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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정의 도학이 경을 근본적 문제의식으로 하고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서 

경설이 발생하고 완성되어 간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경이 강박적 형태의 외재적 

도덕을 비판하고 신심(身心)의 안정과 도덕적 활력을 추구하는 공부임을 밝혔다. 

이정의 도학은 성선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정도학에서 성선의 구체적 실천은 

선의지를 보존하고 기르는 존양과 인륜의 마땅한 도리를 알고 실천하는 치지를 내용

으로 한다. 경은 존양의 방법이자 치지의 가능조건으로서, 가장 기초적이자 근본적인 

공부로 제시된다. 경은 외부로 흐트러지고 혼란된 마음을 수습하고 안정시켜 존양과 

치지공부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공부이며(‘入道莫如敬’), 내적으

로 도덕의식을 일깨워서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케 한다는 의미에서 근본적인 공부이

다(‘主宰’). 기초적 공부로서 경은 외면적 행실을 방정하게 하는 공부로서 정제엄숙으

로 집약되며, 근본적 공부로서 경은 도덕적 각성을 항상적으로 유지하는 공부로서 

주일무적을 지침으로 삼는다. 경의 내외로서의 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은 신심(身心)의 

일체성만큼이나 분리될 수 없다. ‘경으로 안을 곧게 하고(敬以直內), 의로 밖을 바르게 

한다(義以方外)’는 실천적으로 경의협지, 이론적으로 내외합일의 입장은 이정 도학

체계의 기본구조이다. 경의협지와 내외합일은 ‘경의 내외’를 기초로 한다. 이정의 

도학체계는 ‘경을 실천원리로 하는 체계’ 혹은 ‘경의 확장체계’이다. 

정호에서 경은 선정 비판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었다. 정호의 선정 비판은 지경존

양론에 입각해 있다. 정호는 고자의 생지위성을 성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고 경을 일삼아 꾸준히 호연지기를 기르는 존양을 도덕적 노력의 

본령으로 제시했다. 지경존양은 실천주체가 마음의 내밀하고 깊은 도덕적 활력을 

체인하는 과정에서 천리유행의 실체를 묵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호의 지경존양

은 본체론적 위상에서 천인무간, 곧 순역불이와 천도의 성실성(誠)의 지평에 있으면

서도 현실적 형태에서는 극기복례를 방법으로 하는 비근한 인륜의 실천 속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다. 정호와 한지국의 극기복례에 관한 논변은 유학과 불교의 사상적 

차이가 도체의 내재성과 초월성, 도덕적 노력의 현재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에서 

선명하게 드러남을 보여준다. 정호는 불교의 극단적인 존재론적 사변을 무수와 무분

별의 경향으로 빠져드는 도덕적 자기망각의 행태로 비판하고, 선정을 ‘근본이 옳지 

않은 경이직내’라고 비판했다. 인륜의 당위를 부정하고 초월적 자기구원을 희구하는 

이기적 행태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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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의 「정성서」와 「식인편」은 기존의 연구에서 대개 만물일체론의 전장으로 

간주되었다. 장재의 정성(定性), 여대림의 방검(防檢)·궁색(窮索)에 대해 정호가 만물

일체론에 근거한 무아와 인의 입장을 설파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와 같은 해석은 

이정과 장재학파 사이에서 토론되고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 실체를 드러

내지 못한다. 장재학파의 정성 혹은 허정과 방검·궁색은 도덕적 불안과 강박의식을 

본질로 하는 도덕실패의 두려움과 규범강박의 모습으로서, 북송 도학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장재학파는 예학에서 비롯하는 외적 규제의 도덕관을 벗어나

지 못한 가운데, 높은 도덕적 열망은 그들을 도덕적 불안과 강박의식에 빠져 들게 

했다. 장재학파의 학자들이 생각의 많음과 들끓음으로 곤경에 빠진 근본적 원인은 

도덕적 불안과 강박의식이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불교를 닮아갔다. 

정호가 ‘공경하면서 편안함(恭而安)’, ‘화평하고 즐거움(和樂)’을 경의 이상적 상태로 

제시하는 것은 도덕적 불안과 강박의식의 해소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정호의 

성경과 경이직내는 외적 규제의 도덕을 비판하는 도덕주체성의 내적 확립이라는 

이론적 입장을 나타낸다.

정호 경설의 문제의식은 정이에게 이어져 치지함양론으로 나타난다. 정이의 치지

함양론은 행동으로 앏을 대신하려는 모방적 역행과 단계를 건너뛰고 높은 경계에 

빨리 도달하려는 엽등(躐等)과 욕속(欲速)의 행태에 대한 비판에 취지가 있다. 정이는 

‘많이 듣고 많이 보는’ ‘성인의 행적을 모방하는’ 모방적 역행의 대표적 예로 순자를 

든다. 모방적 역행은 강박적 형태의 외재적 도덕으로서, 그 반대편에는 호고(好高)와 

방일(放逸)의 풍조가 있다. 모방적 역행과 호고·방일은 현실적 모습에서 판이하지만 

욕속과 엽등의 경향성을 공통적으로 가진다. 욕속과 엽등은 욕망의 논리에서 비롯한 

공리주의적 사고와 태도가 도덕실천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다. 정이의 치지론은 함양

론과 결합되어 있다. 함양은 일종의 공정(process)으로서 격물치지를 통해 얻은 

지식과 의리를 자기의 것으로 익히고 의미화시키는 과정이다(‘習’, ‘熟’). 함양은 주로 

그 내용에서 의리를 함영하는 것이지만, 도덕실천과 공부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태도에서의 여유로운 자세와 꾸준함이라는 절차적 의미를 가진다. 반드

시 경을 방법으로 해야 하며, 평일함양을 말하는 이유이다. “보존하고 길러 익숙해진 

이후에 태연하게 행해간다(存養熟後, 泰然行將去)”는 정이의 말은 치지함양의 취지

를 간결하게 요약한다. 정이의 치지함양론은 착실한 도덕실천과 공부 속에서 천리본

원의 자득과 실천주체의 내적 활력을 추구하는 정주도학 공부론의 완성형이자 정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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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와 여대림의 미발논변은 애초에 지사문견(知思聞見)의 문제에서 발단된 것이

다. 미발논변은 단지 마음의 본체에 대한 해명의 관점에서 아닌 이정과 장재학파의 

미발논변을 전후로 하는 양측의 수양론의 확립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 

미발논변의 전체적 경과는 다음과 같다. 장재학파는 생각의 많음 혹은 들끓음으로 

인한 마음의 불안으로 곤경을 겪었다. 여대림은 사려분요의 곤경을 겪은 끝에, 정좌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이 발생하지 않은 미발의 심적 상태에 대한 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미발에 대한 입장을 수립했다. 여대림의 미발론의 본질적 내용은 양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대림이 적자지심을 미발의 마음으로 말하는 이유, 성을 도의 근원으

로 보는 입장은 모두 심적 상태의 체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정이의 입장에서 

볼 때 여대림의 미발론은 도덕적 기준(‘理’)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자 주관적인 심적 

상태를 성 혹은 미발로 간주하는 것으로 노불의 입장에 가까운 것이었다. 정이는 

미발은 의식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여대림이 중을 구하려는 

태도는 안배와 조장의 혐의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정이는, 여대림이 미발에서 

체험했다는 심적 상태에 대해서도 호연지기가 아닌 의도적으로 마음을 평안하고 

은혜롭게 만들고자 하는 자족적인 도덕감일 뿐이라고 간주했다.

미발논변은 정이가 경설을 완전한 형태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이는, 여대림

이 사려분요가 ‘예의(禮義)’와 ‘사(事, 君臣父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정이가 경을 사물(四勿, 非禮勿視聽言動)과 그 집약된 형태로서

의 정제엄숙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이는 정제엄숙을 주일의 

방법으로 정립하면서 주일 또한 주일무적으로 정식화했다. ‘주일(主一)’에 ‘무적(無

適)’을 덧붙인 것은 경이 일이 없을 때(無事時)와 일이 발생했을 때(有事時), 곧 동정을 

포괄하는 공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일무적은 ‘구중(求中)’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입각한 주일에 대한 개념적 보완이다. 결론적으로, 정이는 미발논변을 거치면

서 주일무적과 정제엄숙으로 내외를 갖춘 경설을 완성했다. 경설의 완성으로 미발논

변이 귀결된 것은, 미발의 문제와 관련하여 실천적 관점에서 해결의 방향을 잡은 

것이다. ‘경이 중은 아니지만 경이무실(敬而無失)이 중의 방법’이라는 말이 이상의 

경과를 요약한다. 

주요어 : 경(敬), 주일무적(主一無適), 정제엄숙(整齊嚴肅), 사물(四勿), 미발(未發),  

        치지함양(致知涵養), 호연지기(浩然之氣)

학  번 : 2000-3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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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논문은 이정 도학체계 내에서의 경의 실천적 의미와 이론적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천적 의미는 경이 공부로 말해질 때의 경공부의 현실적 

목적이며, 이론적 의의는 이정 도학체계 전체구조에서 가지는 이론적 견지에서

의 경의 개념적 의의이다. 논문의 최종목적은 후자에 있다. 경은 정주도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공부로 말해지는데, 경은 ‘왜’ 다시 말해 ‘어떤 이유에

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공부로 말해지는가? 이 하나의 질문이 경의 실천

적 의미와 이론적 의의를 포괄하며,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정도학의 

주요내용들 속에서 찾아보기 위한 작업의 결과이다. 

1.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경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모종삼과 진래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모종삼은 경에 대해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되는 가장 특색 있는 주장을 펼쳤다. 

모종삼은 송명 성리학을 종관계통(도덕본체에 대한 직관 혹은 깨달음)과 횡섭계통

(외부사물의 리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는 입장에 근거해서 경의 의미가 두 계통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모종삼은 ‘一本論’의 가장 완전한 형태인 정호에서 경은 성(誠)과 내용적으로 동일

한 것으로서, 성을 성체(誠體)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경 또한 경체(敬體)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1) 경체로서의 경은 심체, 성체와 의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창생적 

도덕본체에 대한 초월적 체증, 곧 깨달음의 의미를 갖는다고 모종삼은 보고 있다. 

경체로서의 경은 공부이지만 본체즉공부, 공부즉본체의 관점에서 ‘도덕본체를 깨닫

는 공부’이다. 이에 반해서, 정이에서 시작되고 주희에서 완성된 횡섭계통에서 경은 

도덕본체의 깨달음이라는 성격이 없는 단지 사실적 차원의 마음, 곧 심기를 수렴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은 외부사물의 리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모종삼은 말한다. 

모종삼은 정이-주희의 함양을 ‘속빈 함양(空頭底涵養)’이라고 말하는데,2) 그 의미

1) 心體與性體(二), 正中書局, 1982. p36.

2) 心體與性體(三), 正中書局, 1982.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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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덕본체에 대한 깨달음의 성격이 없다는 것이며, 정이-주희의 경공부에 대해서 

‘후천적 경’이라고 말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이-주희의 

함양과 경은 사실적, 인식론적 마음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도덕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모종삼은 말한다. 모종삼의 경에 대한 해석은 미발에 

대한 해석과 궤를 같이 한다. 모종삼은 여대림-호굉-이통 계통의 미발은 공통적으로 

‘求中’, 곧 도덕본체에 대한 깨달음을 본질로 하는 마음인 반면에, 정이-주희에서 

미발의 마음은 본체에 대한 깨달음의 성격이 없는 외부사물의 리를 인식하는 마음이

라고 말한다. 사실적 심기의 단련 끝에 ‘단지 리(只是理)’로서의 ‘존유의 리’가 ‘겨우 

드러나며’, ‘단지 리(只是理)로서의 존유의 리’는 경험적 귀납에 의해 도출되는 경험

법칙은 아니지만 도덕적 성격이 매우 약한 것이라고 모종삼은 말한다. 

모종삼의 연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덧붙일 수 있는 점은 정이-주희의 경설에서 

주일무적과 함께 양축을 이루는 정제엄숙에 대해서 논지전개 중의 간단한 해석적 

표현 외에는 집중적 고찰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모종삼은 정제엄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정이-주희의 경공부를 심기의 수렴과 좋은 습관의 형성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모종삼의 입장은 그의 정이-주희의 리와 심성에 대한 해석만큼이나 

정이-주희의 경공부의 핵심을 정제엄숙으로 보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

는 생각을 갖게 한다.

다음으로 진래의 연구가 있다.  진래는『有無之境』에서, ‘경외와 쇄락의 긴장’이

라는 주제가 송명리학의 전개를 관통하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서도 소상한 고찰을 하고 있다. 진래는 경이 단지 공부가 아니고 정신경계라고 

말한다. 경외와 쇄락은 송명 리학자들이 추구했던 정신경계의 궁극적 이상이며, 

그 사이에 내적 긴장이 있다는 것이 진래가 송명리학을 파악하는 시각이다. 

송명리학을 보는 전체적 시각에서, 진래는 직접적으로 모종삼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종삼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다. 모종삼이 칸트철학을 기준으로 

자율성과 타율성의 입장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진래는 완전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진래는 모종삼의 출발점, 곧 정호와 정이가 이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

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정호를 심학의 개산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지 정호의 경과 정이의 경이 강조점과 추구하는 정신경계가 다르다고 

말한다. 정호의 경은 성(誠)에 가까운 것으로 화락과 결합된 자유롭고 생동적인 정신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며, 정이의 경은 경외심과 외적인 엄숙에 중점에 있다고 말한다. 

이런 해석은 모종삼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다고 쉽게 말할 수도 없다. ‘경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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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락’은 송명리학이 추구하는 이상적 정신경계가 본래적으로 가지는 ‘내적 긴장’이라

는 것이 진래가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主一’의 해석과 관련하여 진래는『有無之境』과 『宋明理學』에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有無之境』에서 진래는 정이와 주희가 말하는 주일은 단지 인식론적인 

것도 아닐 뿐더러 윤리적 규정이 없는 모든 심리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심리적 의미만

을 갖는다고 말한다.3) 그러나 『宋明理學』에서 진래는 주일이 모든 주의력을 선을 

기르고 사악함을 막아내는 일에만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시 송명

리학의 정신수양은 도덕의식의 배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안녕과 평정을 

추구하며 정이가 말하는 주일은 고요하면서도 사물과 접촉하지 않을 때 의식을 제어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고 말한다.4)

모종삼과 진래의 연구는 경에 대한 기존 연구의 내용과 논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단지 세부적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들을 추가할 수 있다. 

남본정계의 연구이다. 남본정계는 정호와 정이의 경공부는 본질적 측면에서 다르

지 않고 수단의 면에서 각각의 특색이 있다고 말한다(188). 남본정계는 정호와 정이

의 경은 공통적으로 잊지도 않고 조장하지도 않는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단지 정호가 경의 수단으로 주로 정좌를 말한 것과 

달리 정이는 정제엄숙을 말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말한다. 

특히, 정제엄숙에 대해서 남본정계는 단지 외면공부가 아닌 몸과 마음에 모두 

걸치는 면이 있으며, 내외가 하나의 리임을 믿는 풍부한 예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사상가에 어울리는 일이었다고 평하고 있다. 남본정계는 정호가 예를 근거로 경을 

설명하며, 그럴 때 예는 자기와 분리된 규범 안에 자신의 몸을 맞춰 넣는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조리로서의 예라고 말하고 있다. 남본정계는 정호와 정이의 경에 

대해 차이보다는 동질성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정제엄숙이 착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점에서도 그렇다.

 내용적으로 더 들어가면, 남본정계는 이정이 말하는 마음은, 일(事)에서의 시비를 

잊으려는 불교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마음의 주체성을 세우는 경은 일(事) 가운데서 사물을 사물에 맞게 처리함으로써 

사물을 부리고 지배하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경이 일(事) 속에서의 공부라는 입장은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주체성’이라는 해석과 의미적으로 잘 부합한다. 

3) 양명철학, 전병욱 옮김, 예문서원, 2003. p535.

4) 宋明理學,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4.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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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의미맥락에서 남본정계는 ‘경이직내, 의이방외’라고 말하지만 내면과 외부는 

하나의 원리일 뿐으로 경과 의는 합일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남본정계는 마음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경은 임제의 ‘가는 곳마다 주인

이 된다(隨處作主)’의 의미에 가깝다고 말한다. 다만 주일은 일(事)에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 주일의 마음은 사회적, 도덕적 본성을 함유한다는 점에 불교와의 차이가 

있으며, 내용적으로 무(無) 혹은 정(靜)의 수련을 거치는 것이면서도 인간의 구체적 

행위 즉 사회생활에 즉한 행위 또한 내재하는 최고도의 미묘한 수련이라고 평한다. 

남본정계의 이정의 경에 대한 연구는 규모의 면에서 모종삼과 진래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예리한 시각을 가진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5)

다음으로 몽배원의 연구가 있다. 몽배원은 성리학의 수양론에는 주정파와 주경파

의 구분이 있지만 절대적 대립관계가 아닌 서로 보충하고 결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한다. 몽배원은 송명 성리학이 나흠순, 왕정상, 왕부지를 제외하면 모두 

자율도덕의 입장에 있다고 보며 자기초월적 본체의식을 공통적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나흠순, 왕정상, 왕부지는 송명 성리학의 전체적 흐름에서 제외되는

데, 마음을 인식론적으로 파악하고 본체에 대한 자기초월적 인식을 부정하는데 공통

점이 있다고 말한다. 

몽배원의 송명 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모종삼과 완전히 다르며, 정반대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특히, 주희의 함양에 대해서 본체를 살피는 자기반성 차원에

서 체험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모종삼의 입장과 전적으로 상반된다. 몽배원은 

왕수인이 주희의 거경의 입장을 완전히 수용하고 있으며 단지 주희의 거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 입장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파악한다. 

몽배원은 경에 대해서 ‘자신의 자아를 체험하고 지켜나가는 함양공부의 방법’이라

고 말한다. 몽배원은 함양공부가 자기의 내면을 체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작용과 함께 운용된다는 점에서 사려를 끊는 불교의 선정과 다르며, 사려로 

인한 마음의 어지러움을 극복하는데 경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몽배원이 

함양에 본체를 살피는 자기반성 차원의 체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함양이 사유작용

과 함께 운용된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며, 경과 함양의 중요한 내용을 지적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

이정의 경과 관련된 영미권의 연구로는 Graham과 Peter. Bol의 연구가 있는데 

5) 송명유학사상사, 김병화·이혜경 옮김, 송명유학사상사, 예문서원, 2005. pp179-188.

6) 성리학의 개념들, 홍원식·황지원·이기훈·이상호 옮김, 성리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8. 831-864.



- 5 -

매우 소략하다. 

Graham은 정이에서 성(誠)은 ‘마음의 본래적 통일성’, 경(敬)은 ‘마음의 통일성이 

행위에서 유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Graham은 주일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일에 

집중하고,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 미혹됨이 없이 전적으로 그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과 유사하면서도, ‘하나됨을 주된 사려로 

삼음(making unity the ruling consideration)’으로 해석하여 주일에 사려

(consideration)의 의미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유학고전의 경에 ‘존경

(respect)’ 혹은 ‘경외(reverence)’ 외에 ‘침착하게 집중함’ 혹은 ‘주의깊음’의 뜻이 

있다고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경을 ‘침착, 평정(composure)’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Graham은 ‘침착, 평정(composure)’이 존경과 경외의 뜻이 강조되는 

맥락에서도 일관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Graham의 해석은 경의 고유한 의미

를 드러내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경을 ‘恭敬’으로 말하는 맥락과도 부합한다.7)

Peter. Bol의 경에 대한 설명은 분량이 적지만 이론적 논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경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은 일종의 정신상태로서 

‘주의가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며, 마음이 산란되지 않는 집중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리를 이해하고 사물에 자연스럽고 일관된 반응이 가능해진다고 말한

다. Peter. Bol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추구할 것인지, 그리고 이상적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으며, 통일된 

마음상태를 공평무사한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통일된 마음상태 

그 자체를 도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의 분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는 경은 하나의 사물에 집중하는 것으로 말해지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마음의 통일성 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으

며, 그럴 때의 마음은 완전한 도덕적 상태인 인의 상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8)9)

7) 정명도와 정이천의 철학, 이현선 옮김, 심산, 2011. pp141-152.

8) 역사 속의 성리학, 김영민 옮김, 2010. pp337-347.

9) 국내의 연구들의 경우, 이상에서 논한 연구들을 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넘어서는 연구는 없어 보인다. 
단지 다음의 몇 연구들은 특기할 만하며 유익한 참고가 되었다. 『心體與性體』의 번역자 중 한 사람이기

도 한 황갑연은 모종삼의 주희의 지경함양에 대한 ‘空頭底涵養’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의 동력이 심의 
자발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반박하고 있다.(｢주자의 도덕론에서 敬의 지위와 의미 그리고 
來源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제40집, 2017.) 이상돈은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주희의 외면 경공부와 

관련하여 용모사기를 중심으로 세밀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행하였다.(｢주희의 수양론 – 未發涵養工夫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윤용남은 유학의 고전에서의 경의 의미를 추적하고 성리학의 
경의 의미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을 하고 있다.(｢朱子 敬說의 體系的 理解｣, 윤리교육연구, 제35집. 

2014.) 안동섭의 연구는 본 논문의 내용과 다른 점이 많지만 정이의 경설에 관한 선도적 연구이다.(｢程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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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로부터 경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경은 규범실천과 덕 혹은 도덕자율성의 성취 사이에 놓여있는 실천주체가 

스스로 해소하거나 극복해야 할 긴장을 함축하고 있다. 

둘째, 경을 통해서 확립하고자 도덕적 주체성, 그 내실로서의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마음은 인륜의 실천 속에 위치한다. 

셋째, 경을 방법으로 하는 함양은 생각(思) 혹은 사려(思慮)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

고 오히려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넷째, 경은 도덕의식의 배양과 심리적 안정을 포괄하며, 심리적 안정은 사물에 

대한 올바른 대응의 기초가 된다. 

다섯째, 경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미발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동일한 방향 속에 

있다. 이 부분은 이론적 문제에 속하며, 경을 그 자체 도덕의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심기의 안정을 위한 공부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며, 이것이 경에 관한 가장 예민한 

논점이며, 미발에 대한 해석과 연결된다. 

2. 연구의 문제의식과 방향

경에 대한 선행연구는 경의 논점과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 윤곽을 드러내었지만 

여전히 연구의 방향과 내용상의 초점에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왜 경인가?”라는 물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왜 경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질문: “왜 경인가?” 

답변: 경은 현우(賢愚)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이 답변은 경을 유지하면 마음이 안정된다든지 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른 

것이다. 이 질문과 답변의 내용은 정호와 정이가 공히 말했던 것이다. “왜 경인가?”라

는 질문은 경공부의 목적이 아닌, 경공부의 특성에 관련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정이는 사람은 마음은 안정되어야 올바르게 사려할 수 

있으며, 경이 그 방법이라고 말한다. 정이의 말의 초점은 마음의 안정과 올바른 사고

능력의 증진이 경의 목적이라는데 있지 않다. 그 말은 마음의 능력의 발현과 관련해서 

경이라는 일종의 정신상태가 가지는 능력, 곧 경의 정신적 특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예와 종합하면, 경은 현우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갖추어져 있는 모종의 

정신적 능력 혹은 특성이다. 경은 만인이 갖추고 있는 정신적 일반능력 혹은 일반특성

의 居敬에 대한 연구-張載, 朱熹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제132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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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만인이 갖추고 있는 정신적 일반능력 혹은 일반특성, 그것이 경공부의 본질적 

특성이 된다. 

경의 목적과 특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예에서 보듯이 둘은 현실적으로 

합쳐져 있다. 더구나 이정의 언설은 친절하지 못하다. 둘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경공부의 현실적 목적으로 논의의 방향이 잡히며, 그로부터 경공부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지 도덕의식의 배양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초점이 모아

진다. 그러나 그 논의는 경의 목적과 특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못한데서 비롯한 

것일 수 있으며 논의는 경향적으로 과장되게 된다. 그런 속에서 이정과 주희의 언설을 

보면 어떤 부분은 마음의 안정을, 어떤 부분은 도덕의식의 배양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논의는 혼란될 뿐 최종의 결론에 이르기를 기대할 수 없다. 경에 대한 선행연

구의 한계가 이것이다. 이 혼란과 미결은 미발에 대한 논의에 그대로 이어진다. 

