170) 내용이 주를 이룬다. 「무일」편의 내용은 비교적

간략하고 쉽게 구성되어 있다. 본받아야할 왕으로 예시를 든 이들도 요

(堯)나 순(舜)과 같이 따라잡기 어려운 신화·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주

나라의 태왕(太王)과 왕계(王季), 문왕(文王) 등의 예를 들어 성왕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71)

경세에 관한 권근의 견해는 주로 바로 이 「홍범」과 「무일」편의

내용을 도표로 구성한 「홍범구주천인합일도」와 「무일지도」에 나타나

있다.172)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경천견록』중 『서천견록』에

도 심화되어 담겨있다. 여기에서 그는 군주들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할 것들과 근본으로 삼아야할 것들, 그리고 삼가서

경계해야 할 것들을 함께 강조한다. 권근은 민본과 위민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위로는 천명을 두려워하고 아래로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왕의

바른 모습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를 천인합일의 관점과 연결시킨다.173)

특히 그는 「홍범구주천인합일도」에서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천

도(天道)와 인도(人道)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이 둘의 조화 내지 일치를

강조하면서 인도는 항상 천도에 맞추어 세워져야 함을 강조한다.174)

사실 「홍범」은 한(漢) 대까지는 점술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해석할 때 첫 번째 주(疇)인 우주의 생성·운행 원리인 오행(五行)을 중심

으로 나머지 팔주(八疇)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북송 대에 들어서면서 다

섯 번째 주(疇)인 황극(皇極)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었다. 주자

는 이전까지 중간의 의미인 ‘중(中)’으로 해석되던 ‘극’을 ‘지극(至極)함’으

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극을 ‘군주가 세우는 표준’이라고 설명하

170) 『書經』, 「主書·無逸」, “成王初政, 周公懼其知逸而不知無逸也. 故作是書以訓之.”
171) 장지연, 「고려-조선 초 『서경』「무일편」과 「홍범편」이해의 변화」, 『사학연
구』, vol.112, 2013, 122쪽.

172) 정대환, 「권근 성리학의 구조와 특성」, 『중국철학』, vol.3, 1992, 271-272쪽.
173) 장숙필,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영향」, 『도설로 보는 한국 유학』,(서울:예문서
원, 2000), 52쪽.

174) 정대환, 「권근 성리학의 구조와 특성」, 『중국철학』, vol.3, 1992, 271-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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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75) 황극을 ‘군주가 세우는 표준이자 기준’으로 보았다는 것은 군주

의 역할, 군주의 표준을 천리에 근거하여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우

주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변에 치중하여 해석하던 오경을 인간 세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리고 권근 역시 이같은

주자의 견해를 토대로 하여 인군(人君)이 천하를 다스리는 법도로서의

황극을 중심으로 천도와 인도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황극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담긴 「홍범구주천인합일도」는 다음과 같다.

홍범구주는 천도(天道)·인도(人道)를 다 구비하고 있다. ‘오행(五行)’

은 하늘이 만물을 내는 시작으로 천도에 있어 가장 큰 것이므로 첫째

에 놓아 머리를 삼았다. 이미 ‘오행’이 있고 만물이 생기면 인간은 만물

의 영장이 되고 ‘오사(五事)’는 인도의 근본이 되므로 둘째에 놓았다.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삼는 바가 있는데 ‘팔정(八政)’이 일 중에서 가

장 시급한 것이므로 세 번째에 놓았다. 인사를 닦고자 하면 응당 또 천

도에 증험해야 하니 역상수시(曆象授時)를 늦출 수 없으므로 ‘오기(五

紀)’를 네 번째에 놓았다. ‘오행’에 순(順)하고 ‘오사’를 공경스럽게 하며

‘팔정’을 돈후하게 하고 ‘오기’에 어울리도록 하면 군주의 도(道)가 다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황극’이 다섯 번째로 중앙에 자리 한다. ‘황

극’은 천도를 계승하여 인극(人極)을 세우는 것으로 사방의 표준이 되

고 만민이 취할 법도이다.176)

권근은 아홉 가지의 범주인 홍범구주가 천도와 인도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는 천지만물 조화의 근원인 오행(五行)을 천도의 근본으

로 보고, 인간이 타고난 다섯 가지의 바탕인 오사(五事)를 인도의 근본으

로 보았다. 「홍범」편에서 볼 수 있는 오행과 오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

다.

175) 장지연, 「고려-조선 초 『서경』「무일편」과 「홍범편」이해의 변화」, 『사학연
구』, vol.112, 2013, 122쪽.

176) 權近, 『入學圖說』,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上)」, “洪範九疇 天人之道備矣. 五行者
天地所以生物之始 在天道莫大焉 故居一而爲首. 旣有五行 萬物生焉 則人者萬物之靈 而
五事人道之本 故居二而爲次. 旣有人則必有所事 而八政者 事之最急 故居三. 欲修人事又
當驗於天道 而曆象授時 不可缓也 故五紀居四. 順五行 敬五事 厚八政 協五紀 人君之道
備焉 故皇極居五而當中. 皇極者 斷天道而立人極 爲萬邦標準 萬民之取法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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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오행(五行)은 물[水], 불[火], 나무[木], 쇠[金], 흙[土]이다. 물은

아래를 적시고 불은 위로 타오르며 나무는 구부러지거나 곧고 쇠는 변

혁을 따르며 흙은 이에 농사를 짓는다. 아래로 흘러서는 짠 것이 되고,

위로 타올라 쓴 것이 되며, 구부러지고 곧은 것은 신 것이 되고, 변혁

을 따르는 것은 매운 것이 되며, 농사 지은 것은 단 것이 된다.177)

둘째, 오사(五事)는 모습,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함이다.

모습은 공손하고, 말은 이치에 따르며, 보는 것은 밝고, 듣는 것은 분명

하며,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다. 공손함은 엄숙함을, 이치에 따르는 것은

다스림을, 밝음은 지혜를, 분명함은 헤아림을, 지혜로움은 성스러움을

만든다.178)

오사(五事)는 인간이 타고난 바탕으로 살아가면서 늘 조절하고 지켜

야 하는 항목이다. 공손하게 행동하면 존경을 받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

면 신뢰를 얻는다. 밝게 보고, 분명하게 들으며, 지혜롭게 생각하면 법도

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사는 인간이 따라야할 순리

(順理)이다. 이 순리는 천지만물의 근원이자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인 오

행(五行)에 기반한다. 권근은 인간의 도(道)인 오사와 하늘의 도(道)인

오행이 합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오사와 오행을 합일하는 주체

를 황극(皇極)으로 보았다. 「홍범」편에서 볼 수 있는 황극의 의미는 다

음과 같다.

다섯 째, 황극(皇極)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표준·법도[極]을 세우

는 것이다. 오복(五福)을 거두어서 여러 백성들에게 복을 펼쳐주면 백

성들이 너의 표준·법도[極]에 대해 (믿고 따르면서) 너의 표준·법도[極]

를 보존해준다. 무릇 백성들이 음탕한 무리를 만들지 않고, 사사로이

177) 『書經』, 「主書·洪範」, “一 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金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金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
甘.”

178) 『書經』, 「主書·洪範」, “二 五事 一曰貌 二曰言 三曰視 四曰聽 五曰思. 貌曰恭 言
曰從 視曰明 聽曰聰 思曰睿. 恭作肅 從作乂 明作晢 聰作謀 睿作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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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오직 임금이 표준·법도[極]를 세웠기 때문이

다.179)

황극(皇極)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군주가 세운 표준이자 법도이다.

황극이 바로 서면 백성들은 군주를 믿고 따르며 법도를 어기려고 하지

않는다. 권근은 황극이 바로 오행을 중심으로 하는 천도(天道)와 오사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人道)를 합치시키는 주체라고 본다. 군주가 천도를

체(體)로 하여 백성들을 다스릴 법도[用/人極]를 세우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천도(天道)에 기반한 인극(人極)을 세움으로써 오행(五

行-오사(五事), 천도-인도(人道)를 합치시킨다. 이에 대한 권근의 이해는

다음의 「홍범구주천인합일도」에 잘 나타나 있다.

179) 『書經』, 「主書·洪範」, “五 皇極 皇建其有極. 斂時五福 用敷錫厥庶民 惟時厥庶民
于汝極 錫汝保極. 凡厥庶民 無有淫朋 人無有比德 惟皇作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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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圖 9. 『입학도설』 「홍범구주천인합일도(上)」

위의 도와 해설은 「홍범구주천인합일도」상도(上圖)의 내용이다. 권

근은 이 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가장 윗부분에서는 오행(五行)과 오

기(五紀)를 천(天)과 연결하여 천도에 속함을 표시하고, 오사(五事)와 팔

정(八政)을 인(人)과 연결하여 인도에 속함을 표시하였다. 중간 부분에는

황극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천도를 이어 인극을 세운다[繼天道 立人極].’,

180) 이상곤, 「『입학도설』의 전집 도상 복원과 디지털화」, 『열린 정신 인문학연
구』, vol.12, 2011,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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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군이 표준을 세우고 천인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한다[人君立標準 合

天人而一之].’라고 표기하여 황극을 중심으로 천도와 인도가 합치되고 있

음을 설명하였다. 제일 하단에서는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복극(福極)을 나열하고 이들을 모아 ‘황극이 행하는 바[황극소행, 皇極所

行]’라고 표기하였다. 또 제일 윗 부분의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

政)·오기(五紀)를 모아 ‘황극이 세운 바[황극소립, 皇極所立]’라고 표시하

였다. 그리고 군주가 천도를 근본으로 황극을 바로 세우면 삼덕·계의·서

징·복극을 통해 그 행함의 결과가 나타남을 설명181)하였다.

군주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자연

의 징조로써 나타나게 되는데 즉 오사를 제대로 행하여 황극이 세워지게

되면 오행이 순조롭게 되어 좋은 징조로써 나타나게 되고[휴징, 休徵],

오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황극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오행이 혼란하게

되어 나쁜 징조로써 나타나게 된다[구징, 咎徵]. 따라서 군주가 천도를

깨우치고 황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군주에게는 수신(修身)을 위한 경(敬)의 수양이 반드시 요구

된다.182)

군주가 경(敬)의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신을 바로세우면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도 무일(無逸)하다. 특히 권근은 「무일지도」에서

도 한 나라의 군주가 천명(天命)을 두려워하고 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보살필 것을 강조하며 군주의 일

락(逸樂)과 게으름과 나태[怠慢]함을 경계한다. 그는 ‘무일’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무일지도」에 도표와 해설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자고로 천하에 국가를 가진 자 모두가 선조의 근접함에 의하여 흥성

하였다가 그 자손의 일태(逸怠)함에 인하여 망하지 않은 적이 없었

다.183)

181) 강문식,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서울: 일지사, 2008), 267쪽.
182) 장숙필,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영향」, 『도설로 보는 한국 유학』, (서울:예문서
원, 2000), 53-54쪽.

183) 權近, 『入學圖說』, 「無逸之圖」, “自古有天下國家者. 莫不由祖宗勤儉以興盛. 由子
孫逸怠以覇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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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은 밭둑과 논둑에서 일 년 내내 애써 일하여 임금께 바치는데

인군은 깊은 궁중에 살면서 그 농사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그 백성

을 구제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란하고 방탕하여 오만하게 스

스로 방자함으로써, 작게는 목숨을 잃고 몸을 망치며 크게는 나라를 잃

고 종사(宗祀)가 끊기게 됨은 세세(世世)로 공통된 화(禍)라고 하겠으니

이는 만세 인군의 마땅히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일인 것이다.184)

185)

圖 10. 『입학도설』 「무일지도」

184) 權近, 『入學圖說』, 「無逸之圖」, “小民勤於畎畝, 終歲勞苦, 以奉君上, 而人君生長
深宮, 不知其艱, 不恤其民, 驕侈淫逸傲然自肆, 小則損壽以喪身, 大則亡國而絶祀者, 世世
公患是, 則萬世人主之所當先知者也.”

185) 이상곤, 「『입학도설』의 전집 도상 복원과 디지털화」, 『열린 정신 인문학연
구』, vol.12, 2011,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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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군은 마땅히 백성들이 쉴 새 없이 농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의 노고와 어려움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여 방탕하고 태만하

게 즐기기만 하면 나라를 망칠 수 있다. 권근은 「무일지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도표와 설로 나타내었다. 그는 도의 상단에 외천보민(畏天

保民)하였던 왕들, 은(殷)의 중종(中宗), 고종(高宗), 조갑(祖甲)과 주(周)

의 태왕(太王), 왕계(王季), 문왕(文王)을 나열하여 이들이 군주로서 천명

을 바로 헤아리고 어질게 백성을 보살펴 장수를 누리고 오랜 시간동안

왕으로서 업적을 세웠던 것을 설명하였다. 반면 하단에는 후대의 왕들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백성들을 살피지 못하여 길어야 10년 남짓한,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의 다스림을 끝으로 물러나게 됨을 대비적으로 보

여주었다. 권근은 이를 통해 어진 군주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

고 백성이 근본이 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쳐야 함을 설명하였다.

권근은 「홍범구주천인합일도」에 이어 「무일지도」에서도 하늘의

명을 두려워하고 따르며 이것을 근본[體]으로 삼고 경세를 해야 군주로

서 도리에 맞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무일지

도」도 역시 권근의 경세론에 나타난 체용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한 부

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권근은 ‘황자경덕(皇自敬德)’이라는 구절에 집중

하며 경을 통해 하는 수기(修己)를 경세하는 군주의 기본으로 삼았다.

주공이 임금을 아끼는 마음이 진실하고도 간절하므로 임금에게 고한

말이 상세하고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마무리 짓기를 ‘황자경덕(皇自敬

德)’이라는 한 마디로 하였다. 경(敬)이란 것은 천(天)을 경외하고 민

(民)을 보호하며 옛 것을 거울로 삼고 조상을 법으로 삼는 것을 근본으

로 하니 바로 무일(無逸)의 실심(實心)이다. …… 경(敬)하면 무일하고

오래 살며, 경하지 않으면 이와 반대가 된다.186)

즉 군주는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에 먼저 경(敬)을 통해 자기 자신을

186) 權近, 『入學圖說』, 「無逸之圖」, “周公愛君之心 誠且切 故告君之言詳且備 終之以
皇自敬德之一言. 敬者畏天保民 鑑古法祖之要 而無逸之實心也.……敬則無逸而壽 不敬則
反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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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하고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天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敬으로써 스스로를 다그쳐 수신(修

身)하고, 내성(內聖)을 이루어야 성스러운 군주로서 천명을 온전히 따르

고 천도에 부합하는 성정(聖政)이 가능해진다. 권근은 바른 경세를 위한

군주의 기본 자세는 敬을 통한 수양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아 수양론으

로서의 경을 매우 중시하였다. 敬에 관해서는 다음 장인 Ⅳ. 권근 사상의

도덕교육적 함의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3. 『大學』과 『中庸』의 體用論

『대학』과 『중용』은 『논어』, 『맹자』와 함께 사서(四書)로 불리

지만 이 두 권은 처음부터 독립된 서적은 아니었다. 주지하듯이 『대

학』과 『중용』은 『예기』 49편 중 각각 42편과 31편으로 수록되었다

가 송 대 이정(二程)과 주자에 의해 독립된 경전으로 분리된다. 이에 따

라 송 대 이 후로 오경 중심의 학문이 사서 중심의 학문으로 발전하게

된다. 『대학』은 유학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을 제시한 책으로 정치

지도자의 자질과 출발점이 도덕 수양에 근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가 흔히 『대학』이라 부르는 것은 『대학장구(大學章句)』로

주자가 『예기』 속의 『대학』을 재편집하고 해석한 주석서이다. 명대

중엽 왕양명은 이를 비롯한 다양한 개정본들과 구분하기 위해 원본 『대

학』을 『고본대학(古本大學)』이라 불렀다.187)

『중용』은 유학의 형이상학적 담론을 포함하는 경전으로 천(天), 명

(命), 도(道), 교(敎) 등의 용어로 천도와 인도가 서로 통함을 밝히고 있

다. 또 인간이 하늘의 본성을 실현하고 덕과 도를 갖추어 천인합일의 경

지를 실현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주자는 『중

용』을 해석하고 수정하여 『중용장구(中庸章句)』를 저술하였는데 이것

역시 『대학장구』와 함께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필수 서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듯 주자의 사서 주석서가 거의 표준판본과 유사한 수준의

187)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7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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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누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끼친 주자 중심 성리학의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는 의미일 것이다.188) 권근 역시 『입학도설』의 첫 부분

에서 주자의 ‘장구의 설을 참작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밝혔듯이

『대학』, 『중용』에 관한 그의 그림은 『대학장구』와 『중용장구』,

그리고 문답형식의 『혹문(或問)』 등 주자의 저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1) 三綱領 八條目의 體用구조

권근의 「대학지장지도」는 『대학』의 요점을 하나의 도표로 정리한

‘대학지도’와 『대학』에 대한 자신의 해설을 덧붙인 글이다. 이 도(圖)의

제목을 ‘지장(指掌)’이라 이름붙인데서 알 수 있듯이, 「대학지장지도」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여주듯이 분명하면서도 알기 쉽게 『대학』전체

의 요지를 도표화하였다.189) 제목 그대로 그는 『대학』의 전체적인 체

계와 흐름을 한 장의 표로 도식화하였다. 그의 「대학지도」가 의미 있

는 이유는 이것이 주자의 『대학장구』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한

최초의 작품이며, 『대학장구』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

기 때문이다.190) 또 「대학지장지도」는 후대의 학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중 제4도인 「대학도」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191)이 『대학』을 연구할 때 그의 「대학도」와 유

사한 그림을 그리거나 이를 수정·보완하여 비판적으로 계승하기도 하였

다.

전술한 바와 같이 권근은 『고본대학』이 아닌 주자의 『대학장구』

와 『대학혹문』을 기반으로 「대학지장지도」를 저술하며 주자의 설을

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비

188) 上同, 89-97쪽.
189) 최석기, 「양촌 권근의 『대학』해석과 그 의미」, 『한문학보』, vol.8, 2003, 93쪽.
190) 김동민, 「권근 『대학』 도설의 구조적 특징과 그 학술사적 의의」, 『한국철학논
집』, vol.62, 2019, 12쪽.

191) 조선 시대, 송당(松堂) 박영(朴英), 남명(南冥) 조식(曺植), 지산(芝山) 조호익(曺好
益) 등이 권근의 「대학지도」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였다.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서울: 보고사, 2012),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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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 수용이었다.192) 권근은『대학』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이고 간결한

설명을 펼침과 동시에 삼강령(三綱領) 간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 圖

를 그리는 등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그는 「대

학지장지도」의 첫 머리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大學』은 강령이 갖추어져 있고 절목이 상세하다. 문장은 간략하여

쉽게 알 수 있으며, 이치가 절실하여 쉽게 밝힐 수 있으므로 초학자에

있어서 더욱 마땅히 급하게 힘써야 할 책이다. 그러나 초학자는 그 체

용본말(體用本末)과 지행공효(知行功效)에 대해 살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비록 부지런히 일깨워 주어도 그것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

서 지금 이 圖를 그려 그들로 하여금 『대학』 전체를 먼저 살펴 한눈

에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한 연후에 이 책에 나아가 읽으면 번거롭게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절차를 알게 될 것이며 진실로 항상 눈을

거기에 두고 잠심하여 깊이 익혀나갈 수 있다면 한 권의 『대학』이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193)

윗글에서 드러나듯이 권근은 『대학』이 학자들의 학문 내용과 방법,

학문의 순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유학을 처

음 공부하는 초학자가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경전임을 강조하였다. 그

가 『대학』공부에 우선성을 부여한 것은 주자의 영향이 크다. 주자는

『대학장구』의 첫 부분에서 정자(程子)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2) 주자의 『대학장구』에서 성의장(誠意章)은 다른 장과 달리 독립되어 있다. 다른 장
은 정심(正心)-수신(修身), 수신(修身)-제가(齊家)의 경우처럼 앞뒤의 조목을 연관시켜
해석하고 있는데, 이 성의장은 따로 독립시켜 놓았다. 이에 대해 주자는 물론 후대의
학자들도 명백한 설을 제시한 것이 없지만 권근은 성의와 치지(致知)를 연결하지 않
은 것은 지(知)와 행(行)을 분별하기 위함이고, 성의와 정심을 연결하지 않은 것은 성
의가 자수(自修)의 첫머리인데 성의 공부가 정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독창적인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최석기, 「양촌 권근의 『대학』해석과
그 의미」, 『한문학보』, vol.8, 104-106쪽.

193) 權近, 『入學圖說』, 「大學指掌之圖」, “大學一書綱領 備而節目祥. 文簡而易知理切
而易明爲學之序用力之方 至爲精密在初學者尤爲當務之焉. 然初學之士其於體用本末知行
功效多不能察語之雖勤識之不易. 今爲此圖使之先觀一經全體瞭然, 在目然後則是書而讀之
則不煩指誨而自知其節次矣. 苟能常目在之潜心 熟環則一部大學在胸中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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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공씨(孔氏)가 남긴 책이니, 처음 배우는 자가 덕으로 들

어가는 문이다. 지금 옛 사람들의 학문 순서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책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논어』와 『맹자』는 그 다음이다.194)

주자는 『대학』을 가리켜 ‘처음 배우는 자가 덕으로 들어가는 문’이

라고 표현할 만큼 학문을 시작할 때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하는 책이라

도 보았다. 『대학』을 공부의 시작으로 보는 그의 생각은 다음 구절에

서도 드러난다.

책을 읽는 순서는 모름지기 우선 힘을 다하여 『대학』을 보고, 또

힘을 다하여 『논어』를 보며, 또 힘을 다하여 『맹자』를 보아 이 세

책을 보고 나면 이 『중용』은 반절을 마치게 된다.195)

주자는 「독중용법(讀中庸法)」에서 사서 공부의 순서를 『대학』→

『논어』→『맹자』→『중용』으로 제시하며 『대학』이 학문의 시작임

을 표방하였다. 권근 역시 주자가 그랬던 것처럼 『대학』이 학자들의

학문 내용과 방법, 학문의 순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근

거로 들어 유학을 처음 공부하는 초학자가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경전

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학』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학문이고

학문의 방법론까지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

부의 체용, 본말(本末), 노력과 성과 등 선후(先後)·인과(因果)관계가 매

우 복잡하여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권근은

초학자들이 문장만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판

단하여 한 장의 그림으로 『대학』의 전체적 구도와 단계별 공부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196) 그의 『대학』이해가 담긴 「대

194) 朱熹, 『大學章句』, 經1章, “『大學』, 孔氏之遺書, 而初學入德之門也. 於今可見古人
爲學次第者, 獨賴此篇之存, 而論·孟次之.”

195) 朱熹, 『中庸章句』,「讀中庸法」, “讀書之序 須是且著力去看大學 又著力去看論語
又著力去看孟子 看得三書了 這中庸半截都了.”

196) 김동민, 「권근 『대학』 도설의 구조적 특징과 그 학술사적 의의」, 『한국철학논
집』, vol.62, 2019, 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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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지도」는 다음과 같다.

197)

圖 11. 『입학도설』 「대학지도」

197) 이상곤, 「『입학도설』의 전집 도상 복원과 디지털화」, 『열린 정신 인문학연
구』, vol.12, 2011, 159쪽. 권근의 「대학지도」에서는 ‘제가·치국·평천하’를 ‘극행(極
行)’으로 보았다. 그러나 후대 이를 계승한 이황의 「대학도」에는 ‘추행(推行)’이라
표기되어 있다. 최석기, 「양촌 권근의 『대학』해석과 그 의미」, 『한문학보』,
vol.8, 2003, 102쪽. 이 圖의 중앙에 표기된 ‘추행(推行)’은 ‘극행(極行)’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도상(圖像) 복원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전의 圖를 단순히
스캔한 것보다 디지털화된 도상이 현대 독자들의 시각적 이해를 크게 도와 이미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81 -

권근은 ‘명명덕(明明德)-신민(新民)198)-지어지선(止於至善)’의 삼강령

을 유기적인 관계로 이해하여 『대학』의 체계를 뚜렷하게 정리하였다.

그는 ‘명명덕’을 본체이자 근본으로, ‘신민’을 작용이자 지말(枝末)로 대비

시켜 체용과 본말구조로 파악한다. 그리고 ‘지어지선’을 본체와 작용의

목표[體用之標的]로 제시하여 명명덕[體]과 신민[用]을 종합시킨다.199) 권

근은 ‘명덕200)을 밝히는 일’[體]을 기반으로 ‘백성을 새롭게 하면’[用] 지

극한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標的]을 그림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체용

과 본말 구조를 통해 『대학』의 궁극적 목표를 밝힌다.

그는 우선 팔조목(八條目)을 지행(知行)의 범주로 구분한다. 이는 주

자가 팔조목을 단지 명명덕의 일과 신민의 일로만 구분했던 것보다 더

다층적으로 이해한 것이다.201) 명명덕의 조목인 ‘격물(格物)·치지(致知)’

는 지(知)에, ‘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은 행(行)에 분속된다. ‘격

물·치지’는 ‘지극한 선이 있는 곳을 알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知)에 해당

하며, ‘성의·정심·수신’은 ‘지극히 선한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행(行)에 해당한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앎과 행함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지행은 신민의 단계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된

다. 신민의 조목인 ‘제가(齊家)·치국 (治國)·평천하(平天下)’는 ‘백성을 새

롭게 함에 있어 지극히 선한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 차

원의 앎과 행함을 가정과 국가, 더 나아가 온 천하에 이르기까지 미루어

확장한 것으로 극행(極行)에 해당한다. 권근은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의

198) 『고본대학』에 ‘백성을 친밀하게 한다[親民]’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자가 ‘백성을
새롭게 한다[新民]’로 바꾸었다. 주자는 사대부의 자기 혁신과 백성에 대한 지도를 강
조하며 지식인의 계도와 책임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백성을 새롭게 함’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최석기, 「양촌 권근의 『대학』해석과 그 의미」, 『한문학보』, vol.8,
2003, 84쪽. 주자는 전2장에서 인용된 「반명(盤銘)」, 「강고(康誥)」, 『시경(詩境)』
의 내용이 모두 새롭게 한다는 ‘신(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당연히 ‘친민’이 아닌
‘신민’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84쪽.
권근은 주자의 설을 기반으로 「대학지도」를 그렸으므로 그 역시 ‘친민’이 아닌 ‘신
민’으로 표기하였다.

199) 금장태, 『한국 유교의 정신』, (서울: 세창출판사, 2014), 72쪽.
200) 명덕(明德)은 우리에게 구비된 도덕 본심을 말한다.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
울: 휴먼북스, 2018), 87쪽.

201) 김동민, 「권근 『대학』 도설의 구조적 특징과 그 학술사적 의의」, 『한국철학논
집』, vol.62, 2019,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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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과 이를 바탕으로 실천에 옮기는 행동, 그리고 이를 사회적 차원으로

까지 확장202)한 극행의 관계를 체용·본말구조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설

명하였다.