논의를 좀 더 내용적으로 진행시켜 보자. 진래가 경외와 쇄락의 긴장이라는 틀로 

보고 있듯이, 송명 성리학의 전개에는 도덕적 강박의식과 해소라는 주제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 이는 비단 송명 성리학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일반문제이다. 

도학자들은 도덕적 열망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적 강박의식 또한 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도덕적 열망이 높은 도학자들에게 도덕적 강박이 문제가 된다면, 경의 

예민한 논점, 곧 ‘경이 그 자체 도덕의식인지 아니면 심기를 안정시키는 공부인지’라

는 논점은 기존의 논의방향과 전연 반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경은 사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사물과 더불어 살고 일을 처리하는 속에서의 

주의력의 집중과 마음의 안정을 위한 공부이지만 경은 그 과정 속에서 도덕적 강박을 

해소시킴으로써 도덕의식의 배양과 관련하여 도덕적 강박에 따른 심기의 조장과 

초월적 전향의 경향을 순치시켜낸다. 그럴 때 경은 실천주체가 자신의 도덕적 열망과 

평상한 인륜의 실천을 조화시킴으로써 착실한 도덕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령이 

된다. 이것이 평일함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일함양의 경은 이론적으로 도덕적 

본질을 가지는 것이면서도 현실적 모습에서는 매우 평상한,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 

성격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단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경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이다. 정주도학은 공맹의 인의와 성선을 종지로 할 뿐이다. 

그러나 도덕성이 현실의 형태에서 강력한 의지나 도덕적 결단 혹은 선택에 속하는 

것이 아닌 만큼이나 경이 도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경의 현실적 모습이 강력한 

의지나 결단 혹은 선택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성을 강력한 의지, 도덕적 

결단과 선택으로 표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그런 모습은 도덕적 열망이 높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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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익지 않은 초학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한 마디 격언으로 족하다. 정주도학의 경은 그런 행태에 대한 순치에 목적이 

있다. 정주도학에서 경이 말해지는 맥락은 ‘욕속’과 ‘조장’, 일반적 맥락에서 말하면 

사대부들의 도덕적 과욕과 독단의 순치에 주로 방점이 놓여 있지 일반인들의 도덕적 

계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의 문제의식의 중요한 한 축은 자신의 기질과 

견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경계를 추구하는 욕속과 조장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모종삼의 정이-주희에 대한 이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정과 주희에 의해 비판되고 있는 학자들은 일반적 기준에서 볼 때 도덕적 열망과 

수준이 월등히 높은 사람들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깨달음’이든 ‘인식’이든 도덕적 

수준의 고양 자체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진래가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모종삼은 정주도학에서 경이 말해지는 맥락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을 

대상에 투사시켜 가공의 논증을 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논증을 하고 있다. 모종삼의 

허수이비 논증이 호소력을 가지는 이유는 정주도학에 대한 연구가 일종의 전체적 

순환논증에 여전히 의존하는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경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경이 말해지는 현실적 맥락을 세밀히 보지 못하고 ‘경이 도덕적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적인 선험적 전제에 있다. 이는 비단 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주도학 연구의 전체적 한계이기도 하다. 

정주도학에 대한 연구의 전체적 한계는 정주도학을 엄밀한 이론체계라는 관점에서 

접근,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대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정주도학에 대한 

연구는 정주도학을 ‘형이상학적 신념에 근거하는 도덕실천에 대한 강조’의 맥락에서 

다루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형이상학적 신념을 표현하는 형태로서 이기의 

존재론을 다루거나, 도덕실천에 대한 강조의 형태로서 수양론을 다루는 것이다. 

이기의 존재론을 도덕실천을 강조한다는 전제 하에서 다루고, 다시 수양론을 이기에 

근거하는 형이상학적 신념의 전제에 근거하여 다루는 일종의 암묵적 순환논증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기존 연구의 대체적 실정이다. 그 내용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한계라고 말할 수 있다. 

기존연구가 정주도학을 엄밀한 이론체계의 관점에서 접근,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 원인은, 정주도학의 일관된 문제의식이 ‘올바른 도덕실천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는 것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데 있다. ‘올바른 도덕실천의 방법’의 문제는 

이정과 주희의 언설 속에서 명백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말해졌다. 이정과 주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경과 존양, 격물치지가 도덕실천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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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다. 정주도학을 조금만 보더라도 이 내용들은 알 수 있고, 그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이정과 주희가 올바른 도덕실천의 방법의 문제를 제기하

고 있다는 인식, 곧 ‘문제 자체에 대한 개념화 혹은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외관상 

드러나는 도덕실천에 대한 강조로 돌아가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기존 정주도

학 연구의 한계점이다. 

정주도학은 사대부의 도덕적 책무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분명 도덕실천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이론체계로서의 면모를 은폐하는 요소가 

되는 면이 있다. 도학이 비판하는 학문의 형태에는 노불적 경향성뿐만 아니라 예학에 

기초하는 송대 이전의 명교전통 속의 유학도 포함된다. 이는 도덕실천에 대한 강조가 

정주도학의 본질이 아닐 수 있음을 함축한다. 정주도학을 천리유행의 관점에서 형이

상학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정주도학이 제안하고 있는 실천론을 단순히 

도덕실천에 대한 강조와 개인이든 사회집단이든 현실적인 도덕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정주의 도학체계는 형이상학적 

신념에 기초한, 본질에서 형이상학적 신념을 나타내는 관념들의 구성체계가 아니다. 

또한 도덕적 신념을 수행하는 행동들의 조합을 완성하려는 체계도 아니다. 정주도학

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정신적, 신체적 능력들에 기초하고, 그것을 도덕적 

관점에서 선별하고 강화시키는 형태로 인간의 선천적 본성에 적합한 올바른 도덕실

천의 방법을 구축하려는 학문적 시도이다. 이것이 바로 “왜 경인가?”의 질문에 대한 

최종의 답변이다. “왜 경인가?” 그것은, 경이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정신적 

특성에 근거하는 도덕실천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지 악한지 혹은 무선무악한지는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 자체로는 형이상학적 신념 혹은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부분적

으로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도덕실천의 구성요소들을 교학적 체계의 형태로 구조화

하거나 특정부분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인간본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주장이나 현실

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덕실천의 형태를 구성하려는 시도에는 순전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어떤 도덕실천이 올바른 것인가?’, 다시 말해 ‘올바른 도덕실천

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본질적

으로 임의적인 체계이다. 반대로, ‘올바른 도덕실천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체계는, 순수한 필연성 혹은 법칙이 도덕실천의 영역 속에 관철되고 

있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그 법칙을 따르는 실천체계를 구성하려는 엄밀한 이론체계

의 지향을 가지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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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공부, 곧 올바른 도덕실천의 방법의 요점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경은 천리유행을 정점으로 형이상과 형이하를 

포괄하는 하는 정주도학체계의 구성원리이자(‘徹上徹下’), 실천적으로 공부의 시작

과 완성을 관통하는 실천체계의 구성원리이다(‘徹頭徹尾’). 경공부의 목적과 경공부

의 특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경의 이론적 의의, 곧 경의 정신적 특성은 경의 실천적 의미, 곧 경공부의 목적에 

기초해서 밝혀질 수 있다. 경공부의 목적은 이정과 주희에 의해서 분명한 방식으로 

말해졌다. 대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마음은 외부와 교감하는 활동 혹은 

자연적 역능을 가지는데, 그럴 때 마음은 외부사물에 의해서 혼란될 수 있으며, 외부

로 흐트러진 마음을 내부로 수습해서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경공부의 목적이

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부터 경은 실천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 개념적, 이론적 차원

의 문제로 나아간다. 이것을 이정과 주희는 경에 의해서 안정된 마음속에서 ‘주재’가 

확립된다고 말한다. 경의 이론적 의의는 바로 ‘주재’ 혹은 ‘중(中)’, 곧 ‘도덕적 자율성’

이라는 순수한 개념적 차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데 있다.

경의 실천적 의미에 기초해서 경의 이론적 의의, 경의 정신적 특성이 드러난다. 

경은 정주도학이 말하는 여러 공부들, 대표적으로 거경궁리의 도식 속에서 경과 

나란히 말해지는 격물치지와 현실적 형식에서 같지 않다. 격물치지가 구체적 내용을 

가지는 반면에 경은 구체적 내용을 가지는 공부가 아니다. 경은 격물치지하는 현실적 

의식의 근저에 놓여 있는 어떤 정신이다. 보통 ‘주일’로 말해진다. 결론적으로 경은 

현실적 도덕실천의 근저에 놓인 마음의 본연의 모습 혹은 의식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그로부터 경이 도덕실천을 이끌어가는 주체적 능력, 곧 주재를 확립한다고 

말해진다. 

경의 실천적 의미와 이론적 의의를 이상과 같이 간략히 제시할 수 있지만 거칠게 

개괄한 요점일 뿐이다. 경이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공부로 말해지는 것은 그 

속에 많은 도덕실천과 관련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 문제들 

속에서 경이 말해지는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로부터 본 논문은 다음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정호의 도학을 경설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정호의 경설은 

불교의 선정에 대한 비판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었다. 정이가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낸 토론상대가 여대림이라면 정호의 상대는 한지국이다. 한지국은 불교

에 심취했던 학자로서 한지국과의 대화에서 정호의 불교비판과 경설의 개괄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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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다. 한지국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정호의 불교비판과 경설의 

문제의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호의 불교비판은 지경존양론에 입각해 있다. 정호의 

지경존양론은 고자의 생지위성을 성선의 입장에서 재해석함으로 수립된 것이다. 

한지국과의 대화를 고찰하기에 앞서 사전작업으로 생 혹은 생기를 성선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정호의 성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이정의 경설은 장재학파와의 학문적 교류 속에서 완성된 것으로, ‘정호와 

장재 혹은 여대림’, ‘정이와 여대림’ 사이에서 이정의 경설이 완성되고 있다. 「식인

편」와 「식인편」은 기존 연구에서 대개 만물일체의 전장처럼 간주되었다. 그와 

같은 해석은 이정과 장재학파 사이에서 토론되고 있는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

고 오히려 은폐하거나 과장한다고 보인다.「식인편」와 「식인편」을 도덕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규범강박의 문제라는 견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도덕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규범강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도덕적 

강박의식 혹은 도덕적 불안을 본질로 한다. 본 논문은 이 문제가 이정도학과 장재학파 

사이에서 토론되고 있는 문제의 실체라고 보았다. 

셋째, 정이의 도학을 경설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정이의 도학은 

‘지경함양과 격물치지’로 실천론을 완성했다. 정호의 도학에 견주어 볼 때, 정호의 

지경존양에 격물치지와 그에 근거한 함영의리를 결합하고 있는 것이 정이의 지경함

양과 격물치지론이다. 정이의 치지론은 일반적으로 선지후행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본의가 ‘행으로 앎을 대신하려는 모방적 역행’에 대한 비판에 있다는 점을 밝혀보

고자 한다. 정이의 치지와 함양은 도덕실천 속에서 서로 결합되며, 모방적 역행을 

비판하고 높은 경계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공리적 실천태도에 대한 비판으로서, 

실천주체가 조급증을 버리고 착실한 자득을 추구하는 도덕적 자율성의 입장에 입각

한 실천론이라는 점이 논의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넷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정이의 여대림과의 미발논변의 경과를 살펴

보고, 미발논변이 경설의 완성으로 귀결되는 경과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경설의 완성은 ‘정제엄숙을 실천방법으로 하는 주일무적의 추구’이다. 정제

엄숙은 공자가 안회에게 일렀던 사물(四勿)공부를 다시 집약한 것이다. 주희의 중화

신설의 핵심적 취지는 정이가 경으로 미발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향을 잡은 것에 

기초해서 정이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조금씩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정돈한 것이다. 

정이와 주희의 기본입장은 동일하며, 주희의 해석과 설명이 보다 완전하고 친절하다. 

논의과정에서 주희의 해석과 설명을 자주 참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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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상의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정의 

도학에서의 답변을 구하는 것을 일관된 목적으로 한다. 

첫째, ‘경을 꾸준히 유지해서 마음을 보존하면 천리가 자연히 밝아진다’는 이정과 

주희의 반복되는 주장이다. 

둘째, 경의 이론적 의의 혹은 정신적 특성이다. 

이 두 문제는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 경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공부로 말해지는가’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정과 주희는 중요한 문장에서 

항상 조금씩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경을 꾸준히 유지해서 마음을 보존하면 천리가 

자연히 밝아진다’는 주장을 결론으로 삼고 있다. ‘정제엄숙과 주일무적의 경’은 신심

의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능력을 가지기에 경을 유지하면 천리에 자연히 밝아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정과 주희의 언설 속에서의 답변들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내려볼 것이다. 

이정의 언설 중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개념들의 도식 속에서 쉽게 

이해되기 힘든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주도학은, 처음부터 문제를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논증의 형식을 빌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 가능한 이정의 언설들의 현실적 내용들을 앞뒤로 따져 찾아내고,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적 판단에 따라 보충하고, 다시 그것들을 이정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입장 속에서 조직하여 이정이 말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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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호의 도학과 경설의 발생

1. 도덕활력의 추구

(1) 성선과 호연지기

정주도학은 성선에 기초하고 있다. 정주도학에서 성선론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대한 이기(理氣)에 근거한 순수한 존재론적 사유로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주

도학에서 성선은 도덕적 노력(‘工夫’)의 정당성과 올바른 도덕실천의 방법론, 곧 

공부론(수양론)의 정립을 위한 지도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정주도학은 성선의 

입장 속에서만 도덕적 노력이 긍정될 수 있고 나아가 올바른 도덕실천의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성선, 도덕적 노력의 정당성, 올바른 도덕실천의 방법

이라는 세 문제를 상호함축의 관계에 놓고 순환적으로 개진한다. 일반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대한 사유는 실천적 관점과 분리될 수 없다. 도덕은 

실천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그럴 때 근본적 문제는 실천을 추동하는 ‘동기 

혹은 의지’의 문제이다. 이로부터, 성선의 입장에 입각하는 도덕론이 이론적으로, 

인간의 선천적 본성에 포함된 의지적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를 전개하는 끝에서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의지를 타고난다는 입장을 정립하는 것은 실천적 관점과의 

순환 속에 있는 일종의 예정된 결론이며, 실천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선의지를 

보존하고 기르는 것을 도덕적 노력의 가장 우선적인 요구로 강조하는 것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 정주도학은 올바른 도덕적 노력의 방법과 관련하여 경(敬)을 가장 우선적

이고 근본적인 공부로 제시하는 바, ‘경을 지수(持守)하여 타고난 본성을 보존하고

(存) 기른다(養)는 持敬存養’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의지를 보존하고 기른다는 뜻으

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맹자에 근거하면 지(志)와 기(氣)의 관계는 ‘志動氣’, ‘氣動志’의 쌍방향적 관계를 

가진다. 호연지기는 志動氣의 맥락에서 志의 현실적 실행을 추동하는 도의와 짝하는

(‘配義與道’) 선으로의 방향성을 가진 기라는 점에서 ‘선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주희는 분명한 어조로 호연지기는 후천적으로 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말한다.10) 정호는 정이나 주희처럼 지(志)와 기(氣)의 관계에 대한 세밀

10) 주자어류의 호연지기장에 대한 주희의 언설을 살펴보면 주희의 일관된 입장은 사람은 호연지기를 
타고난다는 것이다. 가장 명백한 언설은 다음의 것이다. 주자어류 52-138 “問此氣是當初稟得天地底

來, 便自浩然, 抑是後來集義方生. 曰本是浩然, 被人自少時壞了, 今當集義方能生.” 주자어류 52:86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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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설을 하지 않고 있다.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호가 말하는 성은 기의 

맥락에 들어온 성이다(‘性卽氣 氣卽性’). 이후 정이와 주희는 성을 기의 맥락에서 

파악하면서도 성의 궁극적 본질은 이(理)라고 말했다(‘極本窮源之性’, ‘性卽理’). 성

에 대한 정호와 정이, 주희의 입장을 반드시 다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정호에

서 성의 선은 이(理) 때문만이 아니고 기(氣)의 차원에서 선한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관점이 또한 생의 이해를 강조하고 생과 선을 궁극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는 정호 도학사상의 전체적 맥락과 부합한다. 여기에는 ‘繼之者善, 

成之者性’과 관련한 존재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繼之者善’은 천지의 생을 

잇는 것이 선이라는 뜻이며, 천지의 생을 이어서 개체(사람과 사물)가 형성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성이다(‘成之者性’).11) 이상을 종합하면, 사람이 성을 부여받을 

때 ‘천지의 바른 기운(天地之中)’을 이어받는 바, 그것의 본질은 ‘타고나는 호연지기, 

곧 선의지’이다. 정호는 ‘人生而靜’을 성으로 말하는 바,12) 그 때의 靜은, ｢정성서｣의 

‘動亦定, 靜亦定’의 定, ‘主一’의 一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바깥으로 흐트러진 

마음이 수습된 지경(持敬) 속에서의 신심의 천연본래의 상태, 지(志)와 기(氣)가 결합

되어 온전히 호연지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호가 경(敬)을 말하면서 ‘나의 호연지기(浩然之氣, 乃吾氣也)’라고 말할 때의 호연

지기는 ‘도덕적 용기’라는 일반적 해석 보다는 ‘나의 선의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경은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면 안정된 마음이며, 지경 속에서 

체인하는 호연한 기상(氣象)의 실질은 내밀하고 깊은 도덕적 활력으로서 ‘도덕적 

용기’라는 해석은 경의 맥락에서는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 선의지와 도덕적 용기는 

다른 것이 아니다. 도학의 도식으로 말하자면, 안에 보존된 것(存)이 선의지이며 

밖으로 발동한 것(發)이 도덕적 용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정호는 자신의 도학사상을 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단지 생이 무엇인지 이해하라(只理會生是如何).13)

蔚問, 塞天地莫只是一箇無虧欠否. 曰, 他本自無虧欠, 只爲人有私曲, 便欠卻他底. 且如萬物皆備於我, 反身
而誠, 樂莫大焉, 亦只是箇無虧欠. 君仁臣忠, 父慈子孝, 自家欠卻他底, 便不快活. 反身而誠, 樂莫大焉, 無欠

闕也. 以此見浩然之氣只是一箇仰不愧於天, 俯不怍於人.” 문장의 끝에서 주희는 호연지기는 단지 ‘위로 
하늘을 우러러, 아래로 사람에게 굽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1) ｢계사전｣의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 成之者性也’에서 ‘잇는 것(繼)’는 ‘一陰一陽’, 곧 天地의 生生을 
잇는 것이며, 그 속에 理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2) 하남정씨유서 01-56 蓋生之謂性, 人生而靜以上不容說, 才說性時, 便已不是性也. 이하에서 하남정
씨유서는 유서로 표시한다. 외서, 문집, 수언도 동일한 방식에 따랐다. 中華書局의 二程集(王
孝魚 點校, 1981)을 사용했다.

13) 유서 07-37 只理會生是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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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의 ‘맥을 짚음(切脈)’, ‘병아리를 보라(觀雞雛)’, ‘수족마비(手足痿痺)’, ‘봄의 

뜻(春意)’, ‘생명의 의지(生意)’와 같은 언설들은 모두 천지만물에 공통하는 생기(生

氣), 곧 원기(元氣)의 활력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만물을 쉼 없이 생성하는(‘生生’) 

천리의 유행을 스스로 묵식하라는 뜻이다. 정호는 생의 이해로 집약되는 자신의 

도학사상의 방법적 원리(‘心術’)를 맹자의 ‘반드시 일삼음이 있되 기필하지 말라(必有

事焉而勿正心)’로 제시했다.

‘솔개는 날아올라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논다’라고 했다. 이 한 단락

은 자사가 사람들을 위해 (도체의 전모를) 친절하고 긴절하게 말해준 곳이다. ‘반드

시 일삼음이 있되 기필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뜻이니 활발히 살아있다. 이해했다면 

(마음이) 활발히 살아있을 것이지만 이해하지 못했다면 정신을 가지고 노는 것일 

뿐이다.14)

‘반드시 일삼음이 있되 기필하지 말라’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정호의 도학사상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존양(存養)’을 종지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비어약’은 하늘(솔개)과 땅(물고기)에 가득 찬 생의 약동을 의미한

다. 정호는 사람의 마음이 천지에 가득 찬 생의 약동을 온전히 품고 있다고 보고 

있다(‘같은 뜻이다意同’). 이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진원(眞元)’에서 발생하는 생기

(‘眞元之氣’)로서 질적으로 천지의 생기와 동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기(外氣, 천지

의 기)와 쉼 없이 교호(감응)하고 있다. 그 교호(감응)의 질서(법칙)가 천리이다. 

사람의 일신(一身)의 기는 양적으로는 물론 천지의 기에 대비해서 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기와 교호(감응)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넘어선다. 그것이 천리이며, 

사람이 천리에 어둡거나(‘昏’) 어긋나면(‘差’) 마음의 생기는 주리게(‘餒’) 된다. 반대

로 천리를 완전히 실현하면 자신의 기가 천지를 가득 채우게 된다. 그것이 호연지기다. 

이는 물론 글자그대로 개인의 기가 천지의 기와 같은 크기를 갖는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천지를 가득 채운다는 것은 내적으로 천지의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선의지와 

자신감, 외적으로 도덕적 감화력을 뜻한다. ‘반드시 일삼음이 있되 기필하지 말라’는 

경(敬)을 뜻하는 것으로, ‘경으로 마음의 본원적 생기(활력)를 보존하고 기르는 것’이 

도덕적 노력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이는 그 본질에서 선의지를 기르는 것이다. 

정호는 경으로 선의지를 보존하고 기르는 노력과 그 마음의 상태를 ‘활발발(活潑潑)’

하다고 말한다. 활발발은 꾸준한 경의 일삼음(‘勿忘勿助’, ‘必有事焉’) 속에서 도덕실

14) 유서 03-01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此一段子思喫緊爲人處, 與必有事焉而勿正心之意

同, 活潑潑地. 會得時, 活潑潑地. 不會得時, 只是弄精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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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주체가 스스로 체험하고 전유하는 마음의 내밀하고 깊은 도덕적 활력이다.

정호의 성선론은 고자의 ‘생지위성’에 대한 재해석에 기초해 있다. ‘생지위성장’으

로 알려져 있는 문장의 핵심적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①생을 성이라고 한다. 성은 곧 기이며 기는 곧 성이니 (성은) 생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기를 받아서 태어나면 선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다. 그러나 성 

가운데 원래부터 이 둘이 서로 대립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 

대체로 사람들이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만 ‘잇는 것이 선이다’라는 말이니 맹자가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잇는 것이 선이다’라는 말은 물이 

아래로 흐른다는 것과 같다.

②모두 똑같은 물인데 어떤 부분은 흘러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끝내 더럽혀지지 

않는데 이것이 어찌 인력으로 하는 것이겠는가? 어떤 부분은 멀리가기도 전에 이미 

흐려진다. 어떤 부분은 아주 멀리 가서야 비로소 흐려진다. 흐린 정도가 심한 부분도 

있고 흐린 정도가 덜한 부분도 있다. 맑고 흐림이 비록 다르지만 흐린 부분을 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즉, 사람은 맑게 다스리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③이 (성의) 이치가 (바로) 천명이다. 순응하여 그 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며, 도를 

따라서 닦아 각각 그 분수를 얻는 것이 교화(가르침)이다. 천명으로부터 교화에 

이르기까지 내가 더하는 것도 덜어내는 것도 없다. 이것이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렸지

만 (사사로운 마음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5)

생지위성장은 크게 보아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람이 태어날 

때 받는 기 곧 본원의 생기(‘元初水’)는 순선하며, 그것이 성이라는 것이다.16) 둘째, 

삶의 과정에서 생기의 궁극적 부분은 여전히 순선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정도의 차이

15) 유서 01-56 生之謂性, 性卽氣, 氣卽性, 生之謂也. 人生氣稟, 理有善惡, 然不是性中元有此兩物相對而
生也. 有自幼而善, 有自幼而惡, 后稷之克岐克嶷, 于越椒始生, 人知其必滅若敖氏之類. 是氣稟有然也. 善固

性也, 然惡亦不可不謂之性也. 蓋生之謂性, 人生而靜以上不容說, 才說性時, 便已不是性也. 凡人說性, 只是
說繼之者善也, 孟子言人性善是也. 夫所謂繼之者善也者, 猶水流而就下也. 皆水也, 有流而至海, 終無所汚, 
此何煩人力之爲也. 有流而未遠, 固已漸濁. 有出而甚遠, 方有所濁. 有濁之多者, 有濁之少者. 淸濁雖不同, 

然不可以濁者不爲水也. 如此, 則人不可以不加澄治之功. 故用力敏勇則疾淸, 用力緩怠則遲淸, 及其淸也, 
則却只是元初水也. 亦不是將淸來換却濁, 亦不是取出濁來置在一隅也. 水之淸, 則性善之謂也. 故不是善與
惡在性中爲兩物相對, 各自出來. 此理, 天命也. 順而循之, 則道也. 循此而修之, 各得其分, 則敎也. 自天命以

至於敎, 我無加損焉, 此舜有天下而不與焉者也.