또한 권근은 팔조목을 ‘공부[工夫, 노력]’의 단계와 ‘공효[功效, 성과]’

의 단계로 구분하여 공부를 통해 삼강령의 최종 목표에 도달할 것을 권

고한다. ‘격물·치지’의 공부는 ‘이미 지극한 선이 있는 곳을 아는’ 결과[功

效]로 나타난다. ‘성의·정심·수신’의 공부는 ‘지극히 선한 것을 차례로 행

하는’ 결과[功效]로 나타난다. 그리고 ‘제가·치국·평천하’의 공부는 ‘백성

을 새롭게 함[사회적 차원]에 있어 지극히 선한 것을 차례로 행하는’ 결

과로 나타난다. 팔조목에 따라 공부하는 과정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이

에 따른 결과는 자연스레 드러난다. 따라서 공부와 공효의 구분은 공부

를 본체로 하여 그 작용의 결과가 드러남을 보여준 것으로 이 둘의 관계

역시 체용의 구조로 파악된다.

그리고 권근은 ‘지지(知止)’에서 시작하여 ‘능득(能得)’으로 마무리되는

공부의 공효가 『대학』의 최종 목표인 지어지선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

임을 설명한다. 이는 주자의 『대학장구』 경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주자는 공부의 내용인 삼강령을 충실히 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

로서 공부의 효과가 ‘지지(知止)-유정(有定)-능정(能靜)-능안(能安)-능려

(能慮)-능득(能得)’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본다. 그는 이들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칠 곳을 안[知止] 이후에 정함이 있으니[有定] 정한 뒤에 능히 고

요하고[能靜] 고요한 이후에 능히 편안하고[能安] 편안한 이후에 능히

생각하고[能麗] 생각한 이후에 능히 얻는다[能得].203)

지지(知止)는 곧 그칠 곳을 아는 것이니, 이미 알면 마음속이 정해져

서 다른 것을 결코 찾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길을 갈 때 이 한 길로 갈

202) 금장태, 『한국 유교의 정신』, (서울: 세창출판사, 2014), 72쪽.
203) 朱熹, 『大學章句』, 經1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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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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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면 마음속이 저절로 정해지는 것이고, 만일 여기서 찾고 또 저

기서 찾는다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정(定)·정(靜)·안(安)·려(慮)·득

(得)의 다섯 가지는 공부의 공효가 드러나는 차례이지 공부하는 절목이

아니니, 그칠 곳을 알면 자연스럽게 서로 이어져서 드러난다.204)

주자는 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부를 통해 갈 곳을 알아 마음이

정해지는 지지(知止)에 다다르면 이를 시작[始]으로 定·靜·安·慮·得의 다

섯 가지가 공부의 공효, 즉 성과로서 자연스럽게 차례로 드러난다고 본

다. 이와 관련된 구절은 주자가 『고본대학』의 원문 중 착간(錯簡)이라

고 여겨 순서를 재편집한 부분이다. 송대의 동괴(董槐)나 명대의 황규봉

(黃葵峰) 등 후대의 학자들은 ‘知止而后有定’ 이하의 42자를 경1장이 아

닌 전5장 격물치지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주자의 설에 동의하지

않았다.205) 그러나 권근은 동괴와 황규봉 등의 주장에 반대하며 주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지장지도」에 지어지선을 더욱 자세히 기술

하였다.

(‘知止’의 한 구절이) 경(經)문에서 팔조목 앞에 있는 것은 이상할 것

이 없다. 이 절은 삼강령의 공부에 이어 知止의 공효를 말함으로써 명

명덕·신민이 지어지선을 얻은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1장은 공

부와 공효의 관계를 말한 것이다. 삼강령은 공부로써 말한 것이고, 이

구절은 공효로써 말한 것이며, ‘物有本末’ 한 구절은 공부와 공효를 겸

하여 결론지은 것이다.206)

이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권근은 주자의 해석대로 ‘지지-유정-능정-능

안-능려-능득’으로 이어지는 공부의 효과가 삼강령의 결과이므로 경1장

204) 朱熹, 『大學章句』, 經1章, “知止是識得去處, 旣識得, 心中便定, 更不他求. 如行路,
知得從這一路去, 心中自是定, 如求之此, 又求之彼, 卽是未定. 定·靜·安·慮·得五字, 是功
效次第, 不是工夫節目, 纔知止, 自然相因而見.”

205) 최석기, 「양촌 권근의 『대학』해석과 그 의미」, 『한문학보』, vol.8, 2003, 98쪽.
206) 權近, 『入學圖說』, 「大學指掌之圖」, “此節於經, 雖在八目之前, 是乃承章首綱領之
工夫, 而言知止之效, 以言明明德新民, 得止於至善也. 故經一章, 以工夫功效, 相間言之.
三綱領以功言, 而此節以效言. ‘物有本末’一節, 兼功效而結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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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지지(知止)는 격물과 치지 공부를 통해

드러난 공효[物格知至之效]의 시작점[始]이다. 그리고 능득(能得)은 명덕

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모두 지극한 선에 머물게 되는[明

明德新民皆得止於至善] 공효의 종착점[終]이다. 그리고 지지로부터 능득

에 이르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정(定)·정(靜)·안(安)·려(慮)의 네 가지는

지지에서부터 능득까지의 맥락 중에 자연스레 드러나는 공효[四者自知止

能得之脈絡皆以效言]이다. 따라서 지어지선은 삼강령의 하나이기는 하지

만 명명덕, 신민이 목표로 삼는 바이기도 하며,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신을 근본으로 한 이상적인 군주의 통치 모습을 형용하고 있기도

하다.

명명덕과 신민을 모두 포괄하여 이들의 목표로 제시된 지어지선은

‘지극한 선의 경지에 머문다’는 것이다. 권근은 「대학지도」에서 지어지

선을 ‘최상의 상태[極]’와 ‘스스로 새로워지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自

新新民]’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모두 주자의 이론과 개념을 따른 것이다.

다만 주자가 지어지선을 ‘본체와 작용의 기준[體用之準]’이라고 표현함과

달리 권근은 ‘본체와 작용의 목표[體用之標的]’라는 말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다르다.207)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어지선을 명명덕과 신민이

기준으로 삼는 목표이자 최종의 지향점이라고 여겼다는 점에서 그 근본

적인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명명덕과 신민이 실행을 통해 공부의

체용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면 지어지선은 그 실천의 최종적인 목적인 체

용의 목표라 할 수 있다.208)

권근은 「대학지도」에서 삼강령 중 명명덕과 신민의 체용과 본말 관

계, 팔조목에서의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지행 관계, 공부와 공효의 구분,

지지와 능득으로 일컬어지는 지어지선의 시종(始終) 등 『대학』에서 말

하고자 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방법과 절차를 간결한 그림으로 표현

하였다. 특히 그는 유가의 도덕 정치 실현을 위해 정치 주체인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마련된 항목인 삼강령209)을 체용구조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

207) 김동민, 「권근 『대학』 도설의 구조적 특징과 그 학술사적 의의」, 『한국철학논
집』, vol.62, 21쪽. 

208) 上同,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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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는 우선적으로 개인적 측면의 도덕적 본성[明

德]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며, 또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백성을 위한 덕치(德治)를 행하는 내성외왕(內聖外王)

의 이상적인 정치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구조적으로 잘 보

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 中和의 體用구조

「중용수장분석지도(中庸首章分釋之圖)」는 『중용장구』제1장의 요

지를 한 장의 도표로 그린 최초의 「중용도」210)이다. 이 도표에는 『중

용(中庸)』에 대한 권근의 이해가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주자의 『중용장

구(中庸章句)』와 『중용혹문(中庸或問)』을 근거로 하여 「중용수장분

석지도」를 그리고 『중용』을 해설하였다. 주지하듯이 『중용』은 『대

학』과 함께 『예기』의 한 편으로 구성되었다가 주자에 의해 경전으로

분리되었다. 주자는 『중용』의 형이상학적 담론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해설서인 『중용장구』와 『중용혹문』을 저술하였다. 『중용장구』의

첫 부분에 쓰여진 ‘중(中)’과 ‘용(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정자(程子)께서 말씀하시길, 치우치지 않는 것을 中이라 하고, 바뀌지

않는 것[不易]을 庸이라 한다. 中이란 천하의 바른 도(道)이고, 庸은 천

하의 정해진 이치[理]이다.211)

이 구절에 대한 주자의 설명에 의하면 중(中)은 하나의 이름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中의 첫 번째 의미는 감정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본체의 측면[未發]에서 ‘치우치지도 기울지도 않은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미 발현한 작용의 측면[已發]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것’

209)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88쪽.
210) 최석기, 「조선시대 『중용』해석의 양상과 특징-도설을 중심으로」, 『남명학연
구』, vol.60, 2018, 357쪽.

211) 朱熹, 『中庸章句』 首章 이전의 朱熹의 註, “子程子曰 不偏之謂中 不易之謂庸 中者
天下之正道 庸者天下之定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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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는 미발과 이발의 관점에서 中을 체용의 구조로 파악하였다. 더

불어 미발시의 수양방법으로 존양(存養)을, 이발시의 수양방법으로 성찰

(省察)을 제시하였다.212)

한편 용(庸)은 일상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는 것[不易]’이다. 먹고 마

시는 것과 같이 너무 일상적인 일이어서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잘 인식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 이는 지극히 평범한 일임과 동시에 그 무엇보

다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바로 일

상의 중요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평(平)’이란 의미를

첨가하였다. 용은 항구적이어서 바뀔 수 없기에[恒久不斷] 평범함[庸平常

也]과 동시에 천하의 정하여진 이치[天下之定理]’이다. 따라서 중용은 고

정불변의 중심이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같은 것이 아니

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면서도 항상성(恒常性)을 가지는 것이

다.213) 주자가 ‘중용’의 자세를 중시하는 면모는 『중용장구』序에서 잘

드러난다.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하니 정밀하고 한결같아야

진실로 그 중(中)을 잡을 수 있다.214)

형기지사(形氣之私)에서 유래하는 인심은 위태로워 악으로 귀착될 가

능성이 있다. 성명지정(性命之情)에 근원한 도심은 순선하나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인심이 악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도심을 확충

하기 위해 ‘윤집궐중(允執厥中)’해야 한다. 그래야 천리를 보존하여 ‘미발

의 중’을 잡을 수 있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중화(中和)’와 ‘시중(時

中)’의 중215)을 행할 수 있다. ‘윤집궐중’은 『중용』의 도(道)를 추구하는

것이고 인간은 이를 위해 천리를 부여받은 내면의 본성에 주목해야 한

212) 임헌규, 「주자의 『중용』해석에 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vol.55, 2014, 20
쪽.

213)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예문서원, 2018), 89-90쪽.
214) 朱熹, 『中庸章句』序,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215) 희로애락의 감정이 밖으로 발해서 내외가 알맞게 들어맞아 화합을 이루는 것이 ‘중
화(中和)’의 중이고, 이치에서 이탈되어도 그 ‘중’을 잃지 않는 것이 ‘시중(時中)’의 중
이다.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예문서원, 2018),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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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늘의 본성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용』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하늘[天]이 명한 것을 일컬어 본성[性]이라 하고, 본성[性]을 따르는

것을 일컬어 도(道)라 하고, 도(道)를 닦는 것을 일컬어 교(敎)라 한

다.216)

이 구절은 유학의 천명론(天命論)과 심성론(心性論)의 기반 위에 천

인합일(天人合一) 정신을 내포한다. 천(天), 성(性), 도(道), 교(敎)의 용어

로 천도(天道)와 인도(人道)가 서로 통한다는 점을 밝히기 때문이다. 하

늘이 인간에게 명한 것이 본성이므로 그 본성은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

그리고 그 본성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도(道)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이 교육[敎]이다.217) 『중용』은 인간 본성의 근원이 무엇인지, 더 나아

가 세계의 궁극적 근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형이상적 담론을 펼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것이 현실의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와

인간이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 해답은 바로 인간은 하늘의 본성을 기반삼고[體] 그 본성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야[用]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중용』은 체용구조에 기반한

형이상학적 담론을 통해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

한다.

권근은 『중용』의 핵심요체와 이에 관한 주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중용수장분석지도」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그가 주자

의 사상을 근간으로 삼은 것은 맞지만 이 두 사람의 『중용』분석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주자가 『중용』의 주요 개념 중 천명(天命)과 성

(性)의 관계 등 형이상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반면 권근은 도(道)와

교(敎)에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권근의 사상은 다음의 「중

용수장분석지도」에 잘 나타나있다.

216) 『中庸』,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217)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예문서원, 2018),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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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圖 12. 『입학도설』 「중용수장분석지도」

위의 도표에서 권근은 한가운데에 ‘천명(天命)’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아래로 ‘성(性)’, ‘도(道)’, ‘교(敎)’를 한 줄로 배열하며 ‘이들 셋은 모두 천

(天)에 근거한다[三者皆本於天]’고 하였다. 이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를 간명하게 표현한 것

이다. ‘성(性)’, ‘도(道)’, ‘교(敎)’가 모두 천(天)에 근거한다는 도식의 하단

중앙에는 ‘도불가수유리(道不可須臾離)’가 표기되어 있다. ‘도(道)는 잠시

218) 이상곤, 「『입학도설』의 전집 도상 복원과 디지털화」, 『열린 정신 인문학연
구』, vol.12, 2011,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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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의미의 ‘도불가수유리’를 상단에 표기하

고 제일 밑에 ‘교(敎)’를 표기하였다는 것은 권근이 『중용』을 해석할

때 ‘도(道)’와 ‘교(敎)’를 중심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219) ‘도불가수유리’

의 바로 아래쪽에는 성(誠)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방법인 ‘경(敬)’이 배치

된다. ‘경’을 중심에 두고 양쪽에 동정(動靜)시에 행할 수 있는 수양의 두

기본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측에는 마음을 간직하고 성품을 배양하는 ‘존

양(存養)’의 공부, 좌측에는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살피고 반성하는 ‘성찰

(省察)’의 공부를 배치하여 고요할 때[靜]와 활동할 때[動]의 공부를 구분

하였다.