16) 정호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자가 순선한 원기를 부여받았다
고 하더라도 부여받은 기의 전체적 성질이 악한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는 부여받는 

동시에 조직(기질;형체)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이미 불선(악)의 기제가 작동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가 불선(악)의 기제가 된다는 뜻이다. “대저 사람에게 몸이 있으면 곧 자신을 
사사롭게 하는 이치가 있다. 도와 하나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하다(유서 03-100 大抵人有身, 便有自私

之理, 宜其與道難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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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고 점차 흐려지며(不善;惡), 그로부터 도덕적 노력이 요구되는 바, 노력을 거쳐서 

본래의 본원생기의 순선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이론적 논단으로, 

‘맑음의 부여(받음)-흐려짐-맑음의 회복, 그 과정’이 천명 곧 천리의 실현과정이라는 

것이다. 생지위성장은 맹자와 고자의 논변에 기초하고 있다. 고자는 물의 흐름은 

물길을 터주기에 따라서 동쪽으로 흐를 수도 서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비유를 

들어 ‘사람의 성에는 (본래) 선불선의 구분이 없다(人性之無分於善不善)’고 말하는 

반면에,17) 맹자는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반박으로 성선을 주장했다. 정호의 발명의 

핵심은, 생지위성의 생, 원두(源頭)에서 받은 생기가 순선하다는 것이다. 또한, 원두

생기는 사람을 포함하는 천지의 공통적 생기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여받는다(‘眞元’와 ‘內外相養’, ‘夜氣’, ‘平旦之

氣’). 도덕적 노력의 본령은 태어나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여받는 순선한 기를 보존

하고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욕망의 삶을 살면서 순선한 기를 스스로 주리게 

만든다. 이로부터 ‘맑게 하려는 노력(澄治), 곧 마음의 정화’가 요구된다. 정호는 

물의 궁극적 부분은 끝까지 흐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은 양지양능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호가 맹자와 고자의 논변으로부터 발명한 원두생기의 순선은 

양지양능을 성의 차원으로 이론적으로 소급함으로써 입론된 것이다.

생지위성장의 핵심취지는 마지막 부분의 이론적 논단에 있다. 정호는 성의 순선과 

도덕적 노력을 원리적 순환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바(‘此理, 天命也. 順而循

之, 則道也’), 이는 천리의 유행과 같은 차원에 있는 선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의 

한지국18)에게 말하는 문장에서 이상의 내용과 관련한 직절하고 명백한 정호의 입장

을 볼 수 있다.

성현이 ‘하늘이 부여한 덕(天德)’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서 완전하고 

자족하다는 뜻이다. 더럽혀지거나 망가진 것이 없다면 마땅히 곧바로 행해야 한다. 

더럽혀지고 망가진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공경함으로 다스려 예전과 같이 

회복해야 한다. (더럽혀지고 망가진 것을) 예전대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자신

의 본질이 원래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수양하고 다스려야 

할 경우에 수양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땅함이다. 수양하고 다스릴 필요가 없을 경우에

는 수양하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또한 마땅함이다.19)

17) 주희는 고자의 ‘性猶杞柳也’를 순자의 성악설과 같은 것으로 ‘性猶湍水也’를 양웅의 선악혼재설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性猶湍水也’는 ‘性猶杞柳也’로부터 조금 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희 

맹자집주 참고.

18) 韓維(1017~1098), 字는 持國. 

19) 유서 01-01 聖賢論天德, 蓋謂自家元是天然完全自足之物. 若無所汚壞, 卽當直而行之. 若小有汚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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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도덕적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덕적 노력을 하는 것은 본성이 

무선무악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선하기 때문이다. 성선은 도덕적 노력의 근거(원리)

이며, 그럴 때 성선은 불선(악)으로의 타락(‘물의 흐려짐’) 속에서도 여전한 선의지이

다. ‘수불수(修不修), 치불치(治不治)의 마땅함(義)에 대한 판단’, ‘극기’의 본체(원리)

는 선의지이다. 더럽혀지거나 망가진 것이 없다면 ‘마땅히 곧바로 행하는 것(當直而

行之)’도 선의지이며, 더럽혀지고 망가진 것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공경함으로 

다스리는 것(敬以治之)’도 선의지이다. 선의지는 존재론적 층위에서 구분될 수 있는 

두 차원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천지 차원의 순역불이’와 ‘개별인격 차원에서의 

선의지로서의 호연지기’이다. ‘천지 차원의 순역불이’는 개별인격의 선불선을 넘어서 

있는 것이며, 그것이 개별인격의 본성에 부여되고 다시 도덕적 노력을 통하여 길러지

는 것이 개별인격 차원에서의 선의지로서의 호연지기이다.

‘하늘과 땅이 자리를 베풀면 역이 그 가운데서 운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경이다. 경은 끊어짐이 없으니 만물의 본체가 되어 빠뜨리지 않는 것은 성실과 

경일뿐이다. 성실이 없으면 사물이 없다. 시경에서 ‘하늘의 명은 아! 심원하여 

그치지 않으니, 아! 드러나지 않겠는가? 문왕의 덕의 순수함이여!’라고 했고, ‘순수함

이 또한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순수하면 끊어짐이 없다.20)

배우는 이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가까이 몸에서 찾으면서 사람의 이치를 

밝히고 공경할 뿐이니 여기가 바로 요약처다. 역의 건괘는 성인의 배움을 말했고, 

곤괘는 현인의 배움을 말했는데, ‘경으로 안을 곧게 하고 의로 밖을 바르게 한다. 

경의가 확립되면 덕은 외롭지 않다’라고 했을 뿐이다. 성인도 이와 같을 뿐 다른 

방도가 없다. 천착하고 얽매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도가 있고 이치가 

있으니 하늘과 사람은 하나여서 다시 나뉘거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호연지기는 

바로 나의 기이다. 기르면서 해치지 않는다면 천지를 채운다. 그러나 한번 사사로운 

마음에 의해 가린다면 시름에 겨워 굶주린 듯 매우 줄어들 것이다. ‘생각에 사사로움

이 없다’,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는 두 구절을 따라서 행한다면 어떻게 어긋나겠는

가? 어긋나는 것은 모두 공경하지 않고 바르지 않는데서 비롯한다.21)

卽敬以治之. 使復如舊, 所以能使如舊者, 蓋爲自家本質元是完足之物. 若合修治而修治之, 是義也. 若不消
修治而不修治, 亦是義也.

20) 유서 11-15 天地設位而易行其中, 只是敬也. 敬則無間斷, 體物而不可遺者, 誠敬而已矣. 不誠則無物
也. 詩曰, 維天之命, 於穆不已, 於乎不顯, 文王之德之純, 純亦不已, 純則無間斷.

21) 유서 02上-50 學者不必遠求, 近取諸身, 只明人理, 敬而已矣, 便是約處. 易之乾卦言聖人之學, 坤卦言
賢人之學, 惟言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至於聖人亦止如是, 更無別途. 穿鑿繫累, 自非道理, 
故有道有理, 天人一也, 更不分別. 浩然之氣, 乃吾氣也. 養而不害, 則塞乎天地, 一爲私心所蔽, 則欿然而餒, 

却甚小也. 思無邪, 無不敬, 只此二句, 循而行之, 安得有差. 有差者, 皆由不敬不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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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는 천지 차원의 역의 운행을 성경(誠敬)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왕은 성인이며 

천지와 덕을 함께 한다(‘聖人與天地合其德’). 그러나 또한 성인은 ‘나’와 같은 사람이

다(‘聖人與我同類者’). 만물을 낳아주고 길러주는 천지의 대덕(‘天地大德曰生’)은 생

의 의지이자 선의지를 본질로 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나의 선의지이기도 하다(“호

연지기는 바로 나의 기이다”). 정호가 생지위성을 맨 앞자리에 놓고 성론을 전개하는 

이유, 생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는 선의지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연비어약’과 

‘활발발’의 의미는 이제 분명하다. 그것은 천지와 나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유행하는 

본원적 생기(‘元氣’)의 활력으로서 생의 의지(生意)이자 본질에서 선의지(浩然之氣)

를 말하는 것이다. 생의와 호연지기, 생(生)과 선(善)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것이다.22) 

경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생의 의지, 선의지를 보존하고(‘存’), 후천적으로 도덕실천

(의리의 실천) 속에서 기르는 것(‘養’)이다.23) 이는 비유하자면, 하늘에 근원을 두는 

천연의 우물(‘天地之心’) 속에서 쉼 없이 솟아나는 깨끗한 물을 나의 물(마음)로 

길어내고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정호의 생과 선을 본질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성선론은 인간의 마음, 심정적 

진실을 요약한다. 사람은 생이라는 보편적, 공통적 진실 속에 살고 있는 한에서 근본

적으로 선한 것이며, 불선(악)은 그에 의해서 제약된다(‘不忍’). 선은 천지의 자연한 

생 속의 자연한 진실이다(‘天下之言性, 則故而已矣’). 정호의 이론적 발명은 인간성선

의 심정적 현실을 생의 근원에 나아가서 파악한 것으로, 이후 정주도학의 이론전개상

의 논점을 지도하는 극히 중요한 부분이다. 1)생은 근원에서 순선하며, 말단에서 

유선유악하다. 2)생의 근원은 천지에 공통하는 생기로 사람에게서 지속적으로 그 

내부(‘眞元’)로부터 발생한다. 3)이로부터 도덕적 노력에서 가장 일차적인 것은 도덕

주체 자신의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기를 보존하고 기르는 것, 곧 존양이다. 

일반적으로 도덕실천은 발생한 사태로 인한 규범표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반의 도덕실천방식은 순선의 근원을 방기하고 유선유악의 

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선의 근원에서 볼 때 전도된 것이며 일면적인 것이다. 그런 

경향이 반복될 때의 결과는 반을 얻고 반을 잃는 것(동일한 수준의 유지)이 아니고, 

경향적으로 마치 원금을 까먹는 것처럼 순선한 본래의 성을 점점 잃게(‘흐리게’) 

하며, 심하게는 모두 잃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도덕적 자기혼란이나 

22) 유서 02上-109 生生之謂易, 是天之所以爲道也. 天只是以生爲道, 繼此生理者, 卽是善也. 善便有一箇

元底意思. 元者善之長, 萬物皆有春意, 便是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成却待佗萬物自成其(一作甚)性須得.

23) 유서 02上-108 只著一箇私意, 便是餒, 便是缺了佗浩然之氣處. 誠者物之終始, 不誠無物. 這裏缺了
佗, 則便這裏沒這物. 浩然之氣又不待外至, 是集義所生者. 這一箇道理, 不爲堯存, 不爲桀亡, 只是人不到佗

這裏, 知此便是明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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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자기를 뜻하며, 본질에서 선의지의 혼란이거나 포기이다. 정주도학이 지경존양

을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공부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주도학은 선악이 

혼재된 인간의 도덕적 현실이 반드시 악이라기보다는 많은 부분 ‘혼란’에서 비롯한다

고 본다. 악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불급을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특히, 

이정과 주희는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실천방법이나 경로를 택함으로써 

착실한 성취가 없이 조급증에 빠져들거나 배움을 포기하게 된다고 파악한다. 경은 

일반의 전도된 실천방식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비근한 도덕적 노력

으로 제시된다. “배우는 이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가까이 몸에서 찾으면서 

사람의 이치를 밝히고 공경할 뿐이니 여기가 바로 요약처다.” “성인도 이와 같을 

뿐 다른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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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성과 경

1) 솔성의 입장

정호는 만물(주로, 생명체)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대로 산다고 

보았다. 본성을 넘어설 수도 없고 못 미치는 일도 없다. 동식물을 보면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연비어약의 솔개와 물고기는 자기본성대로 사는 것이다. 유일한 

예외가 사람이다. 정호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만물과 동일한 ‘완전자족한 사물(完全

自足之物)’이지만 살아가면서 본성을 잃는다고 말한다. 이정과 주희는 인간이 욕망의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성년뿐만이 아니고 유년시절부터 욕망에 물든다고 보았

다.24) 이로부터 사람은 배워야 하는데, 배움(‘學’, ‘修道’)의 목적은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배움은 타고난 본성을 잘 실현하도록 하는 것, 곧 ‘솔성(率性)’이지, 

본성 외의 것을 외삽 혹은 강제하거나 생의 현실을 떠나서 초월적 세계를 희구하는 

것이 아니다.

생지위성장 외에 정호가 고자의 생지위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또 

한편의 긴 문장이 있다. 정호의 성선의 입장에서의 생지위성에 대한 재해석은 솔성의 

입장으로 나타난다. 

①고자의 ‘생을 성이라고 한다’는 말은 가하다. 무릇 천지가 낳은 사물에 대해 

성이라고 말해야 한다. 모두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소의 

성과 말의 성을 구분해야 한다. 모두 똑같다고 말해서 석씨처럼 꿈틀거리는 것은 

영(靈)을 가지니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②‘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하고(天命之謂性), 성을 따르는 것이 도(率性之謂

道)’라는 것은 하늘이 이것(命)을 아래에 내려 만물이 각각 형체를 짓고 자기의 

성명을 갖는다는 것으로 이것이 소위 性이다. 그 성을 따라서 잃지 않는 것(循其性而

不失)이 이른 바 도다. 이것은 사람과 사물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 성을 따른다는 

것은 말은 말의 성을 따르지 소의 성을 따르지 않으며 소는 소의 성을 따르지 말을 

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의 성을 따른다) 이것이 소위 ‘성을 

따르는 것(率性)’이다. 

③사람은 천지 사이에서 만물과 함께 처해 있으니 하늘이 어떤 때에 사물과 사물을 

분별해서 생기게 했겠는가? ‘도를 닦음을 가르침이라고 한다(修道之謂敎)’는 것은 

오로지 인사(人事)에서 말하는 것이다. ‘도를 닦음을 가르침이라고 한다(修道之謂

敎)’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일에서 말하는 것이다.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닦아서 

24) 배움은 小學부터 시작해야 한다. 小學이 망실되었기 때문에 小學의 성취를 대신할 수 있는 敬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공부라는 것이 정주도학이 敬을 강조하는 이유의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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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구하는 것인즉 배움에 들어가는 것이다.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무슨 

닦음이 있겠는가? 이것이 인의를 따라(由) 행한다는 것인즉 이 성을 잃었기 때문에 

닦는 것이다. “이루어진 성을 보존하고 보존하는 것이 도의의 문이다.” 이 또한 

만물이 각각 이루어진 성을 보존하고 보존한다는 것이요, 또한 생이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늘은 생으로 도를 삼을 뿐이다.25)

정호는 고자의 생지위성과 자신의 생에 대한 이해를 구분하면서,26) 고자의 생지위

성이 내용적으로 불교의 존재론과 결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7) ‘꿈틀거리는 것은 

영(靈)을 가지니 모두 불성이 있다’는 주장은 이후 주희가 비판하는 지각운동(知覺運

動)을 성으로 여기는 것이다. 고자의 생지위성은 도학의 상투적 표현으로 천근(淺近)

한 경험주의적 소견이며, 불교는 이정과 주희가 누누이 말하듯이 존재론적 사변의 

극치이다. 정호는 천근한 경험주의적 소견과 극단의 존재론적 사변이 실천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향한다고 파악한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짐승)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배움, 수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식색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며, 

동물도 식색을 아는 한에서 영(靈)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의(仁義)를 

아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의 본성은 

‘完全自足’한 것이지만 욕망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완전자족한 본성은 훼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본래의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修而求復之’). 

정호는 ‘由(따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본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며, 인의의 실천을 통해서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

며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드시 도학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명백히 정당한 이 같은 

입장이 도학의 서두에서 등장하고 있는 당시의 학술과 사인의 풍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제 모임은 대부분 선(禪)에 대한 얘기였는데 마음이 즐겁지 못했고 돌아와서도 

탄식하길 오래했다. 이 학설이 이미 천하의 풍조를 이루었으니 어떻게 구제할 수 

25) 유서 02上-110 告子云生之謂性則可. 凡天地所生之物, 須是謂之性. 皆謂之性則可, 於中却須分別牛

之性, 馬之性. 是他便只道一般, 如釋氏說蠢動含靈, 皆有佛性, 如此則不可.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者, 
天降是於下, 萬物流形, 各正性命者, 是所謂性也. 循其性而不失, 是所謂道也. 此亦通人物而言. 循性者, 
馬則爲馬之性, 又不做牛底性. 牛則爲牛之性, 又不爲馬底性. 此所謂率性也. 人在天地之間, 與萬物同流, 

天幾時分別出是人是物. 修道之謂敎, 此則專在人事, 以失其本性, 故修而求復之, 則入於學. 若元不失, 則何
修之有. 是由仁義行也, 則是性已失, 故修之. 成性存存, 道義之門, 亦是萬物各有成性存存, 亦是生生不已之
意. 天只是以生爲道.

26) 정호의 생은 궁극적으로 천리유행을 말하는 것이며 고자의 생은 결국 식색을 말하는 것이다.

27) 유서 02上-110 告子云生之謂性則可. 凡天地所生之物, 須是謂之性. 皆謂之性則可, 於中却須分別牛

之性, 馬之性. 是他便只道一般, 如釋氏說蠢動含靈, 皆有佛性, 如此則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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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는가! 옛날에도 불교는 있었지만 융성했을 때도 불상이나 세우고 교리나 베푸는

데 그쳤을 뿐이어서 그 폐해가 적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풍조는 먼저 성명과 도덕을 

말하고 식자들을 선동해서 자질이 뛰어나고 고명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빠져든

다.28)

도학이 발생할 당시에 많은 학자들은 노불, 특히 불교의 사상적 영향 속에 침윤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서 이정과 교류가 깊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지국이다. 정호는 

‘자질이 뛰어나고 고명한’ 사람들이 불교에 빠져든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지국을 

염두에 둔 말로 볼 수 있다. 정이가 일면 토론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개진한 

대표적 학자가 여대림이라면, 정호의 상대는 한지국이다. 한지국에 대해 말하는 

언설들이 정호의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낸다. 

백순선생이 한지국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허망, 환상이라고 말하는 좋지 않은 

성이 있다고 여긴다면 따로 하나의 좋은 성을 찾아서 그 좋지 않은 성을 바꾸어라. 

도는 곧 성이다. 도 밖에서 성을 찾고 성 밖에서 도를 찾는다면 옳지 않다. 성현이 

‘하늘이 부여한 덕(天德)’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서 완전하고 

자족하다는 뜻이다 더럽혀지거나 망가진 것이 없다면 마땅히 곧바로 행해야 한다. 

더럽혀지고 망가진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곧 공경함으로 다스려 예전과 같이 회복해야 

한다. (더럽혀지고 망가진 것을) 예전대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자신의 본질이 

원래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수양하고 다스려야 할 경우에 

수양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땅함이다. 수양하고 다스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수양하

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또한 마땅함이다.29)30)

28) 유서 02上-84 昨日之會, 大率談禪, 使人情思不樂, 歸而悵恨者久之. 此說天下已成風, 其何能救! 古亦
有釋氏, 盛時尙只是崇設像敎, 其害至小. 今日之風, 便先言性命道德, 先驅了知者, 才愈高明, 則陷溺愈深.

29) 유서 01-01 伯淳先生嘗語韓持國曰: 如說妄說幻爲不好底性, 則請別尋一箇好底性來, 換了此不好底
性著. 道卽性也. 若道外尋性, 性外尋道, 便不是. 聖賢論天德, 蓋謂自家元是天然完全自足之物, 若無所汚
壞, 卽當直而行之; 若小有汚壞, 卽敬以治之, 使復如舊. 所以能使如舊者, 蓋爲自家本質元是完足之物. 若合

修治而修治之, 是義也; 若不消修治而不修治, 亦是義也. 한지국은 정호보다 연배가 높다. 원래 어투를 
살리자면 경어체로 번역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문장은 유서의 편집의도에서 볼 때 가르침이며, 내용적
으로도 정호의 언설 중에 핵심에 속하는 것이기에 하라체로 번역했다. 「정성서」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하라체로 번역했음을 말해둔다.

30) 이 문장에 관한 주희의 언설이 있다. 회암선생주문공문집 권35-12 「답유자징4」(43세) “하늘의 
운행은 멈추지 않고 만물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만물은 모두 떠나가는데 자기만 홀로 가지 

않는 이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자께서 한공이 탄식하자 ‘항상된 이치가 이전부터 이와 같은데 무슨 
탄식을 하십니까?’라고 하셨는데,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한공이 깨닫지 못하고 ‘늙은이도 떠나갈 
것입니다’라고 하자 선생은 또 그에게 ‘공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셨으니, 이치에 전혀 닿지 않는 

말로 (반어법을 써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유서 첫 편의 ‘따로 하나의 좋은 성을 찾아서 좋지 않은 
성을 바꾸어라’는 말의 의미와 같습니다. 한공이 떠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즈음에, 그에게 
‘할 수 없다면 떠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항상된 이치를 따른다는 말일 따름입니다.”(天運不息, 

品物流形, 無萬物皆逝而己獨不去之理. 故程子因韓公之歎而告之曰: ‘此常理從來如是, 何歎焉?’ 此意已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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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이 문장은 선(禪)의 언어로 선(禪)을 논파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치와 형식은 의미심장한 것으로 벽불(闢佛)이라는 

도학의 기본입장에서 비롯한 것이며, 도학의 학문적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문장에서 정호는 표면적으로 성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말법은 선불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어(irony)로서 성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다. 정호는 성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

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그에 기초해서 성은 단일한 본질을 가진 순선한 것이라는 

것,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덕(天德)’이며 ‘완전자족(完全自足)’한 것이라는 깨달음

(‘覺悟’)을 한지국이 얻기를 바라고 있다. 

이 문장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자가(自家)’라는 표현이다. ‘자가(自家)’라는 표현

은 완전자족한 도덕적 본성에 대한 자기인식, 곧 ‘도덕적 자기인식’을 함축한다. 

결국 정호는 도덕적 자기인식, ‘더럽혀지거나 망가진 것이 없다면 마땅히 곧바로 

행하고, 더럽혀지고 망가진 것이 있다면 곧바로 공경함으로 다스리는 것의 마땅함’, 

수불수(修不修), 치불치(治不治)를 관장하는 ‘도덕적 자기인식’을 한지국이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깨달음(‘覺悟’)의 궁극적 내용이다.31) 정호의 불교비판

의 전체내용을 담고 있는 『유서』02上-84에서 정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국이 이 학문을 한 지 30년인데, 그가 얻은 것은 겨우 이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자신을 돌이켜보아 성실함’에서 끝내 얻은 것이라고는 

없다.32)

정호의 이 말은 한지국이 도덕적 자기인식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정호는 그 

이유가 한지국과 같은 선학을 하는 이들이 존재론적 사변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明矣. 韓公不喩, 而曰: ‘老者行去矣’, 故夫子又告之曰: ‘公勿去可也’, 以理之所必無者曉之, 如首篇所云 
‘請別尋一箇好底性來, 換了此不好底性著’ 之意爾. 及公自知其不能不去, 則告之曰: ‘不能則去可也’, 言亦
順夫常理而已. 反復此章之意只如此, 恐不必於 ‘不去’ 處別求道理也.) 이 대화는 유서 21上-23에 나온

다. 韓公持國與程子語, 歎曰, 今日又暮矣. 程子對曰, 此常理從來如是, 何歎爲. 公曰, 老者行去矣. 曰, 公勿
去可也. 公曰, 如何能勿去. 子曰, 不能則去可也. 이하에서 회암선생주문공문집은 주희집으로 표시한
다.