‘존양’의 공부를 통해 천리를 보존[存天理]할 수 있는데 이 때 천리

(天理)는 심(心)의 체(體)로서의 리(理)를 간직한 성(性)이다. 이는 아직

감정이 나타나지 않은 미발 상태의 ‘中’으로 천하의 대본[天下之大本]이

된다. ‘성찰’의 공부를 통해 인욕을 금하게[遏人欲] 되면 도(道)를 간직한

기(氣)가 심(心)의 용(用)으로서 작용한다. 이는 감정이 일단 밖으로 발

하여 내외가 합치된 중절(中節)의 ‘和’로 천하의 달도[天下之達道]가 된

다.220) 이는 하늘의 도(道)를 깨우치고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배우고 가

르치는 과정, 즉 교육에 무게를 실었다는 의미이다. 그는 「중용수장분석

지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삼가 생각건대], 『중용』은 도(道)를 전한 책이고, 가르치는

[敎]자의 일이며 배움이 그 속에 들어 있다. 도(道)는 하늘[天]에 근본

한 것으로,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바대로 갖추어져 있고, 가르침

[敎]은 도(道)를 닦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因)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첫 장에서 명(命)·성(性)·도(道)·교(敎)를 다 거론하여

차례대로 말한 것이다. 그런 뒤에 하나의 ‘道’자를 끌어내니 도체(道體)

는 어느 곳엔들 있지 않음이 없다.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서 잠깐 사이일지라도, 또 그윽하고 은밀하고 미세하여 혼자만 아는 경

지일지라도 모두 이 도가 존재하니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군자는 존

219) 최석기, 「양촌 권근의 『중용』해석과 그 의미」, 『남명학연구』, vol.17, 25쪽.
220) 금장태, 『한국 유교의 정신』, (서울: 세창출판사, 2014), 72-73쪽.



- 90 -

양(存養)과 성찰(省察)의 학문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221)

윗 글에서 권근은 『중용』을 가리켜 ‘도(道)를 전하는 책[傳道]’이고

‘가르치는[敎]자의 일’이라고 하였다. 하늘에 근본한 ‘도(道)’는 하늘이 부

여한 나의 본성이고, 본성을 따라 내 안의 도(道)를 닦고 수양하는 것이

배움이다. 권근은 도(道)가 은미(隱微)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존양과 성

찰의 수양을 통해 끊임없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애써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존양과 성찰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도

(道)를 가르치는 것과 배움을 실천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피력한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는 경계하고 두려워하여[愼懼] 천리를

보존해서 중(中)을 이룩하고, 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삼가여[愼獨] 인욕을 막아서 화(和)를 이룩해 잠시도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장의 요지[大指]는, 도는 포함하지 않음이

없고 가르침이 그 사이에서 행하는데 가르침이 행하는 바는 곧 배움이

있는 곳이다. 배우는 자들이 능히 이 가르침을 따라 학문을 하는 공력

을 기울이면 가르침은 나를 말미암게 될 것이고,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지는 지극한 공효도 거의 순순히 이룩할 수 있을 것이

다.222)

권근은 교육을 통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存天理 遏人欲]하

여 ‘중화(中和)’의 도(道)에 이를 것을 권고한다. 배우는 자는 늘 경계하

고 삼가는[戒愼] 자세와 두려워[恐懼]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中)과 화(

和)223)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배우는 자가 이 가르침을 잘 따르고

221) 權近, 『入學圖說』, 「中庸首章分釋之圖」, “[愚按] 中庸 傳道之書 敎者之事, 而學
在其中. 道本乎天而備於我之所受, 敎修於道而因其我之所有. 故章首備擧命性道敎而歷言
之. 然後單提道字, 以明道體無所不在, 雖不睹不聞暫時之頃, 幽隱細微獨知之地, 皆此道
之所存 而不可忽之意 而言君子存養省察之學.”

222) 權近, 『入學圖說』, 「中庸首章分釋之圖」, “所以敎學者 戒懼而存天理以致其中, 愼
獨而遏人欲以致其和, 不使须臾之或離也. 故此章大旨 道無不包, 而敎行乎其聞 敎之所行
卽學之所存也. 學者 苟能因是敎 而致其爲學之功則敎將由我, 而位育之極效庶可以馴致
矣.”

223) 『中庸』, “喜怒哀樂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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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다독였을 때 지극한 공효(功效), 즉 배움의 성과가 있어 이상적

인 인간·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천도[體]와

인도[用], 도[道, 體]와 교[敎, 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中, 天下之大

本]과 화[和, 天下之達道] 등 『중용』의 가르침을 체용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한편 권근의 『중용』이해는 앞서 후한 말의 정현(鄭玄)이 『중용』

을 ‘공자가 행한 성덕’으로 이해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정현은

『중용』을 가리켜 ‘공자가 행한 성덕(聖德)을 그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밝힌 책’이라고 칭하였다. 그는 도(道)의 기원을 밝히는 형이상학적 측면

보다 현실적으로 도(道)를 실천하고 행하는 수양의 측면에서 책의 내용

을 해석하였다. 반면 주자는 『중용』을 ‘요·순으로부터 내려오는 심법

(心法)을 공자가 전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도통(道統)’의 근거224)로

삼았다. 그는 도의 기원과 도통의 연원을 찾는 형이상학적 측면에 초점

에 맞추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도(道)’와 ‘교(敎)’를 중시한 권

근의 『중용』이해는 현실적·실천적 측면을 함께 강조한 정현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권근은 「중용수장분석지도」에서 존양(存養)과 성찰(省察), 미발의

중(中)과 중절의 화(和), 심 안의 리(理)와 기(氣), 공부와 공효 등의 복

잡한 이론을 쉽고 간결한 도설을 작성하여 체용구조로 분명히 설명하였

다. 특히 그는 체용의 논리로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 중에서도 ‘도(道)’를

닦고 수양에 힘쓰는 ‘교(敎)’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그가 체용 구조를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희·노·애·락이 아직 발현하지 않은 것을 중
(中)이라 하고, 발현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고 한다. 中은 천하의 큰 근
본이고, 和는 천하에 두루 미치는 도이다. 中·和를 이루면 천지가 제 자리에 있게 되
고 만물이 육성된다. 임헌규, 「주자의 『중용』해석에 관한 고찰」, 『동양고전연
구』, vol.55, 26쪽.

224) 주자는 『중용장구』서문에서 ‘자사가 도학이 실전(失傳)될 것을 염려해 이 책을 지
었다’고 하였다. 朱熹, 『中庸章句』 序, “中庸 何爲而作也 子思子憂道學之失其傳而作
也.” 그는 요(堯)가 순(舜)에게 전한 道는 ‘윤집궐중(允執厥中)’이었으며, 순이 우(禹)에
게 전한 道는 ‘인심유위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궐중(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
執厥中)’ 16자였는데 이것이 공자로부터 자사, 맹자에게로 이어져 결국 주자 자신에게
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최석기, 「양촌 권근의 『중용』해석과 그 의미」, 『남명
학연구』, vol.17,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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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도[道, 體]를 바탕으로 배움[敎, 用]에 힘쓰는 교학(敎學)에 중점을

두었음을 보여준다.225)

『중용』은 인간이 지속적인 교육과 수양을 통해 ‘윤집궐중(允執厥

中)’할 것을 독려한다. ‘윤집궐중’하여 중용·중화의 자세를 갖춘 인간은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시조지의(時措之宜)’의 권도(權道)를 행하는 이

른바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나 하늘의 도인 성(誠)226)을 이룩

한 성인(聖人)은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중용』이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

는 ‘성(誠)’을 이루기 위해 ‘성(誠)하려는 것[誠之]’이 인간의 도리이며, 이

과정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성장하게 이끌기 때문이다.

225) 최석기, 「양촌 권근의 『중용』해석과 그 의미」, 『남명학연구』, vol.17, 27-30쪽.
226) 성(誠)은 일반적으로 성실 혹은 성심, 성의 등으로 번역하지만 유가철학에서 성 개
념은 단순한 윤리적 개념이 아니다. 『중용』에서의 성 개념도 성실함이나 정성됨을
넘어, ‘존재의 시작과 끝[物之始終]’이며, ‘하늘의 도[天之道]’라고 성을 묘사한다. 김병
환, 『신유학 강의』, (서울: 예문서원, 2018), 95쪽. 성은 윤리적 덕목일 뿐 아니라 하
늘의 도이다. 이런 『중용』의 성 개념은 주돈이 『통서』의 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주희에게서 진실무망(眞實無妄)으로 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된다. 다만,『대학』에서도
역시 의(意)와 함께 성이 거론되었지만 여기에서 쓰인 성은 주로 ‘그 뜻을 정성되게
한다[誠其意]’에 그 뜻이 한정되어 있어 이 점은 『중용』에서의 성과 구분된다. 김병
환, 『동양윤리사상강의』, (서울:새문사, 2017),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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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권근 『入學圖說』의 도덕교육적 함의

그림을 통해 성리학의 핵심 원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개론서로

서 『입학도설』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저술이다. 권근이 유배지

에 찾아온 많은 유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성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효과

적인 교수 방법을 고심한 결과물로 저술한 책이기 때문이다. ‘초학자’라

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애쓴

스승 권근의 노력과 자세는 향후 후학을 양성할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될 사범대생이 반드시 배우고 갖추어야할 덕목이다. 또 이 책 자체가 가

지는 교육적 가치와 더불어 그 안에 내포된 권근의 사상은 상당한 도덕

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체용론적 구조를 바탕으로 살펴본 권근의 사상은 ‘천인합일’이라는 주

제로 일이관지(一以貫之)된다. 인간에게 선한 본성을 부여하는 존재인 하

늘[道德天]이 바로 인간이 따라야 할 본체[體]가 되고, 인간은 이에 따라

하늘의 도인 성(誠)을 이루고자 노력[誠之/用]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권근이 힘써 강조하는 ‘경(敬)’이다. 그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의 수양방

법으로 부단히 도덕적 수양에 힘쓸 것을 강조한다. 이 때 다양한 경의

수양방법은 현재 도덕 교육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227)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인성교육을 대표하여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IEE) ’을 제시한 나바에츠(D. Narvaez)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권근의 사상들을 관련된 주

요 성리학 개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수렴(收斂)’과 ‘정제엄

227) 인성교육이란 ‘인간으로서 필요한 올바른 덕성을 바탕으로 타인과 사회 속에서 함
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의 습관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
다.(신재한·김상인, 『4차 산업혁명시대 인성교육의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19),
39쪽.)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을 도덕과의 일차적 목표로 삼으며 도덕과 공통의 성격을 ‘학교 인성교
육의 핵심 교과’로 명시하였다.(교육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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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整齊嚴肅)’, ‘주일무적(主一無適)’과 ‘상성성(常惺惺)’ 등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경의 주요 수양 방법들이 현대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마음챙

김(mindfulness)’ 도덕의 실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

리고 시의적절한 ‘권도(權道)’의 실천과 ‘지행병진(知行竝進)’의 강조가 윤

리적 노하우(know-how)를 능동적으로 체화(體化)한 도덕적 전문가를 양

성하는데 일조(一助)함을 밝힌다.

1. 도덕적 마음챙김(mindfulness) 명상과 경(敬)

최근 교육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기의 도래로 인한 학습환경의 변

화에 따라 지식 자체보다는 그것을 습득하고 내면화하여 실천으로 옮기

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학습자의 능동적 태도를 강조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도덕과 교육에서도 학습자 내면의 성장과 자

아의 발견, 지식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능력, 이를 토대로 건전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자세 등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가고, 일상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윤리적으로 성

찰’하는 윤리적 성찰228)을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서의 자질로

설명하였고, 이를 수행할 방법으로 명상으로서의 ‘마음챙김(mindfulness)’

이 현대 도덕 교육론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마인드풀니스’라고도 불리는 마음챙김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바

로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판단과 반응을 멈추고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의미하며, ‘매 순간순간의 알아차림(moment-by

-moment awareness)’으로 정의할 수 있다.229) 즉 마음챙김은 생각과 욕

구를 멈추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230) 이를 통해 마음의 움직임을 아무런 편견 없이 들여

228) 교육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3-4쪽.
229) Kabat-Zinn, J.(1990), Full Catastrophe Living: using the wisdom of your body
and mind to face stress, pain, and illness, 장현갑 외 역,  『명상과 자기치유 상』,
(서울: 학지사, 1998), 10쪽.

230) 정창우, 『21세기 인성교육 프레임』, (서울: 교육과학사, 2019),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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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거나 순간의 마음에 집중하여 내면을 통찰하며 내 안에 있던 선입견

이나 탐욕, 분노 등을 다스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

어231), 마치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이 내면에서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와 정서 반응을 메타적으로 알아차리며 조절할 수 있게 된

다.