31) 문장의 말미에서 정호는 ‘會禪’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會禪’은 ‘선을 이해함’ 또는 ‘선을 할 
줄 앎’을 뜻한다. 유서 01-01 至如孔子, 道如日星之明, 猶患門人未能盡曉, 故曰予欲無言. 如顔子, 

則便黙識, 其他未免疑問, 故曰小子何述, 又曰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可謂明白矣. 若能於此
言上看得破, 便信是會禪, 也非是未尋得, 蓋實是無去處說, 此理本無二故也.

32) 유서 02上-84 持國之爲此學者三十年矣, 其所得者, 儘說得知有這道理, 然至於｢反身而誠｣, 却竟無得

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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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자의 가르침은) 언제나 간단하고 쉬우며, 밝고 분명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선학을 하는 이들은 모든 것에서 억지로 일을 만든다. 예를 들어 산하대지에 

대한 그들의 주장의 경우, 저 산하대지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33)

선학을 하는 이들은 존재론적 사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간단하고 

쉬운 것(簡易)’, ‘밝고 뚜렷한 것(明白)’을 보지 못한다. 정호가 말하는 ‘간단하고 

쉬운 것’은 ‘몸에 가까운 것’이며, ‘밝고 뚜렷한 것’은 ‘사람의 이치(人理)’이다. “배우

는 이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가까이 몸에서 찾으면서 사람의 이치를 밝히고 

공경할 뿐이니 여기가 바로 요약처이다.” ‘요약처(約處)’가 바로 ‘각오처’이며, 경이 

그것이다.34) 

유서1-1이 유학과 불교를 도체의 차원에서 대비시키고 있는 총론적 성격의 

문장이라면, 정호와 불교에 사상적 젖줄을 대고 있었던 한지국 사이의 학문적 입장의 

차이를 집약하는 문제는 극기복례에 대한 이해였다.

선생이 늘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함을 논했다. 한지국이 말했다. “도(道)에 다시 

무슨 이김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선생이) 말했다. “공의 말은 단지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함은 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별다른 곳이 없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함이 도를 실천함이 되는 것이 또한 공이 말하는 도에 무슨 손상이 있겠습

니까? 공의 말은 한 사람이 자기 앞의 사물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도다. 본래 이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와 자기가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를 체득하겠습니까? 도는 자기

에게 있습니다. 자기와 도가 각각 하나의 사물이어서 몸을 던져 (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함이 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공의 말은 

이김은 도가 아니라는 것인데 또한 도입니다. 실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와)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이치는 매우 분명합니다. (공은) 

또 말합니다. ‘도에는 참도 거짓도 없다.’ 이미 참도 없고 또한 거짓도 없으니 어떤 

사물도 없습니다. 결국 반드시 옳은 것이 참이며 옳지 않은 것이 거짓이라는 것, 

그것이 도입니다. 매우 분명합니다.”35)

33) 유서 01-01 故常簡易明白而易行. 禪學者總是强生事. 至如山河大地之說, 是他山河大地, 又干你何

事? 

34) 유서 02上-50 “배우는 이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가까이 몸에서 찾으면서 사람의 이치를 

밝히고 공경할 뿐이니 여기가 바로 요약처다.”(學者不必遠求, 近取諸身, 只明人理, 敬而已矣, 便是約處.). 
유서 15-191 “요약하라. 경이 그것이다.”(約. 敬是.).

35) 유서 01-08 先生常論克己復禮. 韓持國曰, 道上更有甚克, 莫錯否? 曰, 如公之言, 只是說道也. 克己復

禮, 乃所以爲道也, 更無別處. 克己復禮之爲道, 亦何傷乎公之所謂道也. 如公之言, 卽是一人自指其前一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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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국은 자기망각적인 도에 대한 사변에 빠져있다. 한지국의 사고의 오류는 완전

무결한 도가 있다는 것, 그 도의 완전성을 자신의 일과 혼동한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상상적 차원에서 완전무결한 도와 자신을 일치시켜 놓고, 그런 상상에 빠져서 

자신이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수(無修)의 입장에 빠져있다. 

정호의 입장은 도가 완전무결한 존재론적 실재라면 한지국의 현실적 실존 속에 있는 

것이며, 한지국이 자신의 실존과 관련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도덕적 노력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이 도(道)이다. 자기자신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도이다(‘可離非道也’). 

한지국과 같은 모습이 당시 불교에 빠져들었던 사인들의 행태를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초월적 도에 대한 사변으로부터 무지와 불능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그런 행태는 

딱히 불교의 문제라기보다 지식사변을 일삼는 식자들의 일반적 병폐이지만 불교의 

극단적인 존재론적 사변과 천지환망론(‘山河大地之說’)이 당시 식자들의 무지와 불

능을 극심하게 했음이 분명하다. 불교의 천지환망론은 인간에게 존재(실재)와 허무 

혹은 환상(비실재)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장주가 

자신이 나비인지 장주인지 알 수 없었던 것과 같다. 천지만물은 한편으로는 분명 

실재(존재)이지만 인간의 차원에서는 비실재(허무)이기도 하다(‘色卽是空, 空卽是

色’). 인간이 집착과 망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취지가 단순히 세계의 허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세계, 유정(有情)

의 세계(인간의 집착과 망념이 구성하는 세계)’가 허망하다는 것이다. 소위 ‘진제(眞

際), 곧 실재 혹은 도’는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으며, 알 수 없기 때문에 

행할 수도 없다. 불교의 존재론은 현실적 맥락으로 들어오면 무분별로 나타난다. 

진제가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무분별의 행태는 ‘형이상학적 

만행(萬行)’이다. 위 문장의 말미는 한지국이 불교의 존재론적 사변에 빠져든 끝에 

曰此道也. 他本無可克者. 若知道與己未嘗相離, 則若不克己復禮, 何以體道. 道在已, 不是與已各爲一物, 
可跳身而入者也. 克己復禮, 非道而何. 至如公言, 克不是道, 亦是道也. 實未嘗離得. 故曰可離非道也, 理甚

分明. 又曰, 道無眞無假. 曰, 旣無眞, 又無假, 却是都無物也. 到底須是是者爲眞, 不是者爲假, 便是道, 大小
大分明. 동일한 내용의 짧은 대화가 한 편 더 있다. 유서 02上-102 持國嘗論克己復禮, 以謂克却不是道. 
伯淳言, 克便是克之道. 持國又言, 道則不須克. 伯淳言, 道則不消克, 却不是持國事. 在聖人, 則無事可克, 

今日持國, 須克得己便然後復禮. 02上-102는 한지국이 먼저 ‘이김은 도가 아니다’라고 논했던 것에 대해 
정호가 한지국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01-08은 시작에서 대화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실제로 있었던 대화에 근거해서 작성된 정호의 입장을 개진하는 논서로 보인다. 이렇게 길고 일방적인 

내용을 말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뒷부분의 ‘又曰’ 이하를 보면 더욱 그렇다. 02上-102이 실제로 있었던 
대화에 가까운 기록이고 그에 근거해서 01-08의 문장이 작성되었을 수도 있고, 극기복례와 관한 대화가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의론은 한지국이 이김(克)는 도(道)가 아니라고 주장한데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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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의 경향을 드러낸 것을 보여준다(‘道無眞無假’).36)

도에 대한 사변에서 시작해서 무수와 무분별에 이른 과정, 한지국이 경과한 과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도덕적 자기인식이 없는 것, 곧 도가 나에게 성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 그로부터 ‘성을 따르는 것(率性)’이 도라는 것, 그 ‘순환’을 모르는 것이다

(‘率性之謂道’). “도는 곧 성이다. 도 밖에서 성을 찾고 성 밖에서 도를 찾는다면 

옳지 않다.” 

불교의 천지환망론에 대한 비판이 이정의 만물일체론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한 몸을 공변되게 천지만물 가운데 놓아두고 (다른 사물과) 똑같이 본다면 

무슨 장애가 있겠는가? 비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일지라도 무슨 해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불교가 육근과 육진을 괴롭게 여기는 것이 모두 자신을 사사롭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정호)37)

만물이 일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것에 이 이치가 있고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낳고 낳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생은 (만물이) 일시에 생겨나는 

것으로 모두 이 이치를 완전히 갖추고 있다. 사람은 미루어 볼 줄 알지만 사물은 

기가 어두워 미루어 볼 줄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물은 (이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자기의 몸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를 

작은 것으로 본다. 이 몸을 만물 가운데 놓고 똑같이 본다면 아주 쾌활할 것이다. 

불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몸에서 일어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 몸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근과 육진을 모두 

버리려 하지만 마음이 원래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메마른 나무나 불꺼진 재처럼 

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이치는 없다. 그러려면 죽는 수밖에 없다. 불교는 사실은 

자신의 몸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을 놓아버리지 못하므로 (몸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이다. 비유하자면 등에 짐을 진 벌레가 이미 지고 있는 짐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다시 짐을 지려는 것과 같다. 또한 돌덩이를 안고 강물에 

뛰어든 사람이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는데도 끝내 돌덩이를 놓아버리려 하지 않으면

서 무거운 것은 싫다고 하는 것과 같다.(정이)38)

36) 당말송초에 이르는 선종의 흥기와 신유학 등장의 정치사회적 맥락, 불교와 신유학의 세계관과 도덕관
의 차이에 대해서는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대학교출판부, 2013. pp.79-94쪽 참조. 

37) 유서 02上-112 人能放這一箇身公共放在天地萬物中一般看, 則有甚妨礙? 雖萬身, 曾何傷? 乃知釋氏
苦根塵者, 皆是自私者也.

38) 유서 02上-135 所以謂萬物一體者, 皆有此理, 只爲從那裏來. 生生之謂易, 生則一時生, 皆完此理. 

人則能推, 物則氣昏, 推不得, 不可道他物不與有也. 人只爲自私, 將自家軀殼上頭起意, 故看得道理小了佗
底. 放這身來, 都在萬物中一例看, 大小大快活. 釋氏以不知此, 去佗身上起意思, 奈何那身不得, 故却厭惡, 
要得去盡根塵, 爲心原不定, 故要得如枯木死灰. 然沒此理, 要有此理, 除是死也. 釋氏其實是愛身, 放不得, 

故說許多. 譬如負販之蟲, 已載不起, 猶自更取物在身. 又如抱石沉河, 以其重愈沉, 終不道放下石頭, 惟嫌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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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와 정이의 입장은 동일하다. 정이는 정호의 요약적인 언설을 상세하게 설명하

고 있을 뿐이다. 이정의 만물일체론은 문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불교의 이기적 

행태에 대한 비판에 요점이 있다. 앞서 논의한 맥락을 종합해서 말하면, 이정의 만물

일체론은 만물과 자신에 공통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성리’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는 

도덕적 자기인식, 그리고 도덕적 자기인식에 기초한 경과 극기복례로 집약되는 도덕

적 노력의 현재성과 정당성의 주장에 본래취지가 있는 것이지 존재론적 사변과 환상

을 자극하기 위한 것도, 존재론적 자기망각의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다. 이정의 만물

일체론은 오히려 그런 경향을 비판하는 것이다.39) 

이정의 만물일체론은 신심론으로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다. 만물일체를 말하는 

위 인용문의 이정의 언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존재론으로서의 만물일체 보다

도 비근한 차원의 신심론이다.40) 정주도학의 경설은 신심론에 기초하고 있다. ‘주일

무적과 정제엄숙’으로 요약되는 경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몸과 마음의 능력

을 온전히 하는데 본래적 의미가 있다. 훗날 주희는 경을 간단히 ‘수렴신심’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으로 집약되는 이정의 신심론은 ‘도덕적 신심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때 ‘도덕적’이라는 내용적 수사는 외적 규정이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 특히 도덕과 관련하여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과 동물은 몸에서 발생하는 식욕과 성욕을 공통적 본능으로 

가지며, 도덕성의 유무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로부터 ‘몸-욕망/

마음-도덕’이라는 도덕성과 관련한 신심도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일반

적인 사고이다. 그러나 정주도학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주도학은 몸이 도덕성의 

일종의 저장고, 나아가 발원처와 같은 것으로 본다.41) 또한 위의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물도 사람과 동일한 이(理)를 부여받았지만 기(氣)가 흐리기 때문에 

도덕성의 발현정도에서 차이가 날 뿐이라고 본다. 몸은 단지 욕망의 발생처가 아니고, 

타고난 생기의 집적체로서 그 속에 일종의 소우주와 같이 모든 이치, 곧 ‘성리’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정주의 도학이다. 마음은 그럴 때 몸에 갖추어진 이치를 

也.

39) 이정의 만물일체론에 대한 오해의 불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이의 말은 매우 직절하다. 이정외서
11-37 “진경정이 물었다. 제 생각에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나의 성으로 다시 내 몸이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천이 웃으면서 말했다. 다른 사람이 배부르게 먹으면 그대는 배고프지 않은가?”(陳經
正問曰: 據貴一所見, 盈天地間皆我之性, 更不復如我身之爲我. 伊川笑曰: 他人食飽, 公無餒乎?)

40) 일반적으로 ‘심신론’라고 말하지만 정주도학을 논할 때는 ‘신심론’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정주도학에서 마음은 몸을 기초로 해서 있는 것이다.

41) 유서 03-45 “몸통에 가득 찬 것이 측은지심이다.”(滿腔子是惻隱之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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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관이다. 마음은 몸속에 있는 것이며, 몸속에 있어야 

한다.42) 마음은 ‘몸의 중심’이다.43) 결론적으로 정주도학에서 사람의 신심은 ‘살아 

움직이는 자발적 도덕체’이다.

이정이 비판하고 있는 불교의 신심론은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심

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에 기초한 도덕에 대한 관념과 유사하다. 이정이 비판하고 

있는 불교의 신심론과 도덕관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몸-욕망/마음-도덕’이라는 

도식은 초월적인 도덕적 원망(願望)으로 나아가게 하며, 그럴 때 몸은 이중적 의미에

서 고통의 원인이 된다. 초월적 도덕의 견지에서 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며, 

그렇다고 몸을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또한 고통이다. 그것은 자기 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자 마음이 혼란하고 불안한 것이다. 이정은 그와 같은 불교의 행태가 

결국 이기심, 자신의 한 몸을 사사롭게 위하는 행태라고 파악한다. 자기의 몸에 갇힌 

이기심이 자신과 만물의 몸에 공통적으로 유행하는 천리를 스스로 단절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자기와 만물에 공통적으로 유행하는 천리, 그것은 핵심적으로는 나와 

타인에 공통되는 ‘인사(人事)의 도리’, 곧 정호가 ‘충효인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논의를 결론지으면서 앞서 부분적으로 인용한 문장들을 전체적으로 보자. 

오늘날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그물이란 것은 없앨 수 없는 몇 가지 떳떳한 도리이

다. 그러므로 충효인의를 실천해야 할 때가 되면 모두 마지못해 그렇게 한다. 곧장 

이 몇 가지 떳떳한 이치를 모두 없애버린 다음에 도에 이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다 없앨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는 귀, 눈, 입, 코가 있으니 이미 이 기운이 

있으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앎이 있다. 보이는 것은 색이고 들리는 것은 소리이며 

먹는 것에는 맛이 있다. 사람에게 희노애락이 있는 것도 성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제 모두 끊어버려야만 타고난 참된 것을 얻는다고 우긴다면, 이것을 ‘타고난 참된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국이 이 학문을 한 지 30년인데, 그가 얻은 

것은 겨우 이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자신을 돌이켜보아 

성실함’에서 끝내 얻은 것이라고는 없다. 그들에게도 깨달음의 도리가 하나 있으니 

‘경으로 안을 곧게 한다’고는 하겠지만 ‘의로 밖을 바르게 하는 것’은 없다. 그들이 

안을 곧게 한다는 것도 요컨대 옳지 않다.44)

42) 유서 07-10 “마음은 몸통 속에 있어야 한다.”(心要在腔子裏.)

43) 이정과 주희는 ‘心’을 외부와 관련하여 지칭할 경우 어떨 때는 ‘內’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中’이라고 
말한다. 이럴 때 ‘中’은 ‘안(內)’의 의미 외에 ‘중심(center)’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心’을 ‘中’이라

고 말할 때의 ‘中’은 ‘未發之中의 中’, ‘敬以直內의 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44) 유서 02上-84 今彼言世網者, 只爲些秉彝又殄滅不得, 故當忠孝仁義之際, 皆處於不得已, 直欲和這些
秉彝都消殺得盡, 然後以爲至道也. 然而畢竟消殺不得. 如人之有耳目口鼻, 旣有此氣, 則須有此識; 所見者

色, 所聞者聲, 所食者味. 人之有喜怒哀樂者, 亦其性之自然, 今强曰必盡絶, 爲得天眞, 是所謂喪天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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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의 불교비판은 경으로 요약된다. 경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심의 능력을 온전

히 하는 것, 곧 ‘타고난 성을 실현하는 것 혹은 따르는 것(率性)’이며, 그것이 도(道)다. 

불교는 ‘성을 따르는 것(率性)’이 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완전무결한 도에 비추어 불완전한 것들, 예컨대 인륜(충효인의)과45) 형색(귀, 눈, 

입, 코), 앎과 감정(희노애락) 그 모든 것을 끊으려 한다. 그 모든 것을 끊어야 ‘참된 

것(天眞)’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태는 보고 듣고 맛을 알고 희노애락이 

있는 인간성정의 자연한 참된 것을 잃는 것이다. 경은 선천적 타고난 신심을 온전히 

하는 것, 곧 자기의 몸을 주재하는 것이자 그 속에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다. 그럴 

때 신심에 갖추어진 ‘성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갖추어진다. 이런 의미에

서 정주도학의 신심론은 도덕적 신심론이다. 그러나 그럴 때 도덕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심 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외적으로 부가되는, 실천적 차원에서 말하자

면 신심에 대한 외적 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타고난 신심의 본래의 능력을 

온전히 하는 것, 곧 솔성의 실천원리가 경이다. 

2) 경, 솔성의 실천원리

정호는 한지국에게 정주도학의 전체를 꿰는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다.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함은 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별다른 곳이 없습니

다.(克己復禮, 乃所以爲道也, 更無別處.)

논어의 ‘克己復禮爲仁’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이 문장은 ‘爲仁’을 ‘爲道’로 바꾸어 

말하고 있으며 ‘所以’가 첨가되어 있다. ‘爲道’는 솔성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所以’다. 정주도학은 문장에서 ‘所以’를 즐겨 사용하며, 특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항상 ‘所以’를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도와 음양의 관계

를 ‘所以’라고 말하는 바(‘所以一陰一陽’), 이치는 ‘所以然之故’이다. 주희의 가장 

완정한 중화설이 나타나는 ｢답장흠부23｣의 핵심부분은 전부 ‘所以’로 채워져 있다. 

한문에서 ‘所以’는 ‘원리’와 ‘방법’이라는 두 의미를 함께 가진다. ‘道’의 용법도 동일하

持國之爲此學者三十年矣, 其所得者, 儘說得知有這道理, 然至於｢反身而誠｣, 却竟無得處. 佗有一箇覺之
理, 可以｢敬以直內｣矣, 然無｢義以方外｣. 其直內者, 要之其本亦不是.

45) 정주도학이 인륜도덕을 주장하지만 인륜도덕의 현실이 완전하지는 않다. 유서 01-07 “천지가 사물
을 낳음에 (모든 사물) 각각은 (완전해서 애초에) 부족한 이치가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천하의 군신부자
형제부부에는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된다.”(天地生物, 各無不足之理, 常思天下君

臣父子兄弟夫婦有多少不盡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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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所以’는 도(道)에 대한 정주도학의 개념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所以’는 문장의 

맥락에 따라 어떤 때는 ‘원리(근거, 이유, 목적)’로 어떤 때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의미적으로 둘은 순환한다. 위 문장의 ‘도를 실천하는 방법’에서 

방법은 ‘수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방법은 ‘실천원리’를 뜻한다. 극기복례가 

도를 실천하는 실천원리라는 뜻이다. 극기복례는 도를 실천하는 실천원리(‘방법’)로

서 그 속에 이미 도(‘원리’)가 함축되어 있다. 극기복례와 도가 별개의 것이거나 

극기복례와 도가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함이 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호가 말하는 극기복례는 경과 의미적으로 동일한 공부이다. 경이 ‘위도(爲道), 

곧 솔성(率性)’의 실천원리이다. 정호는 ‘경을 유지해서 안이 곧게 되는 것(敬以直內)’

과 ‘경을 수단으로 안을 곧게 하는 것(以敬直內)’을 구분한다.46) ‘경을 수단으로 

안을 곧게 하는 것(以敬直內)’은 ‘기필하는 것(正), 조장(助長)’이다.47) 정호는 불교의 

선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파악한다. 선정은 외부사물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마음만 붙들고 있는 것으로 사물과 교감하는 신심의 자연한 역능을 폐하는 것이다.

요즘 도를 말하면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끊고 (마음이) 고요하기를 바라는데 

몸은 메마른 나무와 같고 마음은 불꺼진 재와 같다. 담벼락이나 목석 같이 되는 

것을 어떻게 도라 부를 수 있겠는가? 앎이 만물에 두루 미쳐 빠뜨리지 않는 것이 

귀한데 또 언제 불꺼진 재처럼 되겠는가? 용모를 움직이고 주선하는 것이 예에 

맞음이 귀한데 또 언제 메마른 나무처럼 되겠는가? 심술(心術)을 논하는 데는 맹자만

한 이가 없는데 ‘반드시 일삼음이 있다’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몸과 마음이) 메마른 

나무나 불꺼진 재와 같다면 어디에 일삼을 것이 있겠는가?48)

도 바깥에 사물이 없고, 사물 바깥에 도가 없다. 천지간에 어디를 가든 도가 아님이 

없다. 부자에 나아가면 부자가 친한 바에 있고, 군신에 나아가면 군신이 엄한 바에 

있다. 부부, 장유, 붕우에 이르러 무엇을 하든 도가 아님이 없다. 이 도는 (나의 

몸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즉 인륜을 허물고 사대를 버리는 것은 그 

도의 분수(사람의 분수)에서 먼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천하에 대해서 꼭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지 않는 것도 없으니 의를 따를 뿐이다’라고 했다. 

46) 유서 11-41 ｢敬以直內, 義以方外｣, 仁也. 若以敬直內, 則便不直矣. 

47) 유서 02上-181 今志於義理而心不安樂者, 何也. 此則正是膌一箇助之長. 雖則心操之則存, 舍之則亡, 

然而持之太甚, 便是必有事焉而正之也.

48) 유서 02上-100 今語道, 則須待要寂滅湛靜, 形便如槁木, 心便如死灰. 豈有直做牆壁木石而謂之道. 
所貴乎智周天地萬物而不遺, 又幾時要如死灰. 所貴乎動容周旋中禮, 又幾時要如槁木. 論心術, 無如孟子, 

也只謂必有事焉<一本有而勿正心字>. 今旣如槁木死灰, 則却於何處有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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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어떻게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이 있으면 도와 간극이 있게 되어 천지의 

온전함과 같지 않게 된다. 저 석씨의 학문은 경으로 안을 곧게 한다는 것은 있지만 

의로 밖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타고난 기가) 막힌 자는 메말라지고 

통하는 자는 방자해진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 비좁다고 하는 까닭이다. 우리의 

도는 그렇지 않으니 ‘성을 따를(率性)’ 뿐이다. 이 이치는 성인이 역에서 완전히 

밝혔다.49)

정호는 불교의 ‘신심의 활력의 폐진(槁木死灰), 인륜을 허무는 것’과 유학의 ‘신심의 

활력의 보존(必有事焉, 敬), 인륜의 실천’을 대비시키고 있다. 신심의 활력을 온전히 

보존하는 경의 일삼음 속에서 인륜의 도리가 자연히 실행된다는 뜻이다. ‘군자는 

천하에 대해서 꼭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지 않는 것도 없으니 의를 

따를 뿐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다. 선정은 사물와 교감하는 인심의 자연한 

활동을 억지로 틀어막고 마음만 붙들고 있는 것으로서 ‘꼭 어떻게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는 기필(‘必’)의 행태이다. 정호는 여기서 불교는 ‘경으로 안을 곧게 한다는 

것은 있지만 의로 밖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데서 그치고 있지만 유서
02上-84에서는 동일한 언설에 이어서 경으로 안을 곧게 하는 것도 ‘그 뿌리(其本)’가 

옳지 않다고 말한다.50) ‘그 뿌리’는 인륜을 끊으려는 의도를 뜻한다. 밖(外)을 끊으려

는 의도를 가진 안(內)이 곧을(‘直’) 수 없고, 안(內)이 곧지 않는데 밖(外)이 바를(‘方’, 

‘正’) 수 없다. 