이 같은 마음챙김은 존 카밧진(J. Kabat-Zinn)이 환자 치료를 위해

시작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MBSR)’에서 시작하여232), 마음챙김의 수행 방법인 ‘마

음챙김 명상’으로 이어져 발전하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마음챙김이 인간

마음에 근거한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를 가장 세련되게 발전시

키고 수행해 온 것이 불교이기에 불교의 바탕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한다.233) 실제로 마음챙김은 불교 수행의 핵심인 명상을 뜻하는 ‘사띠

(sati)’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챙김은 이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보더라도 더 넓은 사상 속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사유나 실

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일부는 마음챙김에 불교적 색채가 있

다고 여기기도 한다. 특히 기독교적 전통에 강하게 노출된 개인이나 그

룹일수록 마음챙김의 불교적 기원에 대해 편견을 갖는 경우가 있다.234)

마음챙김이 종교적 색채를 벗고 교육에 적용되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는 보다 종교 중립적인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

학의 ‘경(敬)’ 공부를 마음챙김의 방법으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러나 마음챙김이 종교적 색채를 벗고 교육에 적용되어 효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보다 종교 중립적이고도 오랜 전통 속에서 수양 방법으로 검증되

고 이어져온 유학의 ‘경(敬)’ 공부를 마음챙김의 방법으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235) 더구나 경 공부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 속에서 수양

231) 上同.
232) Kabat-Zinn, J.(2012), Mindfulness for Beginners, 안희영 역, 『존 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서울: 불광출판사, 2012), 25쪽.

233) 황금중, 「마음챙김(mindfulness) 기반 교육: 기본 설계와 방향」, 『교육철학연
구』, vol.41, 2019, 222-223쪽.

234) 동양윤리팀의 한 현장 교사는 학부형으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실제로 받았다는 경험
을 필자에게 토로한 적이 있다. 전화를 받고서야 마음챙김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사
실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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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검증되고 이어져 온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

1) 수렴(收斂)과 정제엄숙(整齊嚴肅)

권근을 포함한 성리학자들은 경(敬)을 통해 성(誠)에 도달할 수 있다

고 본다. 『중용』에서 “성(誠)은 곧 천의 도[天道]이고, 이를 성(誠)하게

하는 것[誠之]은 사람의 도[人道]”라고 한 것처럼 인간은 천도를 길잡이

삼아 인도를 세워야하고 이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이 곧 천인합일을

이루어 성에 도달한 상태의 이상적 인간, 성인(聖人)이 된다. 성인은 이

상적 인격상이지만 일단 이런 경지에 오르면, 자신의 생각대로 하여도

道에 어긋남이 없고, 힘쓰지 않고도 道에 맞으며, 조용한 가운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道에 맞는 삶236)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공자의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

不踰矩)’의 경지나 일반인이 아닌 정호와 같이 성인의 경지에 든 사람을

가리켜 주자가 말했던 ‘심시리(心是理)’237)의 경지를 묘사한 것이다.

권근사상의 근원인 주자는 마음의 혼란한 상태를 벗어나 안정을 찾고

마음 속의 理가 확연히 드러내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주경함양(主敬涵

養)’을 강조하였다. 그는 ‘주경’의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수렴(收斂)’이다. 수렴은 본래 정이의 제자 윤돈(尹焞)이 강

조한 것으로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헛된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것[其心

收斂不容一物]’238)을 뜻한다. 마음이 외부의 사물 또는 사건과 접하여 마

음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인데,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휘둘리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고, 점차 그 감정과 감정을 일으킨 사건에 집착하게 되어 마음의 평안

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 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요청되는 방법이 바

로 수렴이다.

235) 김철호, 「도덕적 명상으로서의 경(敬)」, 『동양철학연구회』, vol.81, 2015, 144쪽.
236)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96쪽.
237) 上同, 313-314쪽.
238) 上同, 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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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역시 과거에 스승 이통(李侗)에게 서신으로 마음의 평안 문제를

술회하며 근심을 털어놓았는데 이에 대한 스승 이통의 답은 다음과 같

다.

자네[주자]가 보내준 편지에는 “일에 대처할 때 마음이 동요되니 곧

내외가 단절되어 서로 관통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네. 이 문제점은

정좌(靜坐)할 때에 마음 속을 수렴(收斂)하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를 모아야 하네.239)

이 답신에서 이통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을 찾기 위해 정좌와

수렴을 통해 마음을 안으로 모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고요하게 앉아[靜

坐] 마음을 모으는[收斂] 이 방법은 ‘판단중지(non-judging)’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동요케 하는 일에 대해 판단을 중지하고 ‘지금 현재

(present moment)’에 주목해야 함240)을 뜻한다. 이는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판단을 하지 않고 머무르며 생각과 욕구를 멈추고 철저하게 ‘나’

를 내려놓는 마음챙김 명상241)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정좌 명상(sitting

meditation)을 명상법의 핵심으로 삼았던 카밧진의 설명242)에도 부합한

다.

정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르게 하여 조용히 앉는다는 의미이

며, 경의 또 다른 뜻인 정제엄숙(整齊嚴肅)과도 연결된다. 정제엄숙은 경

239) 朱熹, 『李延平集』卷2, “承諭處事擾擾便似内外離絶不相該貫, 此病可於靜坐時收攝,
將來看是如何, 便如此就偏著處理㑹.” 주희가 이통으로부터 젊었을 때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자신만의 이론을 세워 이통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런 기
존 주장을 비판하고 이통의 영향이 주희 중화신설 형성에도 미쳤다는 주장이 최근 제
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병환, 「주희는 도남학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공자
학』vol.40, 2020, 69-104쪽 참조.

240) 정환희, 「성리학적 마음공부론의 현대적 해석」,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vol.27, 2018, 88쪽.

241) 정창우, 『21세기 인성교육 프레임』, (서울: 교육과학사, 2019), 38쪽.
242) 카밧진은 정좌를 공식명상법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이
완된 자세를 취하여 움직이지 않은 채 평안함을 느끼면서 어떤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이라는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Kabat-Zinn, J.(1990), Full
Catastrophe Living: using the wisdom of your body and mind to face stress, pain,
and illness, 장현갑 외 역,  『명상과 자기치유 상』, (서울: 학지사, 1998), 10-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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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함에 있어 정이가 강조한 것으로 ‘몸을 단정하게 하고 생각은 엄

숙하게 하는 것’이다.243) 이는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모습과 자세도 내

면적 측면 못지 않게 단속해야 함을 나타낸다. 인간의 마음은 몸과 항시

함께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크게 준다. 따라서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바

른 자세를 갖추어야 마음도 차분하고 바르게 될 수 있다.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에도 잠에서 덜 깬 부스스한 얼굴로 수업에 임한다면 금방 자세

가 흐트러지고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웃어른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서로 보이지 않지만 예를 갖추어 통화하는 것은 공경과 겸손의 마음과

말투가 예절 바른 몸가짐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제엄숙은

내면의 품성을 기르고 인성을 바르게 하기 위한 외면의 수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듯 심신(心身) 내외를 모두 다스려 마음의 안정

과 평안을 찾아 ‘주경’하고자 함은 감정을 동요케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

고 철저하게 내면을 통찰하는 현대의 ‘마음공부’, ‘마음챙김’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자의 성리학을 힘써 따른 권근 역시 마음 안의 체(體)인 리(理)를

지각하고 함양하여 간직한 성(性),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 부지런히 ‘경’에

힘쓸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그는 「중용수장분석지도」에서 ‘경(敬)’자를

한 가운데 배치하였다. 『중용』을 설명하면서 『중용』에 나오지 않는

‘경’자를 이렇게 중시한 것에서 경 공부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잘 알 수 있

다. 그는 ‘경’에 대해 ‘상존경외(常存敬畏)’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계신

(戒愼)·공구(恐懼)·신독(愼獨)을 ‘경’ 한 글자로 집약해서 말한 것으로 보

인다. 결국 경 공부란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몸과 마음을 수시로 단속하고 바르게 하는

수렴과 정제엄숙의 실천방법이다.

자네[군자]는 능히 경(敬)으로써 그 도를 닦지만, 일반 사람들[중인]

은 욕심에 가려 혼미해서 오직 악을 좇는 것이다.244)

243)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320-321쪽.
244)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君子能敬以修其道 衆人以欲以迷唯惡之
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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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道心)은 오직 미묘하다 한 것이니 이는 반드시 경(敬)으로 주관

하여 확충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인심(人心)은 오직 위태로운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더욱 특별히 경(敬)으로써 주장하여 다스려야 한

다.245)

내가 듣건대 선생은 경전(經典)을 통하고 도(道)를 즐기며 바름[正]을

지키고 떳떳함[常]을 가지니 이것이 이른바 징심(澄心)이다. 대개 천리

를 함양함으로써 겸허한 마음으로 경(敬)에 힘쓰고, 물욕(物欲)의 더러

움을 없앰으로써 마음을 깨끗하고 맑아지게 하면 천리가 유행(流行)하

고 인욕이 깨끗이 없어진다는 것이다.246)

권근은 중인들이 욕(欲)에 이끌려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감정에 휩

쓸려 금수(禽獸)와도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하고, 존양(存

養)과 성찰(省察)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존양은 천리를 보존하

는 것으로 정(靜)할 때의 공부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 심에 집중하고 깊

이 침잠(沈潛)하여 자신 안에 내재한 심의 체인 리를 지각(知覺)하고 함

양(涵養)하여 간직한 성(性)을 보존하는 것이다. 존양 공부를 통해 마음

속의 천리를 보존했을 때 이를 미발의 중[未發之中]이라 하고 보존된 천

리는 천하의 대본(大本)이 된다. 천하의 대본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본체

가 되는 것으로 어떤 미혹된 것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인욕을 제어

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 성찰은 밖에 존재하는 사물과 접촉하여 마음이

움직일 때, 즉 동(動)할 때의 공부이다. 외부의 사물에 감응하여 활동을

시작한 심의 감정이 절도에 맞게 표현되는 것을 중절의 화[中節之和]라

고 하며 이는 천하의 달도(達道)에 이른다.

감실(龕室)에 고요히 앉아있으니[靜坐] 마음이 차분해진다.247)

245)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道心唯微必當主敬以擴充之. 人心唯危尤
必當主敬以克治之.”

246) 權近, 『陽村集』, 卷18, “吾聞先生通經而樂道 守正而有常 是其所謂澄心. 盖以天理涵
養 虗中而主敬 以去物欲之汚 方寸之閒瀅澈光明 天理流行人欲淨盡云耳.”

247) 權近, 『陽村集』, 卷2, “一龕靜坐心灰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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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반드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본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이것을 보존함으로써 그 본연의 바름

을 지키게 하고, 이러한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사물에 응하는

때에 그것을 살핌으로써 자라나려고 하는 욕심을 막도록 해야 하니, 그

러한 다음에야 체·용이 아울러 온전해지고 내·외가 서로 길러져 학문의

도를 얻게 될 것이다.248)

위의 구절에서 고요한 가운데 본체를 보존하는 것은 정(靜) 가운데

천리를 보존하는 존양 공부를 뜻하는 것이고 사물에 응할 때에 천리를

살펴 인욕을 막는 것은 성찰 공부를 뜻하는 것이다. 존양과 성찰은 이렇

듯 각기 따로 이루어지는 공부가 아니라 내외(內外)를 아우르며 함께 이

루어진다. 내면의 체를 기반으로 외부 사물에 응하는 작용을 해야 하기

에 내 안의 천리를 보존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사물물에의 적용

은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공부이며 올바른 삶의 자세가 된다.

2) 주일무적(主一無適)과 상성성(常惺惺)

‘경’의 또 다른 뜻은 ‘주일무적’이다. ‘주일’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

다는 뜻이고, ‘무적’은 마음이 순일하여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뜻이다.249)

주일무적을 경의 수양방법으로 제시하여 처음으로 강조한 이는 정이이

다. 정이는 공부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마음[심성]공부

인 ‘함양(涵養)’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 공부인 ‘치지(致知)’이다. 이때 마

음 공부에 해당하는 함양은 ‘나를 한결같게 하는 것[涵養吾一]’이고, 이는

곧 ‘마음을 전일(專一) 또는 주일(主一)하게 하는 것’이다.250)

248)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故必使學者知有是體而存之於至靜之中
以守其本然之正, 知存是用而察之於應物之際以遏其將然之欲, 然後體用兼全內外交養而學
之爲道得矣.”

249)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320쪽.
250) 上同,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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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게 주재함[主一]을 일러 경이라 한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음[無適]을 일러 일(一)이라 한다. 또한 함양하여 한결같게 한다는 것

은, 한결같게 하면 서로 분열되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251)

정이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주자 역시 경의 수양방법으로서의 주

일(主一)을 강조한다.

지금 본성이 선하다고 말하지만, 하루 동안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수많은 계산이 생기니, 어떻게 선할 수 있겠는가?252)

동(東)에 머물면서 서(西)로 가지 말며 북(北)에 머물면서 남(南)으로

가지 말라. 일[事]에 임할 때 마음을 간직한 채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라. 두 가지 일이라고 마음을 두 갈래로 하지 말고, 세 가지 일이라

고 마음을 세 갈래로 하지 말라.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하여 만 가지

변화를 살펴라.253)

여기에서 주자는 주일(主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며 마음을 하나로

[專一] 하여 다양한 사건과 사물에 대처해야 함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

들은 어떠한 일에 처하였을 때 이전의 마음 상태가 평온했다 하여도 이

내 마주한 사건으로 인해 산만해진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도덕

성을 해이하게 만드는 갖가지 생각들이 머릿속과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점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경계심을 잃고 나태해질 수 있다. 평소 정직하

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학생이라도 수행평가를 깜빡했다

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급한 마음에 친구의 것을 베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또 친한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좀 더 잘 보았다는 이유로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와 같은 사례이다. 그런데 평

소 주일무적을 행하여 마음이 산만하지 않고[無適] 하나에 집중[主一]할

251) 程顥·程頤, 『二程遺書』卷15, “所謂敬者 主一之謂敬 所謂一者 無適之謂一 且欲涵泳
主一之義 一則無二三矣.”

252) 朱熹, 『朱子語類』卷12, “今說性善 一日之間 動多少思慮 萌多少計較 如何得善.”
253) 朱熹, 『朱熹集』卷85, “不東以西, 不南以北, 當事而存, 靡他其適. 弗貳以二, 弗參以
三. 惟心惟一, 萬變是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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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면 정서가 편안해지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254) 이

렇듯 정이와 주자가 경의 수양방법으로 줄곧 주장해온 전일(專一) 혹은

주일(主一)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마음챙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주

의력(attention)에 대한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을 내포하고255) 있음

을 알 수 있다.

내 마음을 동요시키고 집착하게 만드는 일[事]이나 사람, 또는 사물

[物]을 마주하였을 때, 마음에서 소용돌이치는 사려분요(思慮紛擾)를 다

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에 여기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면을 통

찰하고자 하는 철저한 자기의지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느낀 불안감과 부담감, 스트레스를 떨쳐 내기 위해 훌쩍 힐링

여행을 떠나거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심적인 불안감을 호소해 보기도 한

다. 그럼에도 그 무거운 마음을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가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지금 현재의 온전한 자신을 객관적으로 통찰할

자신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마음챙김은 주의력을 집중하는

자기의지력을 활용하여 순간순간마다 생각, 기분,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관찰하고 주의를 살피면서 ‘지금 현재’를 직관할 것을 요구한

다.256)

한편 주일무적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았지만 또다시 집중력이 흩어져

있을 때가 있다. 이 때 자꾸만 어딘가로 흘러가는 마음을 다잡고 시시각

각 미세하게 변화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놓치지 않고 지각하기 위해

주일무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상성성(常惺惺)’이다. 정이

의 문인 사량좌(謝良佐)가 강조한 ‘상성성’은 정신이 늘 깨어있다는 의미

로 내심을 일종의 경각(警覺) 상태로 유지하는 것257)이다. 산만한 마음

상태나 마음의 동요와 관련한 주자와 제자들의 문답에도 주자가 ‘깨어있

254) 즉, 학생들이 교실에서 거경(居敬) 명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
으로 훈련하면 학생들의 정서가 편안해지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255) Bishop, S. R. et al.(2004), “Mindfulnnes: A Proposed Operation Definiton”,
Clinical Psycholgy: Science and Practice, vol.11, 2004, p.232.

256) 정환희, 「성리학적 마음공부론의 현대적 해석」,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vol.27, 2018, 91쪽.

257) 김병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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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중시하였음이 드러난다.

원사(元思)가 물었다. 경을 유지하려해도 쉽게 산만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하였다. 단지 불러일으키기만 하면 곧 여기에 있게 된

다.258)

그러므로 마음이 항상 깨어 있으면 저절로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진

다.259)

주자는 마음이 산만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제자에

게 ‘불러일으키면 여기에 있게 된다.’거나 ‘깨어있으면 저절로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진다.’라고 하며 자각하여 깨어있어야 한다고 답해주었다. 깨

어있음[常惺惺]은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 지금 현재의 자신에게 다시금

집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일무적’과 ‘상성성’을 통해 마음을 바

르게 하고 늘 깨어서 자신의 일상을 반추해보아야 함은 권근의 ‘경’ 사상

에서도 잘 드러난다.

권근은 「천인심성합일지도」에서 인체의 모양과 흡사한 그림을 그려

서 설명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순선한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내려받은 본

성(性)과 인의예지신이라 칭하는 오상의 덕을 품고 있으므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 길이 쉬

운 것은 아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근거[體]로 삼아 이것을 일

상생활에서 행동으로 발휘[用]해야 하는데 인간에게는 본성인 理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형질인 氣도 함께 존재하기에 언제든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다음의 인용문과 같이 본성과 형질이 함께 존재하는 인

간을 성인, 군자, 중인으로 구분하여 군자와 중인이 경(敬)으로써 수양해

야 함을 밝힌다.

258) 朱熹,  『朱子語類』卷12, “元思問 持敬易散漫 如何. 曰 只喚著, 便在此.”
259) 朱熹,  『朱子語類』卷12, “故心常惺惺, 自無客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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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성(誠)에 지극하여 그의 도(道)는 천(天)과 같고 군자는 경

(敬)으로써 도(道)를 담을 수 있으며, 중인들은 욕(欲)에 가리워 혼미해

서 오직 악을 좇는다.260)

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의 발함에는 선(善)과 악

(惡)의 구분이 있으니 경(敬)을 주로 하여 선에 이르고 악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261)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경(敬)으로써 마음 속을 바르게 하여 혼매함을

물리치고 다시 밝음을 회복시켜야 한다.262)

그러므로 군자는 고요히[靜] 있는 중에 반드시 마음을 다잡고[操存]

함양(涵養)하는 공부[功]를 더하고, 움직이는[動] 중에는 반드시 성찰(省

察)하고 능히 다스리는 힘을 다한다.263)

주경(主敬)의 공부가 조금도 끊김이 없으면 그런 연후에야 천리(天

理)가 항상 보존된다.264)

성인은 이미 지극한 경지에 이른 자이지만 군자와 중인은 그렇지 않

다. 군자는 유혹에 빠져 악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성(誠)의 경지에 이르

기 위해, 자포자기(自暴自棄)하지 않고 금수(禽獸)와 같은 처지에서 벗어

나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265) 경(敬)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고 부지런

히 수양하여 본래 가지고 있는 순선한 본성[밝음]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때 자신의 삶 속에서 미혹됨이 없었는지, 유혹에 빠져 바르지 않은 생각

과 행동을 행여 실수로라도 하지 않았는지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

260)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聖人至聖 道與同天 君子能敬 以修其道
衆人以欲而迷 惟惡之從.”

261) 權近, 『陽村集』, 卷21, 崔子固說後, “捨則亡者此心也. 此心之發 有善惡之殊 不可不主敬而實其善
而去其惡也.”

262) 權近,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學者要當敬以直內 去其昏而復其明也”.
263) 權近, 『陽村集』, 卷21, “故君子於其靜也 必加操存涵養之功, 其動也 必致省察克理之
力.”

264) 上同, “主敬之功無少間. 然後天理常存.”
265) 정대환, 「권근 성리학의 구조와 특징」, 『중국철학』, vol.3, 1992, 267-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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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면의 본성을 찾고자 집중하는 자세는 바로 ‘주일무적’과 ‘상성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주일무적’과 ‘상성성’은 윤리적 기술의 체화(體化)를 강조한 나바에츠

의 ‘마음 챙김을 위한 기술’과도 관련이 있다. 그녀는 ‘마음 챙김을 위한

기술’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감정에 대한 자기 인식’, ‘매 순간

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습관 형성에 대한 자기 모니

터링’이다.266) 첫째, ‘감정에 대한 자기 인식’은 자신을 옭아매던 모든 외

부의 것들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순간순간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주일

무적’과 그 의미가 상통한다. 둘째, ‘매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이 늘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상성성’과 일맥상통한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습관 형성에 대한 자기 모니터링’ 역시 수시로 다른 곳

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것이므로 ‘상성성’과

관련된다. 결국 ‘주일무적’과 ‘상성성’으로 대변되는 권근의 경 담론은 나

바에츠의 ‘마음챙김을 위한 기술’과 유사하다.

이렇듯 경 담론과 마음챙김 명상은 자각과 통찰, 그리고 내면에의 집

중 등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경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

가 중요한 도덕 교육적 시사점이 있다. 바로 천인합일이라는 궁극적 목

적을 향한 도덕적 수양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경의 수양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취해야 할 자세와 행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

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인간 내면의 본래성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여

도덕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경을 통한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천인합일을 이룬 성(誠)

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신의 도덕적 가능성을 포기하고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

던 사람들에게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마음공부’에 능동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원동력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66) 정창우, 「나바에츠(D. Narvaez) 도덕발달 이론의 특성과 도덕교육적 함의」, 『도
덕윤리과교육』, vol.37, 2012, 344쪽.



- 106 -

2. 윤리적 노하우(know-how)의 체화(體化)

나바에츠는 인성발달과 교육에 관한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

(Integrative Ethics Education: IEE)’을 제시하며, 윤리적 기술(ethical

skills)을 전문가 수준으로 교육하는 것을 이 모형의 목표로 삼는다.267)

여기에서의 기술은 전문 지식[기술, expertise]으로 단순한 기술적

(technical) 역량, 또는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명

백하게 드러나는 숙련된 이해를 의미하며, 도덕적 추론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의 경험과 실패를 반복하여 습득된 노하우(know-how)이다.268) 그녀

는 윤리적 기술·윤리적 노하우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반복적으로 실천

하고 습관화하여 윤리적 문제를 의식 이전 수준(preconscious)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동적 체화(體化) 상태’를 지향하였다. 이는

성리학에서 시의적절하게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고 대처하는 것을 뜻

하는 ‘권도(權道)’와 직결된다.

1) 도덕적 전문성(expertise)의 발휘와 권도(權道)의 실천

권근은 경(經)으로 표현되는 원칙이나 법칙의 준수, 권(權)으로 표현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변동을 모두 중시하였다. 그는 예(禮)

를 상도(常道)와 권도(權道)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정해진 이치에 따라

세워진 불변의 보편적인 법칙은 예의 경(經)이고, 때의 마땅함[時宜]에

따라 예를 행하여 절도에 반드시 얽매이지는 않는 것이 예의 권(權)이라

고 하였다.269) 이는 중용(中庸)의 도(道)를 강조한 것이며, 예의 올바른

267) Narvaez, D. ＆ Lapsley, D. K.(2005),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everyday
morality and moral expertise”, in D. K. Lapsley ＆ F. Power (eds.),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Indian: University of Nortre Dame. 정창우 역,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경기: 인간사랑, 2008), 277-278쪽.

268) Varela, Francisco J.(1999), Ethical Know-How, 유권종 외 역, 『윤리적 노하우』,
(서울: 갈무리, 2010),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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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은 상도를 체득하고 권도를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권근은 상도와 권도를 조화롭게 하여 중(中)을 실현하는 것을 예

의 요체로 파악한다.270)

그러나 권도를 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권도는 상도처럼 정

해져 있는 규율이나 규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권도가 아니다. 누구나 다 권도를 행할

수 있다면 마치 왕수인[陽明]이 심즉리(心卽理)와 함께 언급한 것처럼

‘온 거리의 모든 사람이 성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의적절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재빨리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른 성인뿐이다. 성인이 행하는 권도는 상도

를 기반[體]으로 상황에 맞게 적용[用]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

디에서 맞닥뜨릴지 모를 특별한 상황에 재빨리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경’을 수양하며 성인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시의적절한 권도의 실천은 ‘도덕적 전문성(expertise)’과 ‘도덕 스키마

(moral schema)’에 관한 나바에츠의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과도 연결된

다. 나바에츠가 설명한 도덕적 전문성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덕적

추론을 기반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실천하여 체화된 도덕적 노

하우,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스키마는 외부 세계를 재해석하는 매개 장

치로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일종의 배경지식과 같다. 우

리는 외부 세계를 인지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

에 자리 잡고 있는 스키마를 통해 ‘재해석’하게 된다. 이 때 스키마는 우

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암묵적이고 자동

화된 것이다.271)

나바에츠는 도덕 판단 역시 이러한 스키마의 활성화 메커니즘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았고,272) 도덕 스키마는 공동체의 사회적 맥락과 집단

269) 權近, 『禮記淺見錄』卷9, “因物宜而立禮則有定制而不可亂 是禮之經也 因時宜而用禮
則有制節而不必狗 是禮之權也.”

270) 금장태, 「양촌 권근의 경학사상」, 『조선 전기의 유학사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175-176쪽.

271) 박장호, 「D. 나르바이스의 초기 도덕교육 모형」, 『윤리교육연구』, vol.42, 2016,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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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숙고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다. 도덕 스키마에

더 신속하고 빠르게 접근할수록 그 개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

적인 목적에 상응하는 행동과 환경을 거의 자동적으로 선택하고 구성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도덕 스키마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이 자

동화 수준으로 향상될수록 윤리적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273) 이는 ‘미네

소타의 공동체 목소리와 인격교육 프로젝트(CVCE)’274)에서 제시한 도덕

적 기술 교육 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지식과 절차 통합하기’에 결부

된다. 4단계의 학생들은 오랜 연습 기간을 통해 전문적 기술을 형성한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기술들을 활용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배움으로써 지식과 절차를 통합하기에 이른다. 이 단계가

바로 도덕 스키마에 자동적이고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을 위한 구체적 도덕교육 방법이라 하겠다.