마음이 황폐해지고 외적으로 행동이 방자해지는 것이 선(禪)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모습이며,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마음의 내적 활력(앎이 만물에 두루 미쳐 빠뜨리지 

않는 것)과 행동의 방정(용모를 움직이고 주선하는 것이 예에 맞음)’, 곧 경이다. 

안과 밖은 분리되지 않는다. 애초에 분리되지 않는 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 몸을 사사롭게 하는 이기적 행태(自私)이다.51) “도 바깥에 사물이 없고 

사물 바깥에 도가 없다. 천지간에 어디를 가든 도가 아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도는 자기(나)와 떨어진 적이 없다(道與己未嘗相離).” 불교의 선정은 자기(나)

와 도를 분리시키는 행태이며(‘於道爲有間’) 천지의 온전함과 같지 않은 것(‘非天地之

49) 유서 04-34 道之外無物, 物之外無道, 是天地之間, 無適而非道也. 卽父子而父子在所親, 卽君臣而君

臣在所嚴<一作敬>. 以至爲夫婦, 爲長幼, 爲朋友, 無所爲而非道, 此道所以不可須臾離也. 然則毁人倫, 去
四大者, 其分於道也遠矣. 故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若有適有莫, 則於道爲有間, 非天
地之全也. 彼釋氏之學, 於敬以直內則有之矣. 義以方外則未之有也, 故滯固者入於枯槁, 疏通者歸於肆恣

<一作放肆>. 此佛之敎所以爲隘也. 吾道則不然, 率性而已. 斯理也, 聖人於易備言之.

50) 유서 02上-84 佗有一箇覺之理, 可以敬以直內矣, 然無義以方外. 其直內者, 要之其本亦不是.

51) 유서 06-94 “(사물에) 응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과다.”(不應爲, 總是罪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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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곧 천지의 생에 근원을 가지는 순선한 본성과 신심의 자연한 활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으로, 본질에서 선의지의 훼손이다. 정호는 최종적으로 불교를 ‘비좁다

(隘)’고 말한다. ‘비좁다’는 말은 불교가 천지의 생생과 조화,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인륜의 질서를 부정하고 초월적 자기구원을 희구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도의 규모를 

모르는 비좁은 것이다. “우리의 도는 그렇지 않으니 ‘성을 따를(率性)’ 뿐이다.” 천지

의 생생과 조화를 이어받은 것이 인간의 성이며, 인간의 성에는 인륜의 도리가 잠재해 

있고 그 실천역능으로서 선의지(호연지기)가 있다. 인륜의 실천 속에서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고 꾸준히 선의지(호연지기)를 기르는 경이 타고난 성을 실현하는 

솔성의 실천원리이다. “이 이치는 성인이 역에서 완전히 밝혔다.”52) 

정호가 말하고 있는 ‘앎이 만물에 두루 미쳐 빠뜨리지 않는 것, 용모를 움직이고 

주선하는 것이 예에 맞음’은 이후 정이의 ‘주일무적, 정제엄숙’과 내용적으로 동일하

다. 정이는 사물(四勿)을 근간으로 경설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완전한 행태로 정립했

다. 정호는 아직까지 사물(四勿)을 따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용모를 바르게 함(動容

貌)’, ‘사려를 바르게 함(正思慮)’을 비롯해 유학의 고전에 산재해 있는 경의 실천조목

들은 결국 사물(四勿)로 집약된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所以’, 곧 원리와 방법의 

순환을 발견한다. 극기복례는 도(인)를 실천하는 방법이며, 다시 사물(四勿)은 극기

복례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정호는 생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정호가 말하는 생에는 1)천지의 만물을 낳고 

낳는 위대한 덕의 차원(‘天地大德曰生’)에서의 순역불이와 천리유행, 2)인간에게 

부여된 순선한 본성, 그 속에서 기의 작용이 빚어내는 선악이 혼재하는 도덕적 현실, 

3)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도덕적 노력과 그것의 가능근거로서의 인간신심의 자연한 

본래적 활력과 역능, 4)경을 일삼는 속에서의 호연지기의 존양과 천리의 묵식,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생의 포괄적 진실에 대한 직관 속에서 정호는 고자의 생지위성

을 성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이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것을 도덕실천

의 견지에서 요약하면, 나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순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솔성의 

입장, 그리고 솔성의 실천원리로서의 경이다. 인간은 천지의 생생과 조화 속에 있으며 

불선(악)으로 타락할 수도 있지만 불선(악)으로부터 선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두 

과정은 동일하게 천지와 나에 공통된 생기의 역동(‘一陰一陽’) 속에 있는 것이다. 

정호는 선불선 양방향의 가능성 속에서 잊지도 않고 조장하지도 않고(勿忘勿助) 

경을 일삼아(必有事焉) 나의 호연지기를 꾸준히 기르는 존양을 도덕적 노력의 본령으

52) 이 말은 곤괘 문언전의 ‘敬以直內, 義以方外’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直其正也, 方其義也.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直方大, 不習无不利, 則不疑其所行也”(六二 文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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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했다. 

정호가 도학을 개창할 당시에 많은 학자들은 한지국에서 보듯이 불교의 사상적 

영향 속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 특징적인 형태가 이론적으로 불교의 극단적인 존재론

적 사변에서 비롯한 천지환망론과 그에 따른 무분별의 경향이었으며, 실천적으로 

선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지환망론과 외부(사물)와의 단절에 기초한 선정은 천지

만물의 생생과 조화를 부정하고 인간신심의 자연한 활력과 역능을 폐하는 허무적멸

의 행태이며, 그 정향에서 초월적 자기구원을 희구하는 것이다. 정호는 그런 행태들이 

‘자기 한 몸을 사사롭게 하는 이기의 행태(自私)’라고 보았다. 그 같은 행태들은 

본질에서 일반의 도덕적 현실과 차이가 없는 것, 도덕과 욕망이 뒤섞이고 선악이 

혼재하는 인간의 도덕적 현실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일 뿐이다. 정호의 도학은 생과 

도덕에 대한 심오한 사유이지만 기본적 취지에서 유별난 것이 아니다. 정호가 말하는 

경과 극기복례는 도덕적 노력의 가장 비근하고 평상한 모습이다. 



- 35 -

2. 경설에 함축되어 있는 문제들

(1) 도덕실패의 문제 - 「정성서」를 중심으로

「정성서」에 대한 연구와 비평적 언급들은 매우 많다. 기존 연구들은 대개 「정성

서」를 앞부분의 ‘무내외’를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근거해서 만물일체 사상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공부의 관점에서는 ‘정성공부’라는 개념으로 「정성서」를 다루

면서 장재의 허정공부와 비교하는 논의를 주로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해가 

「정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지는 의문스럽다. 「정성서」의 독해와 관련하여 

주희의 언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주희는 「정성서」의 요지는 ‘확연이대

공, 물래이순응’이며,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그에 대한 부연설명이라고 말하고 있

다.53) 주희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정성서」는 그렇게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희는 뒷부분의 희노의 문제가 「정성서」 일편에서 긴요한 힘쓸 곳이라고 말하

고 있다. 주희는 ‘단지 성이 날 때 문득 성냄을 잊고 이치의 시비를 볼 수 있음(第能於怒

時遽忘其怒, 而觀理之是非)’을 ‘확연이대공, 물래이순응’의 공부로 보고 있다.54) 주

희가 「정성서」를 이해하는 관점에는 특별히 ‘정성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주희가 말하고 있는 「정성서」의 공부는 치중화공부와 동일한 것이다. 주희는 

장재의 물음도 딱히 허정공부의 도식으로 본다기보다는 외부사물에 대한 대응을 

기피하거나 사물과 단절코자 하는 도덕실천상에서 나타나는 편향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55) 주희는 일반적 차원에서 사람들의 사물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나는 

주관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정성서」의 취지라고 말하고 있다.56) 

53) 주자어류 95-103 問: “定性書云: ‘大率患在於自私而用智. 自私則不能以有爲爲應跡, 用智則不能以
明覺爲自然.’” 曰: “此一書, 首尾只此兩項. 伊川文字段數分明; 明道多只恁成片說將去, 初看似無統, 子細

理會, 中問自有路脈貫串將去. ‘君子之學, 莫若擴然而大公, 物來而順應’, 自後許多說話, 都只是此二句意. 
‘艮其背, 不獲其身; 行其庭, 不見其人’, 此是說‘擴然而大公’. 孟子曰‘所惡於智者, 爲其鑿也’, 此是說‘物來
而順應’. ‘第能於怒時遽忘其怒, 而觀理之是非.’ ‘遽忘其怒’是應‘廓然而大公’, ‘而觀理之是非’是應‘物來而

順應’. 這須子細去看, 方始得.”

54) 주자어류 95-112 問: “定性書所論, 固是不可有意於除外誘, 然此地位高者之事. 在初學, 恐亦不得不

然否?” 曰: “初學也不解如此, 外誘如何除得? 有當應者, 也只得順他, 便看理如何. 理當應便應, 不當應便不
應. 此篇大綱, 只在‘廓然而大公, 物來而順應’兩句. 其他引易孟子, 皆是如此. 末謂‘第能於怒時遽忘其怒, 
而觀理之是非’, 一篇著力緊要, 只在此一句. ‘遽忘其怒’便是‘擴然大公’, ‘觀理之是非’便是‘物來順應’. 明道

言語渾淪, 子細看, 節節有條理.”

55) 주자어류 95-104 明道答橫渠“定性未能不動”一章, 明道意, 言不惡事物, 亦不逐事物. 今人惡則全絶

之, 逐則又爲物引將去. 惟不拒不流, 泛應曲當, 則善矣. 蓋橫渠有意於絶外物而定其內. 明道意以爲須是內
外合一, “動亦定, 靜亦定”, 則應物之際, 自然不累於物. 苟只靜時能定, 則動時恐卻被物誘去矣.

56) 주자어류 95-111 問: “昨日因說程子謂釋氏自私, 味道擧明道答橫渠書中語, 先生曰: ‘此卻是擧常人

自私處言之.’ 若據自私而用智, 與後面治怒之說, 則似乎說得淺. 若看得說那‘自私則不能以有爲爲應跡, 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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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와 제자들의 문답을 보면, 주관적 행태의 발생이라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 

주로 외부사물이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행위자에 의해 ‘싫어함(惡)의 대상, 곧 불선

(악)’으로 간주되는 정황을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7) 이는 문제의 윤곽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정성서」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성서」는 사물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나는 일반사람

들의 주관적 행태에 대한 비판, 특히 외부의 불선한 현실에 대한 대응을 기피하거나 

외부와 단절코자 하는 도덕실천상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다. 

외부의 대응에서 나타나는 주관적 행태(‘自私用智’), 그리고 그와 같은 주관적 

행태의 불선한 외부현실과의 대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희노, 곧 감정의 부중절

은 ‘도덕실패’의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58) 그리고 장재와 같이 불선한 외부현실

智則不能以明覺爲自然’, 則所指亦大闊矣.” 先生曰: “固然. 但明道總人之私意言耳.” 味道又擧“反鑑索照”, 
與夫“惡外物”之說. 先生曰: “此亦是私意. 蓋自常人之私意與佛之自私, 皆一私也, 但非是專指佛之自私言
耳.” 又曰: “此是程子因橫渠病處箴之. 然有一般人, 其中空疏不能應物; 又有一般人, 溺於空虛不肯應物, 

皆是自私. 若能‘豁然而大公’, 則上不陷於空寂, 下不累於物欲, 自能‘物來而順應’.” 自私가 불교를 지적하
는 것이 아니냐는 제자의 물음에 주희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일반인의 행태를 광범하게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다.

57) 주자어류 95-105 問: “聖人‘動亦定, 靜亦定’. 所謂定者, 是體否?” 曰: “是.” 曰: “此是惡物來感時定? 
抑善惡來皆定?” 曰: “惡物來不感, 這裏自不接.” 曰: “善物則如何?” 曰: “當應便應, 有許多分數來, 便有許

多分數應. 這裏自定.” 주희는 ‘惡物’의 경우에는 ‘感’하지 않으며 ‘不接’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이가 
말하는 ‘不接視聽’이다. 그러나 대체로 일반인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인은 자신이 싫다고 여기는 사물이 
이르면 대응에 곤혹을 느껴 혼란되거나, 혼란을 피하려 대응을 기피하고 관계를 단절한다.

58) ‘도덕실패(moral failure)’의 개념은 A, S. Cua의 “Xin心 and Moral Failure: Reflection on Mencius’ 
Moral Psychology”(Dao: A Journal of Comparative Philosophy, December, 2001, Vol. 1, No. 
1)와 Thomas A. Metzger의 『곤경의 탈피』(나성 옮김, 민음사, 2014)에서 주로 얻었음을 밝혀둔다. 

도덕실패는 매우 일반적인 개념이다. Cua와 Metzger는 도덕실패에 대해 별다른 정의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덕실패’는 유학의 윤리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보인다. 특히, 정주도학에서 
핵심문제인 중화론을 이해함에서 도덕실패의 개념은 중요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정의 부중절’ 

혹은 ‘과불급’은 도덕실패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그와 동시에 ‘중화라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정주도학에서 중화론은 미발의 문제, 곧 미발론을 핵심으로 하는데 미발의 문제
는 마음 혹은 의식과 관련된 미묘한 차원의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사정 탓으로 중화론 혹은 미발론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너무 세세하고 미묘한 문제에 매달려서 원래 ‘중화’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개념적으
로 확정하지 못하거나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미발에 대한 세세하고 미묘한 논점에 
매달려 ‘중화’가 원래 무슨 문제인지 모르거나 망각하는 것은 대학교정을 돌아보고는 ‘대학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중화’는 감정의 부중절 혹은 과불급의 문제이며, 
그것은 도덕실패의 문제이다. 경을 꾸준히 유지하면 감정이 점차적으로 중절해진다는 것은 도덕실패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면에서, 미발에 대한 현재 연구의 실정은 이정과 주희 당대의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정이와 주희가 미발에 대한 논의를 경을 중심으로 해결한 
것은 이론적으로 매우 미묘하여 완전한 확정이 어려운 미발의 문제를 실천적 차원에서의 해결로 방향을 
잡은 것이며, 그럴 때 공부의 차원에서 ‘치중화’가 부각되는데 ‘치중화’는 경공부를 말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해결방식은 ‘도덕실패의 극복 혹은 개선’이라는 원래의 문제를 확인 혹은 복원한 것이다. Cua는 
도덕실패를 낳는 원인을 의지박약을 포함 6가지 정도로 규명하고 있다. Cua의 핵심적 논지는 인간이 
사단의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성적 형태의 수련(reasoned refinement)’을 거치지 

않으면 사덕의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데 있다. Cua의 주장은 정주도학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Metz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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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응의 기피는 도덕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덕실패의 개념에서 볼 때, 「정성서」는 감정의 부중절을 결과로 하는 도덕실

패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영위하는 실천주체의 태도, 곧 심술(心術)’의 

차원에서의 분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설의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앞서 경에 근거

한 정호의 불교비판을 살펴보았다. 경은 ‘내외를 합하는 도(合內外之道)’로서 말해졌

다. 「정성서」는 정호 20대 때의 문장이다.59) 「정성서」는 경을 말하고 있지 않지

만 ‘무내외, 곧 내외합일’, ‘동역정, 정역정’을 기본논리로 하는 「정성서」는 이후 

경으로 요약되는 이론도식과 실천적 입장을 선취하고 있는 문장으로 봐야 한다. 

‘확연이대공, 물래이순응’이 정호가 제시하는 이상적 성덕의 모습이라면 그와 대비

되는 일반의 행태는 1)내외의 분리, 2)자사용지, 3)희노의 부중절로 구성된다. ‘확연

이대공, 물래이순응’을 「정성서」의 요지로 볼 때, 「정성서」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도덕실패의 개념 속에서 차례로 살펴보겠다.

세 가지 내용은 본질에서 동일한 것이다. 희노의 부중절, 곧 도덕실패는 자사용지, 

곧 자기를 사사롭게 위하고 지(智)를 사사롭게 사용하는데서 발생하며, 자사용지는 

다시 내외의 분리, 곧 마음의 안정과 외부에 대한 대응을 분리시키는 실천태도에서 

발생한다. 내외분리, 자사용지, 희노의 부중절 모두를 요약하는 것이 ‘외물을 싫어하

는 마음(惡外物之心)’이다. ‘확연이대공, 물래이순응’과 함께 그 반대편에 있는 핵심

개념이 ‘외물을 싫어하는 마음’이다. ‘외물을 싫어하는 마음’은 외부의 불선한 현실에 

대한 대처에서의 곤경에서 비롯하여, 외부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고 자신의 마음으로 

도피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으로, 도덕실패의 두려움을 본질로 하는 마음상태의 일종

는 도덕실패의 두려움을 성리학에 대한 고찰의 핵심개념으로 삼고 있다. 『곤경의 탈피』 서론에서 
Metzger는 도덕실패의 두려움이, ‘유학적 자아주장과 상호의존의 패턴’ 곧 자아에 신적인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도덕적으로 안정된 집단에 자아를 종속시키려는 신유학적 자아의 핵심적 구성요소라고 

말하고 있다(Metzger, 32). 『곤경의 탈피』는 미발에 대해서 일반이론적 차원에서의 예리한 논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책 전체의 서술에 ‘도덕실패의 두려움 혹은 불안’이라는 주제가 관통하고 있다고 보인
다. 이 외에, 도덕실패 개념에 기초하여 맹자와 칸트가 기본취지에서 동일한 윤리학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는 Debora E. Kerman의 “Mencius and Kant on Moral Failure”(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19, 1992)가 발견된다. ‘도덕실패’라는 개념은 인간이 도덕적 본성 혹은 성향이나 
도덕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성립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도덕실패는 ‘도덕적 그름

(wrong)’의 원인을 실천주체의 주관적 차원에서의 도덕적 선택 혹은 도덕적 노력에서 찾고자 하는 개념
이다. 도덕실패는 ‘도덕적 딜레마’와 다른 개념이다. 도덕적 딜레마는 객관적 차원에서의 규범충돌에서 
발생한다. 또한 ‘도덕실패’의 개념은 개별인격의 장기간에 걸친 도덕적 자기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포괄적

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도덕실패는 유학의 인격수양론
을 다룸에 있어 중요하고 유용한 개념이다.

59) 『정성서』의 저작시기와 관련하여, 이현선은 여러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정호가 27∼8세(1058∼9) 

때 즈음에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재와 이정형제의 철학, 문사철, 2013. pp.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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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안정이라는 것은 움직임에도 안정되고 고요함에도 안정되니, 뒤따라가거

나 맞이함이 없고, 안과 밖의 구별도 없다. 만일 외물을 (단지) 밖이라고 여겨 자신을 

끌어다가 그것을 좇는다면, 이는 자신의 성에 안과 밖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한 성을 바깥의 사물을 좇는 것으로 여긴다면 밖에 있을 때를 당해서는 어떤 

것이 안에 있겠는가? 이는 외부의 유혹을 끊는 데에 뜻을 두어 성에 안과 밖이 

없음을 모르는 것이다. 이미 안과 밖을 두 가지 근본으로 만든 것이니, 또한 어찌 

갑자기 안정됨을 말할 수 있겠는가?60)

정호의 진단의 핵심은 장재가 ‘안과 밖을 분리시킨다(二本)’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분리’는 ‘구분’ 혹은 ‘대립’을 뜻한다. 장재가 안과 밖, 곧 자신의 ‘성 혹은 마음(안)’과 

‘사물(밖)’을 대립적 관계 속에 놓고 있다는 것이 정호의 인식이다. 내외는, 정호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천리유행의 관점에 입각한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성서」에서의 초점은 실천적 차원에서의 내외의 분리, 곧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과 ‘사물에 대응하는 것’을 구분하는 행태에 맞춰져 있다.61) 장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과 ‘사물에 대응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장재의 

그 같은 구분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외부현실에 대한 대응의 곤혹 속에서 발생한 

본질에서 도피적인 수동적 모습이다.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장재는 자신의 

수동적 행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도피적 행태에 자발적 의도를 부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사로운 의도(私意)’이다. 

장재의 도덕실천상에서 발생한 곤경에는 마음의 차원에서 공교한 전도와 착종이 

60) 문집 권2 「答橫渠張子厚先生書」所謂定者, 動亦定, 靜亦定, 無將迎, 無內外. 苟以外物爲外, 牽己而
從之, 是以己性爲有內外也. 且以性爲隨物於外, 則當其在外時, 何者爲在內? 是有意於絕外誘, 而不知性之
無內外也. 既以內外爲二本, 則又烏可遽語定哉? 「정성서」에 대한 논의에서 길게 인용한 부분 외에 짧은 

구절들은 인용표시없이 괄호를 만들어 원문을 기재했다.

61)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과 ‘사물에 대응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비판은 존재론적 차원의 천리유행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면서도,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를 실천적 차원의 문제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실천적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정성서」를 존재론적 차원
의 만물일체론과 그에 근거하는 일종의 존재론적 자아망각의 경계를 설파하는 문장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런 이해는 문제가 전개되는 방향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성서」에 대한 기존연구와 통상적 

이해의 한 축이 그것인데,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정성서」를 만물일체론을 설파하는 문장으로 이해하
는 주요근거인 ‘안밖을 모두 잊음(內外兩忘)’은 ‘밖은 그르고 안이 옳다고 할 바에야(與其非外而是內)’에 
붙여진 말이다. 이 말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행태를 뜻하는 것이다. 「정성서」는 만물일체론에 근거하

는 존재론적 자아망각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 ‘확연이대공, 물래이순응’으로 말해지는 ‘도덕적 주체성의 
확립’을 취지로 한다. 앞서 이정의 만물일체론은 비근한 차원의 신심론에서 그 취지가 확정됨을 살펴보았
다. 이정의 만물일체론을 도덕실천의 맥락과 분리해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훗날 주희와 호남학의 

인설논변에서 핵심적 주제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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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호의 진단과 처방은 바로 장재의 ‘마음의 차원에서 전도와 착종’을 비판하는 

것이다. 정호의 기본적 입장은, 장재가 1)‘본래는 없는 문제’를 2)‘자기(장재)가 만들

어 내어서’ 3)‘수렁에 빠져 헛된 노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1)‘본래 없는 문제’

는 안밖이 본래 없음이다. 2)‘자기(장재)가 만들어낸 문제는 안밖의 분리이다. 3)‘수렁

에 빠져서 헛된 노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안밖의 분리에서 

발생한 외부로부터의 유혹을 제거하려는 노력이다. 

‘안밖이 없다’는 정호의 입장은 ‘마음의 안정’과 ‘외부에 대한 대응’이 두 가지 

일이 아닌 한 가지 일일 뿐이라는 것, 자신의 의리를 실천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확연이대공, 물래이순응’이자 ‘움직임에도 안정되고 고요함에도 안정됨(動

亦定, 靜亦定)’이다. 그러나 장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일반의 도덕적 현실은 그렇지

가 못하다. 자신의 의리를 곧바로 실천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자신의 사사로움(自私)’

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에 대한 대응’에 매인다. 그것이 안과 밖이 나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일반사람도 의리를 완전히 모를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실적 형태에

서는 의리의 실천에 자신의 사사로운 의도가 덧붙여지고 외부에 대한 대응에서 사사

로운 감정이 개입된다. 이것이 일반의 도덕적 현실이다. 