한편, 나바에츠는 ‘삼층 윤리 이론(Triune Ethics Theory: TET)’을

통해 도덕 체계를 세 지층으로 나누며 안전 윤리를 ‘일인칭 도덕’, 관여

윤리를 ‘이인칭 도덕’, 상상윤리를 ‘삼인칭 도덕’이라 하였다. 그리고 도덕

적 전문가가 도덕적 전문성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

가장 모범적인 도덕적 정향(orienatation)인 ‘마음챙김 도덕(mindful

morality)’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275) 마음챙김 도덕은 상호주관성과

타자에 대한 관계지움(관여 윤리)과 경험에 근거한 추상 능력들(공동체

적 상상)을 결합한다. 그리고 이는 직관과 의식적 이성, 정서와 추상을

조화시키는 도덕적 지혜(moral wisdom)라 할 수 있다.276) 나바에츠의 삼

272) Narvaez, D. & Lapsley, D. K.(2005),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everyday
morality and moral expertise”, in D. K. Lapsley & F.Power (eds.), Ch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Indiana: University of Nortre Dame. 정창우
역,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경기: 인간사랑, 2008), 上同, 29쪽.

273) 上同, 30쪽.
274) Narvaez, D., Bock, T., Endicott, J. Lies, “Minnesota’s Community Voices and
Character Education Preoject”, Journal of Research in Character Education, vol.2,
2004, p.95. 

275) 정창우, 「나바에츠(D. Narvaez) 도덕발달 이론의 특성과 도덕교육적 함의」, 『도
덕윤리과교육』, vol.37, 2012, 340쪽.

276) Narvaez, D., “The Ethics of neurobiological narratives.”, Poetics today, vol.32,
2011,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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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윤리 이론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삼층 윤리-주요 유형 및 하위 유형
관여 평온과 공동체적 상상
마음 챙김 도덕 (도덕 지대)

상상
유리된 상상(detached imagination)(지성적 도덕)
악덕한 상상(vicious imagination)(독선적 도덕)

공동체적 상상(communal imagination)(아가페 도덕)
관여

관여 불안(engagement distress)(상호의존적 도덕)
관여 평온(engagement calm)(조화의 도덕)

안전
월플라워 안전(wallflower security)(수동적 도덕)

벙커 안전(bunker security)(도전적 도덕)

표 1. 나바에츠(D. Narvaez)의 <삼층 윤리 이론>

277)

도덕적 전문성을 의식 이전의 직관적 수준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큼 숙련되기 위해서는 안전, 관여, 상상이라는 상이한 윤리들 간의 조

정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에 의해 안내된 꾸준하고 반복

적인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조절력을 발달시킨다. 이 훈련의 기저

에는 이와 같이 마음챙김 도덕이 자리하고 있기에 나바에츠는 정서적인

자기 인식과 마음챙김 훈련을 강조한다.278) 주지하듯 마음챙김 도덕은

‘지금 현재’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평안을 찾음으로써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다. 더불어 마음챙김은 개인

의 내면 뿐 아니라 타인과 상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많는 관

심을 갖는다.279) 나바에츠는 이러한 마음챙김 도덕이 내면에의 집중뿐

277) 정창우, 「나바에츠(D. Narvaez) 도덕발달 이론의 특성과 도덕교육적 함의」, 『도
덕윤리과교육』, vol.37, 2012, 340쪽.

278) 추병완, 「나바에즈의 신경도덕교육 이론에 대한 평가」, 『초등도덕교육』, vol.51,
2016, 425쪽.

279) 박병기·이슬비, 「자연화된 불교와 도덕 심리학」, 『도덕 심리학의 전통과 새로운
동향』, (서울: 교육과학사, 2017),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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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관여 윤리]과 경험에 기초한 추상화 능력[공동

체적 상상]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았다. 도덕 스키마에 기반하여 그 상

황에 딱 맞는 도덕적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마음챙김 도덕이 기반해야 한

다는 것은 성리학에서 시의적절하게 권도를 실천하기 위해 늘 ‘경’으로써

집중하고 깨어있는 수양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도덕적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는 무엇이 선(good)인지를 아는 풍부하

고 잘 조직화된 ‘도덕적 지혜(moral wisdom-knowing the good)’와 그

선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행동으로 수행하는 방법적 지식

인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knowing how to carry it out in the

situation)’를 함께 갖추고 있다.280) 나바에츠는 이러한 지식을 반복적으

로 연습하고 실천하여 몸에 배게 되면[體化]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구태

여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보

았다.

권근 역시 도덕적 행위를 암묵적이고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

는 체화를 중시하였다. 그는 『소학』을 통해 도덕적인 가치를 학습하는

단계를 넘어 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바랐다.281) 굳이 노력하여 의

식하지 않아도 도덕적인 행위를 자연스레 행할 수 있도록 덕성을 함양해

야 한다는 것이다. 권근은 교육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습관이 지혜와 함께 자라나고, 교화가 마음과 함께 이루어져서, 덕의

성취되는 바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다.282)

권근은 습관과 함께 지혜가 자라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깨닫

지 못하는 사이에] 도덕적 행동[덕의 성취]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였다. 이는 권근 역시 덕의 성취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의 수준

을 넘어 체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체화론은 권근

280) 석자춘·정창우, 「나바에츠 통합적 윤리교육모형을 활용한 도덕교육 개선 방향」,
『도덕윤리과교육』, vol.54, 2017, 31쪽.

281) 도현철, 「권근, 조선 유학의 기틀을 마련하다.」, 『내일을 여는 역사』, vol.47,
2012, 171쪽.

282) 『太宗實錄』, 卷5, “則習與智長 化與心成 德之成就 造於罔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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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철학의 핵심 부분이다.

2) 도덕적 실천으로의 전이(transfer)와 지행병진(知行竝進)

그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지식 위주의 교육은 학습자가 습득한 다량

의 지식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풀어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죽은 지식

(inert knowledge)’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는가를 중시했던 시기를 지나 보유한 지식을 얼마나 새

롭게 적용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가를 중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면서 학습내용의 타영역으로의 전이(transfer)를 강조하는 디퍼러

닝(deeper learning)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283)

오늘날 학교 혁신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퍼 러닝, 혹은 깊은

학습(Learning-in-Depth)은 2008년 커렌 이건(Kieren Egan) 등이 제안

한 것으로 ‘한 가지 특정 주제에 대한 장기간의 심층적 자기 주도적 학

습 활동’을 의미한다.284) 이것은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일컬어지는

4C(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Creative thinking and

innovation, Collaboration, Communication)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깊

이 통찰하여 학습한 학업 내용을 다른 영역에 융합·적용하도록 하는 것

이 큰 특징이다.285) 이를 도덕과 교육에 적용하면 인지적 영역에서 학습

한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도덕적 실천으로의 전이

(transfer)를 기대할 수 있다.

도덕적 실천으로의 전이는 나바에츠의 IE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

바에츠는 레스트의 4구성 요소를 기본 틀로 사용하여 바람직한 행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각 요소마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닌 특징적인 7가지 윤리적 기술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

283) Bellanca, J. A., et al., 김하늬·최선경 역, 『디퍼 러닝』, (서울: 테크빌교육, 2019),
28-29쪽.

284) 김샛별·김회용, 「깊은 학습(Lid)을 활용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방안」,
『교육혁신연구』, vol.29, 2019, 354쪽.

285) Bellanca, J. A., et al., 김하늬·최선경 역, 『디퍼 러닝』, (서울: 테크빌교육, 2019),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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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는 다음과 같다.

윤리적 
민감성

감정 읽기 및 표현하기

윤리적 
동기화 
혹은 
초점

타인 존중하기
타인의 입장 채택하기 양심 계발하기
타인과 관계 형성하기 책임 있게 행동하기
다양성에 반응하기 공동체 일원되기
사회적 편견 통제하기 삶의 의미 찾기
상황 해석하기 전통과 제도에 가치 부여하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윤리적 정체성과 일관성 계발
하기

윤리적 
판단

일반적 추론하기

윤리적 
행동

갈등과 문제 해결하기
윤리적 추론하기 공손하게 주장하기
윤리문제 이해하기 리더로서 솔선수범하기
규칙 사용/판단 준거 확인하
기

실행 계획 세우기

결과 이해하기 용기 계발하기
판단 과정과 결과 성찰하기 참을성 기르기
역경 극복 및 회복탄력성 되
찾기

열심히 일하기 

표 3. 바람직한 행위 산출을 위한 네 가지 요소별 윤리적 기술

286)

나바에츠는 도덕적 인간이 도덕적 민감성·도덕적 판단·도덕적 동기

화· 도덕적 행동이라는 네 가지 요소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도덕

적 목적에 부합하게 상황을 읽고, 문제의 요점을 판단하며, 도덕적 행동

을 실천해야할 이유를 찾고,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행동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바에츠가 다양한 도덕적 기술들을 오랜 기간 연마

하고 전문성을 습득하여 이를 체화하여 자각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조차

도덕적 행동이 발현되는 상태를 도덕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86) Narvaez, D. & Lapsley, D. K.(2005),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everyday
morality and moral expertise”, in D. K. Lapsley & F.Power (eds.), Ch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Indiana: University of Nortre Dame. 정창우
역,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경기: 인간사랑, 2008), 277쪽, 정창우, 『21세기 인성
교육 프레임』, (서울: 교육과학사, 2019),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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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의 사상에서도 도덕적 행동의 실천을 강조하는 대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대학지장지도」의 설(說)에서 지행병진(知行竝進)에 대

해 언급하였다.

인지(知)와 행(行) 두 가지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배우는

자들이 응당 그 힘을 합쳐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니 분명히 이것은

두 가지의 공부다.287)

권근이 이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는 것은 그가 수양에 있어서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실천을 모두 중시하는 ‘지행병진(知行竝進)’의 입장을 따

르고 있음을 보여준다.288) 그는 특히 통치자, 지도층의 도덕적 실천을 강

조하면서 그들의 자질과 책무에 대해 「대학지장지도」에서 설명하였다.

권근은『대학』에서 제시된 삼강령(三綱領)·팔조목(八條目)의 그림

[圖]과 설(說)을 만들어 「대학지장지도」를 만들었다. ‘명명덕(明明德)·

신민(新民)·지어지선(止於至善)’으로 이루어진 삼강령은 이상적인 지도자

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목표이고, 그 안에 속하는 여덟 가지 절목인 팔조

목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단계를 뜻한다. 삼강령 팔조목은 비

록 이상적인 경세(經世)·치세(治世)를 위한 목표와 방법을 뜻하는 것이지

만 통치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개인적 차원의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어

야 함[內聖]을 강조한다. ‘성인’이 되기 위해 첫 번째로 행해야 하는 것이

‘명명덕’이다.

‘명명덕’은 내 안에 있는 도덕심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저절로 깨

달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먼저 ‘격물(格物)’과 ‘치지(致知)’를 통해 깨달아

야 한다[知]. 그리고 난 연후에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실천에 옮기는데

먼저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을 통해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진다. 그리고 ‘수신(修身)’을 통해 마음에 새겨둔 깨달은 바를 행하며

287) 權近, 『入學圖說』, 「大學指掌之圖」, “日知行二者如車兩輪, 學子所當交致其力而竝
進者也, 分明是兩件工夫也.”

288) 정대환, 「『입학도설』을 통해 본 권근의 성리학」, 『범한철학』, vol.26, 2002,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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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히 자신을 연마한다[行]. 여기까지는 이상적인 경지에 이르고자 하

는 개인적 차원의 앎과 실천이다.

개인적 차원의 실천은 이제 사회적 차원의 실천으로 확대되어 ‘신민’

하여 백성들을 새롭게 한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齊家)’하여 가정부터 올바르게 건사하고 난 후에 ‘치국(治國)’하여 나라

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평천하(平天下)’로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 있다. 이 여덟 가지 단계는 차례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만 지

(知)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행(行)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권근이 이같이 ‘지행병진(知行竝進)’을 강조하는 입장은 도덕교육에

있어 나바에츠의 IEE289)와 상당히 유사하다. 도덕적 민감성·도덕적 판

단·도덕적 동기화·도덕적 행동 네 요소에 해당하는 윤리적 삶의 기술을

체화하여 실생활에서 바람직한 행위를 산출할 것을 나바에츠 역시 중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사물, 사태[物]와 만나[格] 문제 및 문제와 관

련된 맥락을 파악하고 깨우치는 ‘격물·치지’를 도덕적 민감성과 판단으

로, 깨우친 바를 마음에 새기는 단계인 ‘성의·정심’을 도덕적 동기화로,

‘수신(개인적 차원)’, 그리고 ‘제가·치국·평천하(사회적 차원)’를 도덕적 행

동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권근의 팔조목 해석은 도덕교육에 있어 인지·

정서·행동 영역의 노하우를 골고루 갖춘 도덕적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식

이라고 볼 수 있다.

권근이 강조한 ‘지행병진(知行竝進)’의 실현을 돕는 효과적인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로 도덕적 앎을 도덕적 실천으로 전이시키는데

효과적인 프로젝트 접근법을 들 수 있다. 프로젝트 접근법은 특정 주제

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탐구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290)이다. 이 때 교사는 지식을 전수하는 전수자의 역할이 아니

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도덕적 탐구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291) 따라서 학생은 스스로 프로젝트

289) 정창우, 『21세기 인성교육 프레임』, (서울: 교육과학사), 2019. 20쪽.
290) S. C. Chard, Project Approach, 지옥정 역, 프로젝트 접근법 : 교사를 위한 실행
지침서, (서울 : 창지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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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도덕적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면서 도덕적 지식을 적용해볼 기회를

갖는다. 또 과제 수행 중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을 자각(自覺)함으로써 가

치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접근법은 도덕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서의 활용을 강조하여 앎에서 행함으로의 전이를 용이하게 한다. 이는

지식[知]에서 실천[行]으로, 공부(工夫)에서 공효(功效)로, 경학(經學)에서

경세(經世)로의 실현을 중시하며 실천하는 지식인의 육성을 강조하던 권

근의 사상과도 연결된다.

실천하는 지식인의 역할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공

동체 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도덕과 교육에서는 나와 자기 자

신과의 관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더 나아가

자연·초월과의 관계를 모두 중시한다.292)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좁게는

가족, 넓게는 국가라는 공동체에 몸담게 되고 자라면서도 성인이 될 때

까지 공동체의 성격과 형태를 바꿔가며 속하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공동체에 동시에 속하게 되기도 한다. 그만큼 사회·국가 공동체는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이 공동체에, 또 공동체가 개인에 많

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오늘날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동체에 속해있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과 성적 및 교우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교 폭력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예기치 못한 팬데믹

(pandemic)의 장기화로 인한 대면 소통의 단절 등으로 인해 공동체 내

에서의 원만한 관계와 신뢰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안타까

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먼저 학생들 개개인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마음챙김’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이고, 심신의 안정과 윤리적 기술

의 체화를 기반으로 한 도덕적 행동의 실천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291) 이경희, 「도덕과 수업에서 비판적·성찰적 글쓰기」, 『윤리교육연구』, vol.40,
2016, 289-290쪽.

292)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과』의 ‘3.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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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양촌 권근은 여말선초의 혼란기에 생애를 보내며 성리학의 기틀을 확

립하여 새로운 왕조 조선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 인물이다. 주지하듯이

그는 성리학에 입문하는 초학자들에게 간명한 그림을 통해 성리학의 주

요 사상을 전수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탄생한 책이 『입학도설』

이다. 『입학도설』은 적은 분량에도 성리학의 핵심 정수(精髓)를 담고

있는 책이다. 성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뼈대가 되는 핵심개념인 ‘체용

론’을 통해 『입학도설』을 연구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래서

본 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한 것 중 첫 번째가 바로 『입학도설』의 주요

도(圖)와 해설이 체용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히는 것이었다.

우선, 필자는 ‘천-인’ 간의 체용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천인심성합일

지도」와 「천인심성분석지도」를 살펴보았다. 인간은 하늘[天]의 이치를

부여받아 모두 마음 속에 선한 본성[性]을 지니고 있지만 이 본성은 언

제나 형기(形器)와 함께 존재하기에 악한 길로 흐를 수도 있고 선한 길

로 흐를 수도 있다. 따라서 욕망[欲]에 미혹되지 않고 선한 길을 따라가

기 위해서 인간은 늘 경(敬)으로써 수양하며 존양(存養)과 성찰(省察)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 때 만물의 근본원리이자 변화의 원인

이며, 인간에게 선한 본성을 부여하는 존재인 하늘[道德天]이 바로 인간

[人]이 본받고 따라야 할 본체[體]가 되고, 인간은 이에 따라 천인합일을

이루어 하늘의 도인 성(誠)을 이루고자 노력[用]해야 한다. 이에 하늘과

인간, 천도(天道)와 인도(人道), 그리고 성(誠)과 성지(誠之) 사이에 체용

관계가 성립된다. 체가 용으로 드러나는 관계이기에 인간은 성하려는 노

력[誠之]을 통해 성(誠)에 다가갈 수 있다.

다음으로 경학(經學)과 경세(經世)의 체용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오

경체용합일지도」와 「오경각분체용지도」를 통해 『오경』이 지닌 체용

론적 의미를 논했다. 권근은 『오경』의 『주역』과 『춘추』를 각기 본

체/전체[體]와 대용[用]으로 구분하고, 심오한 우주생성의 원리와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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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가 담겨있는 『주역』을 기반으로 이상적인 왕도(王道)를 실천하여

이루어진 이상사회의 이념이 『춘추』에 담겨있다고 본다. 또 나아가 성

인(聖人)을 체(體)로 『춘추』를 용(用)으로 구분하여 천인합일을 이룬

성인이 천지(天地)의 도(道)를 세상에 실현하였을 때 이상사회가 정립될

수 있다고 본다. 권근은 『오경』의 체용구조를 통해 경학과 경세를 설

명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권근은 「춘왕정월횡간분석지도」를 통해

천시(天時)와 왕월(王月), 하늘과 통치자의 관계를 체용구조로 파악하여

이상적인 통치자가 하늘의 법칙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피력한다. 또 필

자는 황극(皇極)과 인극(人極)간의 체용관계를 설명한 「홍범구주천인합

일도」와 하늘을 근본으로 삼은 군주의 통치를 체용관계로 설명한 「무

일지도」를 통해 『입학도설』에 드러난 경학과 경세의 체용구조도 논했

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정치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공부 방법의

체용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과 『중용』의 특징을 설명한 「대학

지장지도」와 「중용수장분석지도」를 분석했다. 먼저 「대학지장지도」

에서는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을 앎과 행함, 공부(工夫)와 공

효(功效), 그리고 배움과 실천 등의 체용구조로 파악하였다. 권근은 삼강

령의 ‘명덕을 밝히는 일[明明德]’을 본체로,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新

民]’을 작용으로 대비시키고, ‘지극한 선에 이름(止於至善)’을 본체와 작

용이 이루어야할 목표로 제시한다. 또 팔조목의 ‘격물치지(格物致知)’, ‘성

의정심수신(誠意正心修身)’,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공부와 공효로 나

누어 공부한 이후에 각기 선한 것을 알고, 행하고,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

시키는 공효로 이어짐을 설명했다. 이는 공부와 공효를 체용구조로 풀이

한 것이다. 권근은 「중용수장분석지도」에서 하늘의 도(道)를 중심으로

삼고[體], 부여받은 본성을 온전히 따르면서 살아야함[用]을 강조하고 있

다. 그는 천(天)과 성(性), 성(性)과 도(道), 그리고 도(道)와 교(敎)를 체

용구조로 설명한다. 나아가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배움

으로서 특히 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구명하고자 한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이 본래 인(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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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며, 인을 체득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면 누구나 군자(君子), 더 나

아가 성인(聖人)이 될 수 있음을 밝히는 일이다. 비록 『입학도설』의 전

반부 몇 개의 도(圖)만 ‘천인합일’에 관한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책의 전체를 일이관지(一以貫之)하는 주제가 바로 ‘천인합일’이다. ‘천인

합일’은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이를 통해 이상인격인 ‘성인(聖人)’의 경지

에 도달할 수 있다. 권근은 이러한 경지에 누구나 오를 수 있으며 그 근

거로 모든 이의 마음 속에 내재한 하늘의 이치인 도덕 본성[性]을 제시

한다. 누구나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실현하기 쉽지 않은 성인이 되기 위

해 권근은 부단히 수양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노력이 어제보다 도덕

적으로 더 성장한 오늘의 우리를 만드는 것이며, 오늘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의 삶을 다짐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점이 권

근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이 배우는 자들에게 성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

던 이유이다. 비록 험난한 길이더라도 스스로의 삶에 윤리적 의미부여를

통해 더 높은 목표로 나아가는 도덕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밝히고자 했던 바는 상도(常道) 이상의 권도(權道)가 있음

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지키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상도

라고 한다면 특수한 상황에 도덕원리를 변형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권도이다. 그러나 도덕원리를 변형하였다고 하여 도덕원리의 근간까지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권도는 반드시 도에 기반하고, 도의 본질을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능동적

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상도를 올바르게

실천하며 경(敬)으로써 인격을 함양해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길러야 한

다고 권근은 강조한다. 이렇듯 이치에 통달하여 마음 내키는대로 행동하

여도 도(道)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가 바로 공자가 삶 속에서 구현한 경

지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권근이 권도의 실천을 중시했던 것은 일상생

활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경(敬)의 수양을 권고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상적인 도덕 인격을 성취하기 위한 도덕적 수양의 일상화

를 강조하는 것이자 ‘도덕적 전문가’에 도달하기 위한 ‘윤리적 기술’의 체

화를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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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권근은 그의 사상 속에서 ‘도덕적 성인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꾸준히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도덕교육적 측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이버 폭력을 비롯하

여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과 고도로 발달된 디지털 시대에 역설적으로 커져가는 소외감, 가까운

지인의 얼굴을 대면할 수조차 없는 현실 상황으로 인해 도덕교육이 점점

더 크게 요청되고 있는 오늘날 권근의 존양성찰(存養省察)을 통한 경

(敬)의 수양방법은 마음을 다스려주는 또 하나의 해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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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heory of

Ti-young in I p-hak-do-soel

Cha, Mok-Eo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e thesis is to understand the ideas of

Yang chon(陽村) Kwon Geun(權近), who contributed to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Neo-Confucianism in the Late Goryeo and Early

Chosun Period, as the structure of the theory of ti-young(體用). I

considered the theory of ti-young(體用) revealed in Ip-hak-do-soel

(『入學圖說』), where his ideas are concentrated, and examined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derived from it. And the discussion

also included the topics related to this thesis in the O-Gyeong

Cheongyeon-rok(『五經淺見錄』).

Kwon Geun(權近)'s study of Neo-Confucianism is based on the

theory of ti-young(體用).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theory of ti-young of Buddhism and Chinese Neo-Confucianism,

which is the ideological origin of the theory of ti-young. Seng Zhao

(僧肇)'s theory of essence and functions(卽體卽用), Huyan(華嚴)’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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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hi-beop-gye(理事法界), and the relation of ti-young between the

Dhyana-Meditation[禪定] and Discriminating-Insight(智慧) of Hye

Neung(惠能) affect the formation of ti-young in Chinese

Neo-Confucianism. Ho Won(胡瑗), a representative figure who came

to accept Buddhist ti-young theory in contact with

Dhyana-Meditation in Northern Song dynasty, insisted on studying

the name ming-ti-da-young(明體達用), and Son bok(孫復) identified

O-gyeong(五經) with the structure of ti-young. In particular, Son

Bok's O-gyeong hoe-Tong(五經會通) had a profound influence on

Kwon Geun's understanding of O-gyeong.

Cheng Yi(程頤), who used the concept of li-qi(理氣) in earnest,

the center of the theory of ti-young, defines the nature and

relationship of ti(體) and young(用) with the phrase ti-young-yi-yuan,

xian-wei-wu-jian(體用一源, 顯微無間). Highly influenced by Cheng Yi,

Chu Hsi(朱熹) organize the theory of ti-young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Thus, the theory of ti-young is incorporated into the

whole of the subject's thought, the Theory of Cosmology(宇宙論),

Mind-Nature(心性論), Cultivation(修養論), and Governance(經世論).

This is also reflected in Kwon Geun’s thought of faithfully following

the Chu Hsi’s idea.

The most important diagram of Ip-hak-do-soel, Tian-ren

xin-xing-he-yi-zi-tu(「天人心性合一之圖」), has established

relationship of ti-young of between tian-tao(天道) and ren-tao(人道).

Kwon Geun declares that through this, all humans are likely to reach

the level of Tian-ren-he-yi. In addition, in Tian-ren xin-xing

fen-xi-zi-tu(「天人心性分析之圖」), the characters of tian(天), ren(人),

xin(心), and xing(性) are digested to conduct a Theory of

Mind-Nature through the meaning of strokes.

The most distinctive part of the ti-young structure of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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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s thought is his study of O-gyeong. He summarizes his

understanding of O-gyeong through O-gyeong-ti-young he-yi-zi-tu

(「五經體用合一之圖」), O-gyeong ke-fen-ti-young-zi-tu(「五經各分

體用之圖」) and a related book, O-gyeong cheon-gyeon-rok. Kwon

Geun’s Confucian classics(經學) and the theory of governance(經世)

appear in ti-young structure of Ju-yeok(周易) and Chun-chu(春秋),

ti-young structure of each of the scriptures of O-gyeong, and

ti-young structure of the saints and O-gyeong. In addition, in the

Chun-wang-je ong-wo l- fe n-xi -z i - tu(「春王正月分釋之圖」),

Hong-bum-gu-Ju-tian-ren-he-yi-tu(「洪範九疇天人合一圖」), and the

Wu-yi zi-tu(無逸之圖), he expresses that it is tian(天) that sh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the power of the authoritarian ruler.

Kwon Geun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and qualities that he

should have as a ruler in the Da-xue-zhi-zhuang-zi-tu(「(大學指掌之

圖」) and zhong-young shou-zhang-fen-xi-zi-tu(「中庸首章分釋之

圖」), which were written based on Da-xue(『大學』) and

Zhong-young(『中庸』). And he emphasizes the way to study to

form an ideal human being and even an ideal leader though ti-young

structure of the context of Cultivation(工夫)-Fruits(功效), Konwledge

(知)-Conduct(行), And tian(天)-xing(性), xing(性)-tao(道), tao(道)-jiao

(敎).

Ip-hak-do-soel is a book written by Kwon Geun for beginners

entering Neo-Confucianism, and is an introductory book that outlines

the core principles of Neo-Confucianism through diagram. Therefore,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book itself is significant and it is

meaningful to analyze it through the theory of ti-young, which is the

framework of understanding Neo-Confucianism. Based on the

ti-young structure, the idea of Kwon Geun has the theme of

tian-ren-he-yi that penetrates the entire thought. We need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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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 cultivation to achieve this, and the cultivation is done through

jing(敬). The major discipline methods of Neo-Confucianism, such as

xiu-lian(收斂), zheng-qi-yan-su(整齊嚴肅), zhu-yi-wu-ji(主一無適),

and chang-xing-xing(常惺惺) are notable in character education,

which is currently drawing attention in moral education. The

emphasis of quan-tao(權道) and reciprocal advance of

knowledge-conduct(知行竝進) also has implications for moral

education that values the application of the reality of knowledge.

Keywords : Kwon Geun, I p-hak-do-soel, ti-young, tian-ren

-he-yi, jing, mora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0-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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