대개 천지의 항상된 도는 그 마음으로 만물을 보편적으로 대하지만 (사사로운) 

마음이 없다. 성인의 항상된 도는 그 정으로 모든 일에 순응하지만 (사사로운) 정이 

없다. 따라서 군자의 학문은 마음이 확 트여 크게 공정하고, 사물이 오면 순순히 

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62)

‘확 트여 크게 공정하고, 사물이 오면 순순히 응함’은 성덕의 경계, 이상적 도덕인격

의 경계이다. 이를 감안하고, 일단은 정호의 입장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智)를 사용’한다. 뒷부분의 ‘지를 (사사롭게) 쓰면 

밝게 깨닫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없다(不能以明覺爲自然)’를 참조해야 한다. 원래 

지(智)는 본성에 속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밝게 깨닫는 것이 자연스럽다’

는 것은 사태 속에서의 지(智)의 자연스런 발용을 말하는 것으로 ‘의리의 인식’을 

뜻하는 것이다. 의리의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지의 발용은 이상적으로는 사태 속에서 

즉발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움이다. 예비 혹은 안배가 필요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지를 쓴다(用智)’는 것은 사태에 즉해서 곧바로 의리를 인식,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을 다시 물려서 대응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 곧 안배하고 계교하는 

62) 문집 권2「答橫渠張子厚先生書」夫天地之常, 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 以其情順萬事而無情. 

故君子之學. 莫若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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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그것이 일반의 행태이다.63) 사실적으로는, 일반사람들은 그런 행태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물리고 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안배하고 계교하지만 

동일한 것이다. 어쨌거나 사물에 당면한 상태에서의 일이다.64) ‘뒤따라가거나 맞이

함이 없다(無將迎)’와 ‘안밖이 없다(無內外)’가 동일한 차원에서 말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다. ‘將’은 ‘사물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며, ‘迎’은 ‘사물을 맞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은 모두 사물과의 관계에서 사의와 계교를 개입시키는 행태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안과 밖의 분리이다. 

장재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불선한 현실에 대한 대응에서 곤혹을 느끼고 있으며, 

그로부터 외부와 관계를 기피하고 심하게는 단절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

을 정호는 ‘만일 외물을 (단지) 밖이라고 여겨 자신을 끌어다가 그것을 좇는다면(苟以

外物爲外, 牽己而從之)’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자신을 끌어다가(牽己)’가 핵심

이다. ‘牽’은 ‘억지로 끌고 간다’는 뜻이다. 불선한 외부현실에 대응을 기피하며, 그러

나 또한 대응은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억지로 끌어다가 (마지못해) 대응하

는 형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뒷부분의 “어찌 밖에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다시 안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烏得以從外

者爲非, 而更求在內者爲是也)”에서 확인된다. 정호는 이런 행태가 이기적 행태라고 

63) ‘用智’는 보통 ‘지략을 쓴다’, ‘지모를 쓴다’로 번역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보인다. 글자 그대로 ‘智를 쓴다’라고 번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략, 지모’라
고 말할 때 그 속에 포함시키는 사의는 ‘쓴다(用)’에 포함되어 있다. 정호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智는 
사물에 즉해서 자연히 발용한다는 것이다(以明覺爲自然). 智를 ‘쓰는 것’이 비판되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

으로 보자면, 智를 쓰는 경우에도 智 자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사로운 의도를 
가지고 智를 쓰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학과 여우의 우화를 예로 들어 보자. 
학이 쓰고 있는 智의 내용, 곧 목이 긴 호리병에 든 스프를 여우는 먹지 못할 것이라는 智의 내용은 

올바른 것이다. 학은 올바른 智를 여우를 골탕먹이는 사사로운 목적에 사용한 것이다. 물론 그것은 먼저 
그런 행동을 한 여우에 대한 보복이었다. 정호는 사람이 기계를 다루다 보면 기계적인 마음이 생긴다고 
말하는데 기계적인 마음은 用智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장자에 실려 있는 얘기다. 유서 03-86 

“기계를 다루는 일을 오래하면 반드시 기계적인 마음이 생긴다. 기계를 다룰 때 마음은 반드시 기뻐하는
데, 이미 기뻐했다면 종자를 뿌린 것과 같다.‘( 閱機事之久, 機心必生. 蓋方其閱時, 心必喜, 旣喜, 則如種下
種子.) 옛날의 기계나 현재의 기계나 기초적 구조는 동일하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지 않다. 

‘用智’의 智를 지모, 지략으로 해석하게 되면, 정호를 반지성주의로 이해할 위험이 있다. 지모 혹은 지략과 
지혜는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나아가, 좋은 목적(善)을 위해서는 智를 써야(用) 할 수도 있다. 논어를 
보면 공자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모 혹은 지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好謀而成’). 결론적으로, 

「정성서」에서 ‘용지’는 ‘자사’를 전제한 속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4) 일반의 비도덕적인 특징적 행태는 ‘데면데면하는 것’이다. 일반적 표현으로 ‘성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현재 말하는 ‘성의가 없다’, ‘무성의하다’는 기본적으로 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며, 도학이 

말하는 ‘성의충신’만큼 엄밀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 ‘데면데면하는 것’은 
대면한 정황, 사람에 대해 성의가 없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데면데면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면서 모습에서 반대인 것이 ‘과공, 예를 과시적 겉치레로 분주히 행하는 것’이다. 정주도학은 그런 

행태들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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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다. 

사물(외부)에 응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과이다.65)

사물을 기피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응하는 형국이 되면 안배와 계교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물론 사물의 대응에서 습관적으로 계교하는 일반적 행태와는 출발에서 

다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동일하게 계교가 발생하게 된다. 안배와 계교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원인을 가진다. 1)도덕실패에 대한 두려움, 2)이해타산이다. 둘은 

많은 경우 결합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에 치중될 수도 있다. 그런 행태들은 모두 

이기적 행태로서 ‘사사롭게 자신을 위하는 것(自私)’이다. 사사롭게 자신을 위하는 

행태에는 안배와 계교가 개입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사물에 (자연스럽게) 응하

는 것이 될 수 없다(不能以有爲爲應迹)’. ‘사사롭게 자신을 위하는 것(自私)’과 ‘지를 

쓰는 것(用智)’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도덕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이해타산은 

원인에서 다르지만 결과에서 동일한 이기적 형태를 발생시킨다. 장재에 대한 답변이

라는 관점에서의 「정성서」의 논점은 이해타산보다는 도덕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 도덕실패의 두려움이 안배와 계교를 발생시켜 이해타산적 행태로 귀결된다는 

것이 정호의 논지이다. ‘확 트여 크게 공정함’의 ‘확 트임’의 기상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며, ‘공정함’은 그런 기상이 가지는 사의 곧 안배와 계교를 발생시키는 작인이 

없는 상태이다. 

‘자기를 끌어다가 외물을 좇는 것’은 「정성서」의 ‘자기를 사물에 합치려 한들 

끝내 그럴 수 없으니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는가?’와 내용적으로 같은 것이다. 정호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성을 바깥의 사물을 좇는 것으로 여긴다면 밖에 있을 때를 

당해서는 어떤 것이 안에 있겠는가?(且以性爲隨物於外, 則當其在外時, 何者爲在內)”

라고 말하고 있다. ‘밖에 있을 때를 당해서는 어떤 것이 안에 있겠는가?’는 외물에 

맞추어서 자기의 도덕적 주권을 포기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정호가 「정성서」에서 비판하고 있는 도덕실천상의 편향성은, 

1)외부의 불선한 도덕적 현실을 기피하려는 경향, 그것과 결합된 도덕실패의 두려움

으로부터 2)사물에 당해서 자기를 억지로 끌어서 외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계교’가 

발생하게 되고, 3)도덕적 주권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도덕적 주권의 동요 속에서 

사적 감정이 개입하는 행태이다. 

「정성서」의 말미에 이르면 이제, 이후 중화론이 전개되는 문제의 원본적 얼개가 

65) 유서 06-94 不應爲, 總是罪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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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다. 1)도덕실패의 두려움, 그 속에서 발생하는 2)도덕적 주권의 동요, 

그 둘이 합쳐진 3)마음의 불안과 그로부터 사물에 대한 대응에서의 사적인 감정의 

발생과 개입, 4)최종 행태로서의 부중절한 감정의 발생, 과도한 성냄이 그것이다. 

성인은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일에 기뻐하고, 성인은 마땅히 성낼 일에 성낸다. 

이는 성인의 기뻐하고 성냄이 마음에 달려 있지 않고 사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성인이 어찌 사물에 응하지 않겠는가? 어찌 밖에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다시 안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사사롭게 자신을 위하고 智를 (사사롭게) 사용하는 희노를 성인의 올바른 희노와 

비교한다면 얼마나 다르겠는가? 대저 사람의 情에서 발동하기 쉬우나 제어하기 

어려운 것은 오직 성냄이 심하다. 성이 날 때 문득 그 성냄을 잊고 이치의 시비를 

볼 수 있으면 또한 외물의 유혹이 싫어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함을 볼 수 있어, 도를 

향한 생각이 반은 넘어선 상태가 될 것이다.66)

중화론은 ‘희노애락의 중절’을 주제로 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냄, 화(怒)’이다. 중화론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

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성냄’이다. 사람이 성냄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 외 다른 감정들은 모두 다스릴 수 있다. “대저 사람의 정에서 발동하기 쉬우나 

제어하기 어려운 것은 오직 성냄이 심하다.” 특히, ‘성냄’은 도덕적 맥락과의 관련성이 

가장 큰 감정이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열망이 높거나 규범기준에 대한 충실성이 

높은 사람은 화를 자주 그리고 심하게 낸다. 불선, 규범파괴가 비일비재한 현실 속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도함(過)’이다. 사람의 화는 완전히 엉뚱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 전자는 얘깃거리가 될 수 없으며, 도학이 논하고 

있는 것은 후자이다. 정호는 ‘성인의 올바른 희노(聖人之喜怒)’와 ‘사사롭게 자신을 

위하고 지를 (사사롭게) 사용하는 희노(自私用智之喜怒)’를 대비시키고 있다. 성인의 

희노는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일에 기뻐하고, 마땅히 성낼 일에 성내는 것’이며, 

‘마음에 달려 있지 않고 사물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성인은 이치에 알맞게 기뻐하고 

성내며, 사적 감정의 개입이 없고 전적으로 사물의 객관적 실정에 따른다. 반대로, 

일반사람들은 애초의 희노의 발생원인은 정당한 것일 수 있지만 사적 감정이 더해지

고 이치에 알맞지 않는 부중절한 결과에 이른다.

66) 문집 권2「答橫渠張子厚先生書」聖人之喜, 以物之當喜, 聖人之怒, 以物之當怒. 是聖人之喜怒, 不系
於心, 而系於物也. 是則聖人豈不應於物哉? 烏得以從外者爲非, 而更求在內者爲是也? 今以自私用智之喜
怒, 而視聖人喜怒之正爲如何哉? 夫人之情易發而難制者, 惟怒爲甚. 第能于怒時遽忘其怒, 而觀理之是非, 

亦可見外誘之不足惡, 而於道亦思過半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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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중절(和)’은 ‘과불급이 없는 이치에 알맞은 감정의 발생’이다. ‘이치에 알맞

지 않은 과불급한 감정의 발생’에는 여러 수준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 감정을 발생

하는 개별인격의 관점에서 가장 크게 대별하면, ‘이치에 대한 어두움’ 그리고 ‘기의 

부족에 따른 마음의 동요’이다. ‘이치에 대한 어두움’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현실적 

정황은 단순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정황 속에서 이치 또한 단순하지가 

않다. 이것이 바로 ‘견식(見識)’의 문제이다. 결국 감정이 중절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의 ‘견식’은 격물치지의 축적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주도학은 감정의 부중절이 단지 ‘이치에 대한 어두움’을 원인

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의 부족에 따른 마음의 동요’가 ‘이치에 대한 어두움’에 

못지않은 원인이라고 파악하며, 이 부분이 정주도학의 특징적인 곳이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할 것이다. 이치에는 명민한데 기가 부족한 사람은 

도덕적 현실 속에서 과도한 감정이 발생하고 도덕실패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장천기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67) 그 반대의 경우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곧 기는 선천적으로 강한데 이치에 어두운 사람은 어떨까? 그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으

로 성격이 활달하고 좋아서 애초에 규범에 얽매이지 않거나, 반대로 전횡과 독단을 

일삼는 사람이다. 이정의 언설을 전체적으로 보면, 왕안석을 후자의 종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왕안석은 이정의 입장에서 보면, 도를 알지 못하지만 기가 강한 

사람이다.68)

67) 유서 02上-156 “장천기는 자연스럽게 덕과 기품이 갖춰져 귀인과 같은 기상이 있었지만 기운이 
짧은 단점이 있다. 지나치게 일(事)에 얽매이는 바람에 두루 원만하지 못했으니 기국(氣局)이 작았기 

때문이다.”(天祺自然有德氣, 似箇貴人氣象, 只是却有氣短處, 規規太以事爲重, 傷於周至, 却是氣局小.)

68) 왕안석은 『유서』에서 ‘致一’하다고 평해진다. 유서 07-08 介甫致一. ‘致一’은 정신력이 강하다는 
뜻이며, 넓게 보면 기가 강한 것을 뜻한다. 다음의 정이의 언설들을 참고할 수 있다. 유서 06-107 

“마음의 풍기와 사람의 힘이 평소의 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앞일을 알 수 있다. 
그가 다른 일로 (마음이) 번잡하지 않고 또한 혼란된 기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그와 같이 
치일해야 한다.”(心風人力倍平常. 將死者識能預知, 只是他不著別事雜亂, 兼無昏氣. 人須致一如此.) 유
서 18-16 “사람 중에는 실제로 배운 것이 없으면서 기가 다른 사람은 압도하는 자가 있으니, 기가 
강하고 약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사나운 이들은 (스스로) 억눌러야 하고, 두려워 움츠린 
이는 (스스로) 채우고 길러야 한다. 옛사람들이 가죽과 시위를 차고 다니며 경계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굳센 이가 (스스로) 억누르기는 쉽다. 자로 같은 이는 처음에는 성인조차 함부로 대했지만, 나중에 배움을 
안 뒤에는 굳센 것을 바꾸어 쉽게 자기를 이겨냈다. 두려워 움츠린 이는 기가 본래 약하니 반드시 평소에 
힘써 노력해야 한다.”(人有實無學而氣蓋人者, 其氣<一作稟>有剛柔也. 故强猛者當抑之, 畏縮者當充養之. 

古人佩韋弦之戒, 正爲此耳. 然剛者易抑, 如子路, 初雖聖人亦被他陵, 後來旣知學, 便却移其剛來克己甚易. 
畏縮者氣本柔, 須索勉强也.) 다음의 이정의 언설들은 왕안석의 학문을 도에서 어긋난 이단이라는 맥락에 
비판하고 있다. 유서 22上-28 又問:｢介甫言堯行天道以治人, 舜行人道以事天, 如何?｣ 曰:｢介甫自不

識道字. 道未始有天人之別, 但在天則爲天道, 在地則爲地道, 在人則爲人道. 유서 02上-159 今異敎之
害, 道家之說則更沒可闢, 唯釋氏之說衍蔓迷溺至深. 今日<一作自>是釋氏盛而道家蕭索. 方其盛時, 天下
之士往往自<一作又>從其學, 自難與之力爭. 惟當自明吾理, 吾理自立, 則彼不必與爭. 然在今日, 釋氏却未

消理會, 大患者却是介甫之學. 譬之盧從史在潞州, 知朝廷將討之, 當時便使一處逐其節度使. 朝廷之議,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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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안석이 신법을 강행한 결정적 계기가 장천기가 왕안석을 면전에서 심하게 비판

한 사건이었다.

신정의 개혁을 둘러싸고 우리가 지나치게 다툼에 빠져 오늘날의 사단을 만들어 

천하가 도탄에 빠졌으니, 그 죄를 둘로 나누어 (그 반을 우리가) 책임져야 옳다. 

당시에 천하는 매우 위태로웠다. 개보는 떠나고자 했다. ...... 개보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아 (신법이) 시행되지 못할까 걱정할 뿐이었다. 그러나 백순은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인심에 따라 일하기만 한다면 누구인들 따르지 않겠습니까?” 

개보는 “이 일은 당신의 정성스런 뜻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천기가 

그 날 중서성에서 크게 어긋난 짓을 하는 바람에 개보가 크게 화를 냈다. 결국 

(개보는) 죽을 힘을 다해 황제에게 간언했고 황제도 (개보의 의견을) 한결같이 듣고 

따르려 했다. 이로부터 붕당이 나뉘게 되었다.69)

장천기의 일화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극과 극의 두 사람이 만난 것이며, 장천기의 

과도한 도덕적 분노는 왕안석의 혈기적 분노를 촉발시킴으로써 왕안석의 전횡과 

독단의 성향에 불을 붙인 것과 같은 형국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장천기 자신은 

의리의 실천에 투철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전형적인 도덕실패의 사례에 

해당한다. 자신의 처사와 행동의 결과에서 모두 그렇다. 두 사람의 경우는 극단이며, 

정주도학이 이론적으로 취하는 입장은 선의 일향적 추구라는 견지에서 일반의 평균

적 실정, 곧 이치에 어둡고, 기가 부족한 것이다. 이로부터 치지와 존양이 도덕적 

노력의 두 축으로 정립된다.70)

討逐節度者, 而李文饒之意, 要先討潞州, 則不必治彼而自敗矣. 如今日, 却要先整頓介甫之學, 壞了後生學
者. 또한 ‘中’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이정의 언설은 왕안석의 학문이 권모술수에 요점이 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서 19-54 ｢人心｣, 私欲也; ｢道心｣, 正心也. ｢危｣言不安, ｢微｣言精微. 惟其如此, 

所以要精一. ｢惟精惟一｣者, 專要精一之也. 精之一之, 始能｢允執厥中｣. 中是極至處. 或云:介甫說以一守, 
以中行, 只爲要事事分作兩處. 유서 02下-04 浮屠之術, 最善化誘, 故人多向之. 然其術所以化衆人也, 
故人亦有向有不向者. 如介甫之學, 佗便只是去人主心術處加功, 故今日靡然而同, 無有異者, 所謂一正君而

國定也. 此學極有害. 以介甫才辨, 遽施之學者, 誰能出其右? 始則且以利而從其說, 久而遂安其學. 今天下
之新法害事處, 但只消一日除了便沒事. 其學化革了人心, 爲害最甚, 其如之何! 故天下只是一箇風. 風如是. 
則靡然無不向也.

69) 유서 02上-105 新政之改, 亦是吾黨爭之有太過, 成就今日之事, 塗炭天下, 亦須兩分其罪可也. 當時天
下, 岌岌乎殆哉! 介父欲去數矣. ...... 介父之意只恐始爲人所沮, 其後行不得. 伯淳却道:｢但做順人心事. 人

誰不願從也?｣ 介父道:｢此則感賢誠意.｣ 却爲天祺其日於中書大悖, 緣是介父大怒, 遂以死力爭於上前, 上爲
之一以聽用, 從此黨分矣.

70) 다음의 문장에서 왕안석의 전횡과 독단의 행태, 더불어 장천기의 사례와 관련한 정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외서』12-18 “백순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희녕 초기에 왕개보가 신법을 시행할 때, 
군자와 소인을 함께 등용했다. 군자들이 정직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개보는 속학이라 여기고, 
세무에 통달하지 못했다고 물리치고 쫓아냈다. 반면에 소인들이 아첨하고 말재주에 능한 것을 개보는 

재주가 있고, 변통을 한다고 여겨 적당한 곳에 등용했다. 군자들은 사마군실의 경우 부추에게 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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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정돈하고 결속짓자. 「정성서」에서 장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인 말은 ‘외물을 싫어하는 마음(惡外物之心)’이다. ‘싫어함(惡)’에는 외부의 불선한 

현실에 대한 싫어함, 그리고 불선한 현실에 대한 대응에서의 곤혹스러움의 심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외물을 싫어하는 마음(惡外物之心)’은 본질에서 도덕실패의 

두려움이다. 도덕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외부사물은 특히 불선의 현실은 회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밖으로부터 유혹(外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

이다. 정호는 ‘외물을 싫어하는 마음(惡外物之心)’, ‘밖으로부터 유혹(外誘)’이라는 

의미적으로 동일한 두 마디 말로 장재의 상태를 적시하고 있다. 

장재는 외부의 불선한 현실에 대한 대응에서 곤혹을 겪고 있으며, 그 곤혹으로부터 

마음이 불안한 상태 속에 있다. 장재의 정성의 기도는 불선한 외부의 현실에 대한 

대응에서의 곤혹스럽고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장재의 정성의 

기도는 도피의 행태로서 본질에서 ‘불안으로부터의 도피’이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실패했다. 장재는 불선한 외부에 대한 대응을 기피하려 하며, 그것이 ‘안과 밖의 

분리(內外二本)’의 경향성을 발생시켰으며, 그것이 마음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그것

이 “성을 안정시키려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외물에 (더) 얽매이

게 되는 것(定性未能不動, 猶累於外物)”이다. ‘오히려(猶)’라는 표현이 사태의 본질을 

집약한다. 

장재는 자신의 마음의 불안, 불선한 현실에 대응에서의 곤혹 혹은 실패에서 비롯한 

불안에 직면해서 스스로 불안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 그러나 이것은 정호의 시각에

서 일종의 객관적 판단이다. 과연 장재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그것에 기초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보인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범요부의 경우는 수주를 말한 것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장천기는 어사로서 
면전에서 개보를 배척했다고 꾸짖음을 당했다. 개보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성격이라 많은 이들이 안 

된다고 하면 더욱 굳세게 집착했다. 군자는 이미 떠나버리고 등용된 소인들은 다투고 각박하게 굴었기에 
천하에 더욱 깊은 해를 끼치게 되었다. 군자들이 그와 더불어 대적하지 않게 하고 그의 권세가 오래되어 
저절로 느슨해지기를 기다린 뒤에 부드러운 태도로 자세하게 밝혀서 (개보가)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여겨 따르게 했더라면 소인들이 타고 오를 틈이 없어서 그 피해가 이와 같이 심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伯淳先生嘗曰:｢熙寧初, 王介甫行新法, 並用君子小人. 君子正直不合, 介甫以爲俗學, 不
通世務, 斥去. 小人苟容諂佞, 介甫以爲有才, 知變通, 適用之. 君子如司馬君實不拜副樞以去, 范堯夫辭修注

得罪, 張天祺以御史面折介甫被責. 介甫性很愎, 衆人以爲不可, 則執之愈堅. 君子旣去, 所用小人爭爲該薄, 
故害天下益深. 使衆君子未與之敵, 俟其勢久自綬, 委曲平章, 尙有聽從之理, 則小人無隙可乘, 其害不至如
此之甚也.｣) 참고로, 정호는 신법 가운데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청묘법에 대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에 있었다. 정호는 조정의 화합과 안정을 중시했던 것 같다.



- 46 -

외부의 불선을 상수로 놓을 때, 그에 대한 ‘대응에서의 곤혹’을, 대체적으로 말해서 

‘밖은 그르고 안은 옳다(非外而是內)’는 외부의 불선한 도덕적 현실과 자신의 도덕적 

지향을 대립시키는 도덕적 강박의식으로 전환시키는 도덕심리적 습관을 장재는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장재는 자신의 불안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도덕적 강박의식으로 

불안을 환치하거나 은폐하는 도덕심리적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은 

진단과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자신의 도덕심리적 습관, 간단히 말해 

‘마음의 습관(習心)’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의 본질은 ‘도덕적 강박의식’이

다.71) 장재의 ‘정성’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정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 강박의식, 규범강박의 기제를 깨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정성서」에서 ‘확 트여 크게 공정하고 사물이 오면 순순히 

응하는 것’이며, 「식인편」에서 ‘혼연히 사물과 한 몸이 되는 인’이다. 「정성서」는 

「식인편」으로 이어진다. 정호의 사상은 일관된다. 다음의 문장은 「정성서」와 

「식인편」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정호의 도학사상을 집약하고 있는 문장이다. 

천리를 보려면 반드시 뜻과 생각을 열어젖혀야 한다. 심흉을 활짝 열면 볼 수 

있으니 둘로 셋으로 새어나가려는 마음의 습관을 수습해야 한다. 지금 이처럼 뒤섞어 

일체로 말해도 근본이 둘인 것처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둘, 셋의 근본을 감당하겠는

가? 이제 비록 ‘바랄만한 것이 선’임을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에게 있어야 성실함

을 말할 수 있다. 성실함은 안밖을 합치는 도다. 지금 하나로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성긴 것이다. (자기의) 몸은 단지 이치라는 것을 빼놓고 하늘과 사람을 합친다

고 말한다. 하늘과 사람을 합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억지로) 끌어서 하나로 하려는 것이다. 하늘과 사람에는 사이가 없다. (지기의 

몸에) 가득 채우지 못하면 화육할 수 없는 것이지, (자기 몸에 채워야 함을 모르면서) 

화육을 돕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사람을 떠나서 말하는 것이다.72)

‘뜻과 생각을 열어젖혀라’, ‘심흉을 활짝 열어라’라는 말은 ‘확 트여 크게 공정함’, 

‘혼연히 만물과 한 몸이 됨’과 같은 뜻이다. 이것은 모두 도덕적 강박의식, 규범강박의 

71)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곤란이 발생하면 많은 경우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실정이

다. 곤란이 습관에 의한 것일 때 곤란은 습관을 강화시키기 일쑤이다. 습관의 본질은 기질이다. 기질변화 
공부가 가장 간고하다. 경은 간고한 기질변화 공부를 상대적으로 힘을 덜 들이면서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는 요령이다. ‘공경하면서 편안함(恭而安)’이 장재의 15년 공부였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72) 유서 02上-131 觀天理, 亦須放開意思, 開闊得心胸, 便可見, 打揲了習心兩漏三漏子. 今如此混然說做
一體, 猶二本, 那堪更二本三本! 今雖知｢可欲之爲善｣, 亦須實有諸己, 便可言誠, 誠便合內外之道. 今看得不
一, 只是心生. 除了身只是理, 便說合天人. 合天人, 已是爲不知者引而致之. 天人無間. 未不充塞則不能化

育, 言贊化育, 已是離人而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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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를 깨뜨릴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정호 도학사상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내재성의 

도덕’, 일관되게 초월적 전향의 기도를 봉쇄하는데 요지가 있다. 위 문장의 취지가 

그것이다. 하늘과 사람을 합친다는 것, 천인합일에 대한 비판은 ‘사람을 떠나서 말하

는 것’, 곧 초월적 전향의 경향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안밖을 합치는 도’로서의 성경은 

초월적 전향을 기도를 봉쇄하고 내재성의 도덕, 곧 항상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의 

이상적으로 조금의 동요도 없는 도덕적 주권의 경계, 도덕적 주체성 확립의 내용이자 

방법으로 말해지고 있다. 그것이 ‘동역정, 정역정’이다. ‘불안정, 동요’는 외부에 의한 

얽매임, 그것과 결합된 초월적 원망(願望)의 의식을 내용적 본질로 하는 것으로, 

그 현실적 모습은 ‘도덕적 강박의식, 규범강박’이다. 

장재는 애초에 출발했던 벽불의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불교와 실천행태에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단지 장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오늘날 탁연하게 이 학문(불교)을 하지 않는 이는 오직 범숭인과 사마군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근거하는 이치(학문)는 선학의 아래에서 나온 것이다.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사람들에 의해 안으로 쫓겨갈 것이다.73)

사마광은 사려분요를 겪은 끝에 ‘中’자를 외우는 공부 아닌 공부를 했다. 장재의 

정성의 기도가 외물에 얽매이게 되었던 것과 사마광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정이는 사마광에게 차라리 염주를 돌리는 것이 낫다는 충고를 했는데, 일종의 기폄을 

한 것이다.74) 위의 문장은 정호의 문장으로 보이는데 취지가 동일하다. 사마광은 

당대의 거유로서 염주를 돌릴 수는 없었지만 사상적 경향에서 불교의 그늘을 벗어나

지 못했다고 이정은 보고 있는 것이다. 장재와 사마광은 모두 외부의 불선에 직면해서 

마음으로 도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불교다. 장재와 사마광, 불교는 

모두 ‘내부의 선’이 아니라 ‘외부의 불선’에서부터 사유와 실천을 시작하며, 그로부터 

내부로 도피하며, 그것도 힘들어지면 최종적으로 초월적으로 전향한다. 그것이 마지

막 도피처이다. 이런 이중삼중의 도피가 바로 ‘근본을 둘로 셋으로 하는 것(二本三本)’

이다. 장재와 사마광의 사유와 실천은 외부에서 시작하며, 외부를 원점으로 삼고 

73) 유서 02上-87 今日卓然不爲此學者, 惟范景仁與君實爾, 然其所執理, 有出於禪學之下者. 一日做身主
不得, 爲人驅過去裏.

74) 유서 02上-88 君實嘗患思慮紛亂, 有時中夜而作, 達旦不寐, 可謂良自苦. 人都[那]來多少血氣? 若此, 

則幾何而不摧殘以盡也. 其後告人曰: ｢近得一術, 常以中爲念.｣ 則又是爲中所亂. 中又何形? 如何念得佗? 
只是於名言之中, 揀得一箇好字. 與其爲中所亂, 却不如與一串數珠. 及與佗數珠, 佗又不受. 殊不知中之無
益於治心, 不如數珠之愈也. 夜以安身, 睡則合眼, 不知苦苦思量箇甚? 只是不與心爲主. 三更常有人喚醒

[習]也.<諸本無此八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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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마음이 외부로 나가있는 것, 곧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放心)’이다. 

그로부터 외물에 얽매이고, 다시 외물을 잊으려는 출구 없는 악순환의 구조 속에 

빠져들게 된다. 

외물을 잊거나 외물에 얽매이거나 폐단은 똑같다.75)

성실하면 자연히 얾매임이 없다. 성실하지 않으면 얽매임이 있게 된다.76)

초월적 전향이 발생하는 것은 애초에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부

에 정주하지 못하고, 외부로 마음이 팔려있었던 것이다.77) 마음은 외부의 도덕적 

현실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자신의 도덕적 성실성을 확립하는 곳이며, 그것에 근거해

서, 초월(하늘)이 아닌 현실(사물)로 나아가는 것, 곧 자신의 의리를 실천하는 근거지

이다. 마음을 도피처로 삼으면 장재에게서 보이듯이, 그 결과는 회피하려 했던 외부의 

불선한 현실을 자신의 내부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된다. 장재가 말하는 ‘오히려 외물

에 얽매인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자신이 회피하려 했던 외부의 불선한 도덕적 현실이 

더욱 강박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옥죄인다는 것이다. 마음은 도피처가 아니다. 정주도

학에서 마음은 경으로 안을 곧게 하여 도덕적 성실성을 확립하는 자리로서 도덕실천

의 본지이지만, 또한 ‘안밖을 합하는 근거지로서의 안’이다. 이정과 주희는 ‘내부로의 

도피, 함몰’을 경계하고 비판한다. 선정은 마음을 도피처로 삼는 것이며, 그럴 때 

마음은 초월적 전향의 기지(基地)이다. 당시 사인들은 도덕적 불안 속에서 초월적 

방향으로 경도되었다. 

유작과 양시는 먼저 선학을 알았지만 거기에는 ‘편히 머물 곳(安泊處)’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리로 왔는데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창대은은 오랜 시간을 배우다 

마침내 선학을 배웠는데, 그곳에서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78)

75) 유서 03-88 忘物與累物之弊等.

76) 유서 06-110 誠則自然無累, 不誠便有累.

77) 안을 잊고 밖으로 나가버린 마음에 대한 비유가 ‘유격기병(遊騎)’이다. 유서 07-58 “군사운용은 
모름지기 먼저 가계(자기형편에 맞는 계획)를 세워야 한다. 그런 연후에 (적군을 치는) 유격기병을 운용한

다. (아군의) 힘을 헤아려 밖으로 배치해서 적군과 겨루는 것이다. 이것이 안과 밖을 합하는 도이다. 
유격기병이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징을 울리고 북을 쳐서 돌격할 때에도 또한 자기형편이 
어떤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수결하여 양민하는 것과 같으니 한쪽이 잘못되면 유지되지 못하니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兵陣須先立定家計, 然後以遊騎旋, 旋量力分外而與敵人合, 此便是合內外之道. 若遊騎太
遠, 則却歸不得. 至如聽金鼓聲, 亦不忘却自家如何, 如苻堅養民, 一敗便不可支持, 無本故也.)

78) 유서 02上-156 游酢·楊時先知學禪, 已知向裏沒安泊處, 故來此, 却恐不變也. 暢大隱許多時學, 乃方

學禪, 是於此蓋未有所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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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禪)을 배우는 이들이 천하의 가장 바쁜 사람을 시정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답하건대, 시정의 사람들은 비록 날마다 영리를 꾀하느라 바쁘지만 오히려 

쉴 때도 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선객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선객은 

가고 멈추고 앉고 눕는 것은 도가 아님이 없어 도가 아님이 없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곧 항상 바쁜 것이다.79)

‘편히 쉴 곳이 없다’는 말은 형이상학적 강박에 빠져있다는 뜻이다. ‘가고 멈추고 

앉고 눕는 것은 도가 아님이 없어 도가 아님이 없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정호의 횡거에 대한 비판은 바로 초월적 전향의 경향에 대한 비판이다. 

횡거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본래 세상의 학문이 말라붙어 고착되었다고 여겨 

‘깨끗하고 텅 빈 큰 하나(淸虛一大)’을 말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 덜어내고 빠져

나와 도리로 향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또 다시 ‘별다른 (엉뚱한) 곳(別

處)’으로 달려갔다. 지금은 단지 경을 말한다.80)

이정은 ‘별다른 곳(別處)’을 구하는 행태, ‘자기망각적인 도에 대한 사변과 실천행

태’를 ‘바깥에서 구함(外求)’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바깥은 ‘자신의 바깥 혹은 몸의 

바깥’을 의미한다. ‘바깥에서 구함(外求, 求於外)’, ‘먼 곳에서 구함(遠求)’, ‘고원한 

것을 (말하기) 좋아함(好高, 好語高)’, ‘내적으로 자족하지 못함(內不自足)’ 등이 모든 

‘바깥에서 구함’의 맥락에서 말해지는 당시의 실천행태에 대한 이정의 비판이다. 

‘바깥에서 구함(外求)’, ‘먼 곳에서 구함(遠求)’, ‘고원한 것을 좋아함(好高)’, ‘내적으

로 자족하지 못함(內不自足)’과 대비되는 것이 ‘안에서 구함(求於內)’, ‘안에 보존함

(內存)’, ‘낮고 가까운 곳(卑近)’, ‘스스로 흡족함(自慊)’이다. 

배움이 잡박한 이들은 종내 멈출 곳이 없으니 내적으로 자족하지 못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하나의 물건이 공중에 매달려 (계속 흔들리면서) 붙을 곳이 없는 것과 

같으니 동쪽으로 가지 않으면 서쪽으로 간다. 그로부터 반드시 (자신이 있는 곳과는 

79) 유서 15-179 學禪者常謂天下之忙者, 無如市井之人. 答以市井之人雖日營利, 然猶有休息之時. 至忙
者無如禪客. 何以言之? 禪者之行住坐臥, 無不在道. 存無不在道之心, 此便是常忙.

80) 유서 02上-138 橫渠敎人, 本只是謂世學膠固, 故說一箇淸虛一大, 只圖得人稍損得沒去就道理來, 然
而人又更別處走. 今日且只道敬. ‘別處’는 정호가 무심히 선택한 단어는 아닌 것 같다. 禪은 ‘敎外別傳’을 
종지로 한다. 유서 19-50 “불가의 인증설(깨달음의 인가)은 매우 우습다. 어떻게 내가 이 도리를 

이해한 후에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해야 비로소 옳고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인가? 
또 오조가 육조에게 삼경에 법을 전했다고 하는데, 떠날 것을 기약하고 전했다면 어떻게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佛家有印證之說, 極好笑. 豈有我曉得這箇道理後, 因他人道是了方是, 他人道不是便不是? 又

五祖令六祖三更時來傳法, 如期去便傳得, 安有此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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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 있는) 별도의 도리를 더듬어 찾는데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자기 집에 좋은 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깥에서 구하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은 남이 금을 말하는 것을 보고 반드시 빌려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다.81)

학자가 고원한 것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금을 말하는 것과 똑같다. 

누런색이라 말하고 견고하면서 연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야 없지

만 우스울 뿐이다. 부자가 그처럼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82)

배움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안에서 찾도록 하는 것이다.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는 것은 성인의 학문이 아니다. 어떤 것이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는 것인가? 글을 위주로 하는 것이 이것이다. 배움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근본에서 

찾도록 하는 것이다. 근본에서 찾지 않고 말단에서 찾는 것은 성인의 학문이 아니다. 

어떤 것이 근본에서 찾지 않고 말단에서 찾는 것인가? 자세함과 간략함을 고구하고, 

같고 다른 것을 모으는 것이 이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몸에 이로움이 없기 

때문에 군자는 배우지 않는다.83)

배우는 이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가까이 몸에서 찾으면서 사람의 이치를 

밝히고 공경할 뿐이니, 여기가 바로 요약처이다. 84)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흡족한 도를 알아야 한다. 스스로 흡족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부족함이 있으면 장자후가 말한 ‘바깥이 있는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 합치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85)

이정은 자주 ‘몸 둘 곳(著身處)’, ‘편히 머물 곳(安泊處)’을 말한다. 당시의 학자들은 

한편으로는 도덕에 대한 외적 규제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초월적 경도 속에서 

81) 유서 02上-82 凡學之雜者, 終只是未有所止, 內不自足也. 譬之一物, 懸在空中, 苟無所倚著, 則不之東

則之西, 故須著摸佗別道理, 只爲自家不內足也. 譬之家藏良金, 不索外求, 貧者見人說金, 須借他底看.

82) 유서 15-156 學者好語高, 正如貧人說金, 說黃色, 說堅軟, 道他不是又不可, 只是好笑. 不曾見富人說

如此.

83) 유서 25-31 學也者, 使人求於內也. 不求於內而求於外, 非聖人之學也. 何謂不求於內而求於外? 以文

爲主者是也. 學也者, 使人求於本也. 不求於本而求於末, 非聖人之學也. 何謂不求於本而求於末? 考詳略, 
採同異者是也. 是二者皆無益於身, 君子弗學. ‘글을 위주로 하는 것’은 사장(詞章)을, ‘자세함과 간략함을 
고구하고, 같고 다른 것을 모으는 것’은 훈고(訓詁)를 말하는 것이다.

84) 유서 02上-50 學者不必遠求, 近取諸身, 只明人理, 敬而已矣, 便是約處. 易之乾卦言聖人之學, 坤卦言
賢人之學, 惟言‘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至於聖人亦止如是, 更無別途. 穿鑿繫累, 自非道理, 

故有道有理, 天人一也, 更不分別. 浩然之氣, 乃吾氣也. 養而不害, 則塞乎天地, 一爲私心所蔽, 則欿然而餒, 
知其小也. 思無邪, 無不敬, 只此二句, 循而行之, 安得有差? 有差者, 皆由不敬不正也.

85) 유서 11-147 人須知自慊之道. 自慊者, 無不足也. 若有所不足, 則張子厚所謂｢有外之心, 不足以合天

心｣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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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둘 곳(著身處)’, ‘편히 머물 곳(安泊處)’이 없다고 말해진다. ‘몸 둘 곳(著身處)’, 

‘편히 머물 곳(安泊處)’은 공경이다. 공경을 ‘몸 둘 곳(著身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천적 차원에서 공경을 통해서 자신의 신심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비근한 인륜의 

실천 속에서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편히 머물 곳(安泊

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이 비근한 인륜의 실천을 영위하는 자기의 거처로서 그 

속에 거주함으로써 초월적 경도와 형이상학적 강박에 빠진 지식사변을 그칠 수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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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범강박의 문제 - 「식인편」을 중심으로

1) 방검과 궁색

앞 장에서 도덕실패와 그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정성서」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식인편」을 중심으로 규범강박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식인편」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경향은 「정성서」에 대한 연구와 사정이 동일하다. 

기존의 연구는 대개「식인편」을 만물일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정호가 인과 

대비시켜 ‘굳이 할 필요가 없다(不須)’고 말하는 방검과 궁색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86) 그러나 기존연구의 이해방식은 이정과 장재학파 사이에서 토론되고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한다. 암흑 속에서 빛이 발하는 

법이다. 정호의 인은 장재학파의 일반적 성향이었던, 기본적으로 예학에서 비롯하는 

외적 규제의 도덕관에서 비롯하는 규범강박에 대한 교정과 순치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그 실질적 의미와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이정의 경설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높은 도덕적 열망을 가진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도덕적 강박의식, 규범강박’

에 대한 순치에 있다. 정주도학의 공경, 곧 ‘내적인 도덕의식과 외적인 공손’은 ‘도덕적 

강박의식과 규범강박’에 대한 순치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도덕적 강박의식과 

규범강박’은 일반적 차원에서 ‘도덕적 불안’으로 말할 수 있다. 정호는 도덕적 강박의

식 혹은 도덕적 불안에 대해서 경에 근거한 ‘공경하면서 편안함(恭而安)’, ‘화평하고 

즐거움(和樂)’의 경계를 제시한다. 

‘도덕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도덕적 강박의식, 규범강박’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정성서」는 아직 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경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 「정성서」는 정호 20대 때의 문장으로 인과 성경을 중심으로 

한 정호의 도학사상의 내용이 완전한 형태로 갖추어지기 이전의 문장이다. 단지, 

이후의 사상전개의 문제의식의 기본구조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성서」와 「식인편」의 문제를 포착하는 개념적 도식은 동일하다. 그것은 ‘內外’ 

와 ‘己物 혹은 己彼’의 도식이다. 「식인편」은 정호의 도학사상이 완전한 형태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나온 문장으로, 「정성서」에서 기본도식의 차원에서 나타났던 

도덕실패와 두려움의 문제는 「식인편」에서 방검과 궁색, 곧 도덕적 강박의식, 

규범강박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인의 경계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적이다. 정호의 인은 「식인편」에서 ‘자기를 돌이켜 성실하면 큰 즐거움이 

86) 풍우란의 해석이 대표적이다. 識仁은 나와 세계, 나와 사물의 구분을 넘어서 만물일체의 생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풍우란은 말한다.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상·하, 까치, 1999. pp.5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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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反身而誠, 乃爲大樂)’로 말해지는데, 그것은 ‘공경하면서 편안함(恭而安)’, 

‘화평하고 즐거움(和樂)’을 말하는 것이다. ‘공경하면서 편안함(恭而安)’, ‘화평하고 

즐거움(和樂)’이 바로 인이다. 이하에서는 「식인편」을 ‘규범강박과 그에 대한 순치

로서의 인의 경계’의 제시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방검과 궁색’에 

대한 비판이 「식인편」의 중요한 내용임을 밝히고 방검과 궁색의 실제내용에서 

대해서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경과 화락’의 맥락에서 정호의 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식인편」의 전문을 보기로 하자. 

①배우는 이는 모름지기 먼저 인을 몸소 체득해 알아야 한다. 인은 혼연하게 만물과 

하나가 된다. 의, 예, 지, 신도 모두 인이다. 이 이치를 알아서 성실함과 공경함으로 

보존할 뿐 방비하고 애써 찾을 필요도 없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방비해야 하지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데 무엇을 방비할 것인가? 얻지 못한 이치는 찾아야 하지만 

오래도록 보존하면 저절로 밝아지는데 애서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②이 도와 상대되는 어떤 사물도 없다. 아무리 큰 것도 이것을 이름할 수 없다. 

천지의 작용은 모두 나의 작용이다. 맹자는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고 

했으니, 자기를 반성해서 성실하면 큰 즐거움이 있게 된다. 자기를 반성하되 성실하

지 못하면 자기와 사물이 대립하게 된다. 자기를 사물에 합치려 한들 끝내 그럴 

수 없으니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는가?

③「정완」의 의미는 바로 이것의 본체를 갖추어 말한 것이다. 이 뜻으로 인을 

보존한다면 달리 무슨 일이 필요하겠는가? ‘반드시 일삼되 기필하지 말고, 마음에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고 했다. 조금의 힘도 들인 적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인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보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얻게 된다. 

④양지양능은 원래 잃을 수 없다. 과거의 마음의 습관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보존하고 익혀야 한다. 오래되면 과거의 마음의 습관을 없앨 

수 있다. 이 이치는 지극히 간단하다. 걱정할 것이라고는 지키지 못할까 하는 것뿐이

다. 이미 체득해서 즐겁다면 지키지 못할까 걱정할 것도 없다.87)

「식인편」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첫 문장, ‘배우는 이는 모름지

기 먼저 인을 알아야 한다(學者須先識仁)’이다. 이 부분을 정호가 ‘인의 깨달음’을 

87) 유서 02上-28 學者須先識仁. 仁者, 渾然與物同體. 義,禮,智,信, 皆仁也. 識得此理, 以誠敬存之而已, 
不須防檢, 不須窮索. 若心懈, 則有防, 心苟不懈, 何防之有? 理有未得, 故須窮索, 存久自明, 安待窮索? 
此道與物無對, 大不足以名之. 天地之用, 皆我之用. 孟子言｢萬物皆備于我｣, 須反身而誠, 乃爲大樂. 若反身

未誠, 則猶是二物有對, 以己合彼, 終未有之, <一本下更有｢未有之｣三字.> 又安得樂? 訂頑意思, 乃備言此
體, 以此意存之, 更有何事.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 未嘗致纖毫之力, 此其存之之道. 若存得, 
便合有得. 蓋良知良能元不喪失, 以昔日習心未除, 卻須存習此心, 久則可奪舊習. 此理至約, 惟患不能守., 

旣能體之而樂, 亦不患不能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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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바로 뒤의 문장 흔히 ‘만물일체’와 동일한 

의미에서 이해되는 ‘渾然與物同體’가 그런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須先識仁’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먼저 인을 알아야 한다’이며, 그것이 ‘識得此理’와 이어지고, 다시 

‘以誠敬存之’로 이어진다. 정호의 언설을 여기까지 끊어 보면 돈오점수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즉, ‘먼저 인을 깨닫고 성경으로 보존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럴 

때 그 해석은 ‘먼저(先)’를 ‘성경으로 보존한다’에 대한 앞섬(先)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으로서 단장취의에 해당한다. 문장을 면밀히 

보면, ‘須先識仁’은 뒤의 ‘不須防檢, 不須窮索’과 호응한다. 뒤이어 정호는 ‘若心懈, 

則有防, 心苟不懈, 何防之有? 理有未得, 故須窮索, 存久自明, 安待窮索?’이라고 부연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식인’의 실제 의미이다. “마음이 해이하면 방비해야겠지만 

마음이 해이하지 않다면 왜 방비하겠는가? 이치를 얻지 못했으면 궁색해야 하지만, 

오래도록 보존하면 자연히 밝아지는데 애써 찾을 필요가 있는가?” 

①부분은 정호가 문장을 구성할 때 의미적으로 완전한 한 단위이며, 앞의 ‘須先’은 

뒤의 ‘不須’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것, 앞선 반복’이다. ‘須先識仁의 先’은 ‘以誠敬存之

에 대한 先’이 아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방검과 궁색에 대한 先’이며, 그렇다고 

해서 인을 안 뒤에 방검, 궁색하라는 뜻도 아니다. 방검과 궁색을 비판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須先’은 인을 강조하는, 정확히 말하면 인을 방검, 궁색과 대비시키면서 

강조하는 수사적 차원에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다. 「식인편」의 핵심내용은 방검과 

궁색을 비판하는 것이다. 방검과 궁색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 도는 사물과 대립되지 

않는다(此道與物無對)’의 도는 ‘인’을 말하는 것이다. ②부분은 인자의 경계 혹은 

인의 공능을 말하는 부분이다.  ③부분은 ①의 ‘성경으로 보존한다’를 ‘반드시 일삼되 

마음을 기필하지 말아야 하니,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로 풀고 있는 내용이

다.88) ④의 핵심내용은 ‘과거의 마음의 습관(昔日習心)’이다. 그것은 ‘방검, 궁색’을 

말한다. 

「식인편」은, ②인의 경계를 전제한 속에서 ④과거의 마음의 습관으로 형성된 

①방검과 궁색을 없애기 위해서는 ③‘반드시 일삼되 마음을 기필하지 말아야 하니,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 곧 성경으로 ④마음을 보존하고 익히는 공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88)「식인편」은 장재의 「서명」에 대한 비평으로 나온 문장이다. 정호는 「서명」을 전체적 취지에서 
긍정하고 있지만 비판과 교정의 의도가 있다. 이것이 ‘先須識仁’이 문장의 맨 앞에 강조의 행태로 나온 
이유로 볼 수 있다. 손영식은 「식인편」의 요지가 「서명」의 묵가적 요소를 맹자의 마음이론으로 대체

한 것이라고 말한다.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대학교출판부, 2013, pp.17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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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반대로, 정호는 ‘습관(習)’을 말하고 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인을 

깨닫는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습관과 새로운 습관은 겹치며, 꾸준히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과거의 습관을 없앨 수 있다. 바로 이 습관의 문제, 특히 ‘마음의 

습관(習心)’이 정주도학의 핵심개념 중의 하나이다.

천리를 보려면 반드시 뜻과 생각을 열어젖혀야 한다. 심흉을 활짝 열면 곧 볼 

수 있으니, 둘로 셋으로 새어나가려는 마음의 습관을 수습해야 한다.89)

반드시 습관을 들여야 하니, 습관을 들여서 전일할 수 있을 때 곧 좋아진다. 사려와 

사물에 대한 대응을 막론하고 그 모두에 전일을 구해야 한다.90)

배움이란 기질의 변화 단계에 이르러야 공(功)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의 

습관일 뿐이다(人只是一箇習). 91)

급한 사이에도 잘 생각하고 조심하여 스스로 지켜라. 습관이 본성과 더불어 이루어

지면 성현과 같이 될 수 있다.92)

‘방검’은 마음을 방비하고 단속하는 것을 말하며, 궁색은 ‘사물(일)에서 선악사정시

비를 일일이 혹은 끝까지 찾는 것’을 말한다. 방검·궁색은 일종의 내외로서 분리되지 

않는다. 마음을 방비·단속하고 일에서 선악시비사정을 찾는 모습은 앞서 한지국의 

무분별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여기서의 주인공은 여대림이다. 

여대림이 처음에 횡거에게 배웠다. 횡거가 죽고 (서북에서) 동쪽을 와 두 정선생을 

뵈었다. (여대림은) 깊고 순후하여 도에 가까웠지만, 일일히 찾고(窮索) 방비하는 

것(防檢)을 배움으로 삼았다. 명도선생이 ‘인을 몸소 체득하는 공부(識仁)’를 일러주

어 방비할 필요가 없고 궁색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으로 열어주었다. 선생(여대림)

은 묵묵히 성심으로 계합하여 훤히 열리는 것 같았다.93)

방검·궁색은 외부의 불선한 도덕적 현실에 대한 경계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자신을 

89) 유서 02上-131 觀天理, 亦須放開意思, 開闊得心胸, 便可見, 打揲了習心兩漏三漏子. 今如此混然說做
一體, 猶二本, 那堪更二本三本!

90) 유서 18-83 須是習. 習能專一時便好. 不拘思慮與應事, 皆要求一.｣
91) 유서 18-39 學至氣質變, 方是有功. 人只是一箇習.

92) 造次克念, 戰兢自持. 習與性成, 聖賢同歸.(정이의 「四勿箴」)

93) 송원학안 권13「명도학안」 呂大臨初學於橫渠. 橫渠卒, 內東見二程先生. 故深淳近道, 而以窮索防

檢爲學. 明道語以識仁, 且以不須防檢, 不須窮塞開之. 先生黙誠心契, 豁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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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불선한 현실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강하게 단속하고, 일에서 선악시비사정

을 끝까지 구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방검과 궁색이다. 방검과 궁색은 대체로 일반

적인 도덕실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대림의 경우에 높은 도덕적 열망

과 비례해서 강박적 형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것이 정호가 방검과 궁색을 비판하게 

된 이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재학파의 구성원들, 태두 장재를 비롯하며 여대림, 장재의 동생 장천기는 『유

서』에 근거하면 모두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94) 이정의 비판 또한 동일하다. 

『유서』에는 규범강박의 현실적 모습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실려 있다. 

장천기는 자연스럽게 덕과 기품이 갖춰져 귀인과 같은 기상이 있었지만 기국(氣局)

이 작았다. 에전에 사죽감에 있을 때 늘 한 졸장을 아꼈는데 교체할 때에 그 사람이 

죽순껍질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는 (죄를) 다스리기를 조금도 관용이 없었다. 정죄한 

이후에는 다시 이전처럼 대하고 (그 일로)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사람들이 (장천기

의) 덕량(德量)이 그와 같음을 보았다.95)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규규(規規)’이다. ‘규규’는 ‘자질구레하게 따진다’, ‘고지식

하다’는 뜻으로 뒤의 ‘주지(周至)’와 대비된다. ‘주지’는 ‘(사태에 대한) 전체적이고

(周), 원만한(至) 처리’를 뜻한다. ‘지나치게 자잘하게 일을 따지는(規規太以事爲重)’ 

것은 일처리에서 전체적이고 원만한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자질구레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고지식하게 규범에 얽매이는 것을 뜻한다. 일은 물론 시비사정을 따져야 

하지만 하나의 일은 크게 보면 전체 속의 한 부분이다. 하나의 일에 너무 심하게 

시비사정을 따지고 드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규규가 방검과 궁색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일을 집행할 때는 모름지기 공경해야 하지만, 또한 너무 지나치게 다잡고 붙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96)

장천기는 부하를 징죄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과 똑같이 대했다. 

이는 졸장을 벌할 때 자신의 심정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규범에 따라 자신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규범강박이다. 

94) 장재학파는 모두 ‘생각의 많음’을 근심으로 여겼다

95) 유서 02上-218 天祺自然有德氣, 望之有貴人之象, 只是氣局小, 太規規於事爲重也. 昔在司竹, 常愛用
一卒長, 及將代, 自見其人盜筍皮, 遂治之無少貸. 罪已正, 待之復如初, 略不介意, 人觀其德量如此.

96) 유서 3-37 執事須是敬, 又不可矜持太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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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모습에서 역으로 정호가 말하는 인의 의미를 알게 된다. 혼연하게 사물과 

한 몸이 되는 기상을 보존하는 것과 규범에 따라 자신을 강제하는 것은 흑백만큼 

쉽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로부터 정호의 인은 방검·궁색과의 대비 속에서, 

그 의미와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며, 정호의 인설 자체가 방검·궁색에 대한 순치와 

구제의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장천기의 사례는 일종의 일처리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을 강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의리에 뜻을 두면서도 편안하고 즐겁지 못한 것(心不安樂)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조장하기(=억지로 강제하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는다’지만 붙잡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반드시 일삼아 기필(正)하는 것’이 된다. 

우선 이처럼 해나가야 하지만 (그래서는) 덕이 외롭다.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다. 덕이 융성해진 뒤라야 저절로 막히는 일이 없고 좌우 어디서나 

근원을 만나게 된다.97)

‘의리에 뜻을 두면서 편안하고 즐겁지 못한 것’은 평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자신을 도덕적으로 강제하는 것, 곧 도덕적 강박의식이 일종의 

습관처럼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을 집행하면서 지나치게 다잡고 붙잡는 

것(矜持太過)’, 곧 규규의 내적 모습이 ‘마음을 잡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持之太甚)’이

다. 바로 이 부분이 정호의 지경존양, 정이의 평일함양과 대비되는 것이다. 정호는 

‘우선 이처럼 해나가야 하지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도덕적 노력과 

공부, 경공부도 일정정도 강박적 경향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정의 경설

에서는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을 보자. 

예전에 여여숙이 6월에 구씨에 와서 (그가) 한가하게 있을 적에 내가 살펴 본 

적이 있었는데 반드시 엄숙하고 곧게 앉아 있었으니 돈독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학자는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 단지 구속하고 강박해서는(拘迫) 안 되니, 구속하고 

강박하면 오래 가기 어렵다.98)

이 문장은 정이의 말이다. 정호의 말과 취지가 동일하다. ‘구속하고 강박하는 것’, 

구박(拘迫)은 방검과 같은 것이다. 정이는 그런 경향을 완화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97) 유서 02上-181 今志於義理而心不安樂者, 何也? 此則正是膌一箇｢助之長｣. 雖則心操之則存, 舍之則

亡, 然而持之太甚, 便是｢必有事焉而正之｣也, 亦須且恁去如此者, 只是德孤. ｢德不孤, 必有鄰｣, 到德盛後, 
自無窒礙, 左右逢其源也. 

98) 유서 18-41 昔呂與叔六月中來緱氏, 閒居中, 某嘗窺之, 必見其儼然危坐, 可謂敦篤矣. 學者須恭敬, 

但不可令拘迫, 拘迫則難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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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지경존양과 평일함양은 평소에 인을 구하는 꾸준한 도덕적 

노력이며, 그런 꾸준한 노력 속에서 도덕적 강박의식을 스스로 완화시키고 해소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정의 경은 규범강박, 도덕적 강박의식의 순치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은 그 자체로 특별한 내용을 가지는 도덕실천이 

아니며, 또한 실천주체가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도덕적 강박의식과 조장과 같은 

폐와 완전히 다른 특별히 비전적이거나 대단히 높은 차원의 실천도 아니다. 경은 

일용인륜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실천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며, 그 내용과 과정을 

순숙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바로 그와 같은 노력이 ‘求仁’, 

인을 구하는 도덕적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이 인을 구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정호가 한지국에 대해 한 말, 곧 극기복례가 ‘爲道’, 곧 ‘爲仁’의 

방법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2) 경과 화락

이제 정호의 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 정호의 인의 의미는 방검과 궁색과의 

대비 속에서 드러난다. 「식인편」의 내용은 매우 원론적인 주장들로서 인의 구체적, 

현실적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은「식인편」과 내용적으로 동일

하면서 인과 방검·궁색의 실제의미를 이해하기에 좋은 문장이다. 

맹자는 인은 ‘사람이니, 합하여 말하면 도이다’라고 했다. 중용에서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인이란 이것을 어질게 하는 것이다. ‘경으로 

안을 곧게 하고 의로움으로 밖을 바르게 한다’고 한 것은 인이다. 경을 수단으로 

삼아 안을 곧게 하려 한다면 곧아지지 않을 것이다. 인과 의로움을 행함에 어찌 

곧지 않음이 있겠는가? ‘반드시 일삼음이 있되 기필하지 않아야’ 곧아질 것이다. 

‘경으로 안을 곧게 하고, 의로움으로 밖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만물과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경과 의로움이 확립되면 덕이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인자는 대립하는 상대가 없으니, 동해에 놓아두어도 기준이 되고, 서해에 

놓아두어도 기준이 되며, 남해에 놓아두어도 기준이 되며, 북해에 놓아두어도 기준

이 된다. 의가에서 사체가 불인하다고 말하는 것이 인을 가장 잘 말한 것이다.99)

99) 유서 11-41 孟子曰:｢仁也者, 人也. 合而言之, 道也.｣ 中庸所謂｢率性之謂道｣是也. 仁者, 仁此者也. 

｢敬以直內, 義以方外｣, 仁也. 若以敬直內, 則便不直矣. 行仁義豈有不直乎? ｢必有事焉而勿正｣, 則直也. 
夫能｢敬以直內, 義以方外｣, 則與物同矣, 故曰｢敬義立而德不孤.｣ 是以仁者無對, 放之東海而準, 放之西海
而準, 放之南海而準, 放之北海而準. 醫家言四體不仁, 最能體仁之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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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경을 수단을 안으로 곧게 하는 것’과 ‘덕이 외롭다’는 

부분이다. ‘덕이 외롭다(德孤)’는 것은 ‘도덕적 자기고립’을 의미한다. 도덕적 자기고

립은 ‘경을 수단으로 안을 곧게 하는 것’, 곧 도덕적 강박의식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방검과 궁색의 실제적 내용이 된다. 그것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강제하

는 것, 곧 규범강박을 뜻한다. ‘경을 수단으로 안을 곧게 하는 것’, 자신을 도덕적으로 

강제하는 것의 반대가 “인이란 이것을 어질게 하는 것이다”의 ‘어질게 하는 것’이다. 

솔성, 자신의 본성의 실현이 어질게 함의 내용이다. 도덕성은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강박해서는 안 되며 잘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질게 하는 것’이며, ‘일삼음

이 있되 기필하지 않는 것’이다. 경을 수단으로 마음을 강박해서는 안 되며 기필하지 

말고, 마음을 어질게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식인편」에서 말하는 ‘성경으로 

보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존의 내용은 무엇인가? 보존의 내용은 ‘혼연하게 

만물과 하나가 되는 기상’을 보존하는 것이다. 문장 말미의 ‘사체불인’을 말하는데서 

확인된다. ‘혼연하게 만물과 하나가 되는 기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덕의 외롭지 

않음(德不孤)’, 도덕적 자기고립(德孤), 곧 도덕적 강박의식을 해소한 상태에서 ‘자기

를 돌이켜 성실하면 큰 즐거움이 있게 되는(反身而誠, 乃爲大樂)’ 도덕적 주체성이 

확립된 기상, 곧 호연지기를 말하는 것이다. 천지를 가득 채우는 호연한 도덕적 기상, 

그것이 바로 사방 어디에도 기준이 되는 ‘도덕적 보편성’의 경계, 곧 인이다. 

「식인편」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정호의 인의 경계는 ‘사물과 대립이 없다(與物無對)’로 요약된다. ‘사물과 대립이 

없음(與物無對)’은 ‘사물과 한 몸이 됨(與物同體)’과 같은 말이다. ‘사물과 대립이 

없음(與物無對)’, ‘사물과 한 몸이 됨(與物同體)’의 반대가 ‘자기와 사물이 대립됨(二

物有對), 자기를 사물에 합치려 함(以己合彼)’이다. ‘자기와 사물이 대립됨(二物有

對)’은 자기와 타인의 도덕적 대립을 뜻한다. ‘자기와 사물이 대립됨(二物有對)’, 

자기와 타인의 도덕적 대립은 도덕적 자기고립, ‘德孤’이다.  ‘고립(孤)’과 ‘대립(對)’, 

곧 ‘도덕적 자기고립’과 ‘자기와 타인의 도덕적 대립’은 동일한 사태의 앙면이다. 

‘자기를 사물에 합치려 함(以己合彼)’은 도덕적 대립이 낳은 불편·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타인과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뜻한다. ‘자기와 사물이 대립됨(二物有對), 

자기를 사물에 합치려 함(以己合彼)’은「정성서」의 ‘안밖을 둘로 나누고, 자기를 

끌어다가 사물을 쫓는 것(內外爲二本, 牽己而從之)’과 동일한 것이다. 정호가 말하는 

인의 경계인 ‘혼연히 사물과 한 몸이 된다(渾然與物同體)’는 것은 ‘도덕적 자기고립이 

해소된 상태’를 뜻한다. ‘도덕적 주체성의 확립’과 ‘도덕적 강박의 해소’는 정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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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성경(誠敬)의 실제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정호 경설의 

본질적 내용에 속한다. 도덕적 주체성의 확립과 도덕적 강박의 해소를 정호는 ‘자신을 

돌이켜보아 성실하면 큰 즐거움이 있게 된다(反身而誠, 乃爲大樂)’로 말하고 있다. 

‘자신을 돌이켜보아 성실함’은 도덕적 주체성의 확립을, ‘큰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도덕적 강박의식의 해소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덕적 강박의 해소와 도덕적 

주체성의 확립이 ‘공경하면서 편안함(恭而安)’, ‘화평하고 즐거움(和樂)’이다.

「식인편」은 ‘규범강박의 해소’를 주요문제로 하고 있으며, 규범강박이 해소된 

상태를 정호는 ‘마음의 화평과 즐거움’으로 제시했다. ‘마음의 화평과 즐거움’은 도덕

적 자기고립(德孤)과 외부와의 도덕적 대립(對)이 해소된 상태이다. 정호는 그와 

같은 인의 경계의 본질을 ‘자기를 반성해서 성실함(反身而誠)’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반대로 ‘자기를 반성해서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과 대립하게 되며, 자기를 사물과 

합치려 해도 되지 않는다(若反身未誠, 則猶是二物有對, 以己合彼, 終未有之)’고 부연

하고 있다. 성실(誠)은 ‘내면의 도덕적 성실성’을 뜻한다. 자신이 사물과 관련하여 

내면에서 도덕적으로 성실하면 ‘자기고립’도 ‘사물과의 대립’도 없다. 자신이 성실하

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과 대립’이 발생한다. ‘자기를 사물에 합치려 한다(以己合彼)’

는 것은, ‘고립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과 뜻을 

꺾고 상대의 입장에 맞추려는 것이다. 정호는 그런 노력이 허사라고 말한다. 정호가 

자주 사용하는 ‘사물과 하나가 된다(與物同)’는 표현은 도덕주체가 도덕적 자기고립 

상태를 벗어나야 함을 뜻한다. ‘인자는 혼연히 사물과 한 몸이 된다(仁者渾然與物同

體)’는 논어의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德不孤, 必有隣)’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100) 그것은 순숙한 인의 경계로서, 사물(타인)과의 관계에서 활발

하게 그리고 외부의 선불선을 막론하고 오로지 순수한 자신의 인(덕)을 실천하는 

것이자 그 전체적 취지에서 융화하는 모습으로서, 설사 불선에 직면하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도덕적 자기고립에 빠지거나 반대로 자기과시적 독선(‘自伐’)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계는 일반인이나 초학자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정호는 도와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 

자기고립 상태(德孤)에 빠져있다고 보고 있다. 도덕적 자기고립은 불선 혹은 선악이 

혼재하는 현실 속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겪게 되는 도덕적 곤경이다. 

100) ‘자기고립’과 ‘타인과의 대립’이 바로 ‘두 가지 근본(二本)’, 곧 내외의 분리이다. ‘혼연(渾然)’은 고립과 

대립이 해소된 상태에 대한 기술이다. 혼연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일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도덕적 성실성(誠)’이 내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혼연’은 미발의 마음을 규정할 때도 사용되는 
정주도학의 핵심용어로서, ‘도덕적 성실성(誠)’의 관점에서 마음의 상태를 기술하는 용어이다. ‘도덕적 

성실성(誠)’은 도덕적 자기분열이 없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내면이 도덕적으로 진실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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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배우는 이들이 공경하면서도 터득하지 못하고 또한 편안하지 못한 것은 

마음이 성긴 것이니 또한 너무 공경을 무겁게 일삼는 것이다. 이것이 공자가 ‘공경하

되 예가 없으면 수고롭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의) 공경은 ‘사사로이 공경하다’고 

할 때의 공경이다. (여기서의) 예는 경직된 예가 아니니 자연한 도리이다. 단지 

공경하기만 하고 자연한 도리가 되지 못하니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반드시 공경하면

서 편안해야 한다. 지금 용모를 반드시 단정히 하고 언어를 반드시 바로 하는 것은 

자신의 독선을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어떻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천리가 이러할 뿐이어서 본래부터 사사로운 뜻이 없이 단지 이치를 따르는 

것일 뿐이다.101)

정호는 ‘너무 공경을 무겁게 일삼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앞서 살펴 본 방검, 구박의 

행태, 조장의 행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이하의 ‘공경하되 

예가 없으면 수고롭다’는 부분이다. 정호는 방검, 구박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사로운 공경’이며, 하나는 ‘경직된 예’이다. ‘경직된 예’는 외적 

규제로서의 예를 말하는 것이며, ‘사사로운 공경’은 외적 규제의 예를 실천하는 외면

의 모습과 마음상태까지를 포괄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확히 정호의 도학사

상이 외적 규제의 도덕을 비판하는데 핵심취지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비판의 

대상은 장재학파이다. 결국, 정호는 도덕적 강박의식, 규범강박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는 외적 규제의 도덕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외적 규제의 도덕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강박적인 도덕의식, 그것이 바로 ‘사사로운 공경’이다. ‘사사로

운 공경’은 방검 혹은 구박을 말하는 것이며, ‘공경하면서도 터득하지 못하고 또한 

편안하지 못한 것’이다. 정호는 그것을 ‘마음이 성긴 것(心生)’이며, ‘너무 공경을 

무겁게 일삼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호는 예는 경직된 예, 딱딱하고 틀에 박힌 것이 

아닌 ‘자연한 도리’라고 말하며, ‘용모를 단정히 하고 언어를 바르게 하는’ 경은 독선이 

아닌 단지 이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외적 규제의 도덕을 비판하는 도덕적 

주체성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속이 화평하고 즐겁지 못하면 인색하고 속이는 마음이 파고든다. 이것은 ‘경으

로 안을 곧게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경이 화평하고 즐거움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만 공경하면 화평하고 즐거우니 이것은 마음속에 일이 없기 때문이다.102)

101) 유서 02上-140 今學者敬而不見得<元本有未字>, 又不安者, 只是心生, 亦是太以敬來做事得重, 此｢
恭而無禮則勞｣也. 恭者, 私爲恭之恭也; 禮者非體<一作禮>之禮, 是自然的道理也. 只恭而不爲自然的道理, 
故不自在也. 須是恭而安. 今容貌必端, 言語必正者, 非是道獨善其身, 要人道如何, 只是天理只如此, 本無私
意, 只是箇循理而已.

102) 유서 02上-122 中心斯須不和不樂, 則鄙詐之心入之矣. 此與｢敬以直內｣同理. 謂敬爲和樂則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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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의 실천은 ‘천리가 마땅히 이러할 뿐이어서 본래부터 사사로운 뜻이 없이 

이치를 따르는 것’으로 ‘마음속에 일이 없는 것’이다. ‘마음속에 일이 없는 것’은 

‘인색하고 속이는 마음, 곧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며, 그것은 경이직내의 직내, 곧 

‘치우치고 기울음(偏倚)이 없는 것’이다. 공경은 ‘다른 사람이 어떻다고 말해주기를 

바래서’ 실천하는 것이 아닌 것, 나의 확고한 도덕적 주체성의 확립의 차원에서 실천

일 뿐이며, 이상적으로 말해서 일체의 외부로부터 간섭이 들어올 틈이 없다. ‘마음속

에 일이 없는 것’은 도덕적 주체성의 확립, 곧 ‘경으로 안을 곧게함’이다. 확고한 

도덕적 주체성의 경계가 ‘공경하면서 편안함’이며 ‘화평하고 즐거움’이다. 『유서』

와 『장재집』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있다. 

공경하면서 편안해야 한다. 장형(장재)의 15년 공부였다.103)

물었다: 횡거는 15년 공경을 배웠는데도 편안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도가 말했다: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많은 병통(원인)이 있다. 

(물었다): 이천이 말한 “만약 알지 못하고 단지 힐긋 요를 보고서 그 행사를 배우려 

하면, 요와 같은 많은 총명예지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주선하는 행실이 자연히 

예에 맞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명도가) 말했다: 또한 그렇다. 그런 것에도 또 많은 병통(원인)이 있다. 한참 있다

가 (명도가) 말했다: 사람은 기질에 국한되어서 조금 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시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그렇다. 또 말했다: 성인은 (배움에서) 발분망

식하고 즐거이 근심을 잊는다. 발분하면 망식하고, 즐거우면 근심을 잊는 것이다. 

단지 일도양단이어서 천을 다하고 백을 감당한다. 성인(의 가르침)은 본래 말에 

있지 않다. 단지 안자는 성인의 한 마디 말을 얻었으니, 곧바로 완전히 달려들어 

실천해서 이리저리 얽기고 설긴 것이 없었다.

물었다: 횡거는 경직되게 붙잡았기 때문에 편안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명도가) 말했다: 그는 공경을 배웠지만 순숙해짐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공경을 

배우고 (따로) 편안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104)

然敬須和樂, 只是中心沒事也.

103) 유서 05-47 恭而安. 張兄十五年學.

104)『장재집』후록下 問: 橫渠言十五〔年〕學恭而安不成. 明道曰: 可知是學不成有多少病在. 莫是如伊

川說, 若不知得, 只是覷卻堯, 學他行事, 無堯許多聰明睿知, 怎生得似他動容周旋中禮? 曰: 也是. 如此更有
多少病. 良久曰: 人便是被一箇氣質局定, 變得些子了又更有些子, 變得些子又更有些子. 又云: 聖人發憤忘
食, 樂以忘憂. 發憤便忘食, 樂便忘憂. 直是一刀兩段, 千了百當. 聖人固不在說. 但顏子得聖人說一句, 直是

傾腸倒肚便都了, 更無許多廉纖纏繞, 絲來線去. 問: 橫渠只是硬把捉, 故不安否? 曰: 他只是學個恭, 自驗見
不曾熟, 不是學個恭又學個安. 같은 내용의 다음과 같은 기록도 보인다. 『장재집』 후록下 橫渠嘗言: 
吾十五年學箇恭而安不成. 明道曰: 可知是學不成有多少病在. 見上蔡語錄. 안자가 들었다는 것은 극기복

례, 사물공부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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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는 공경하면서 편안한 인의 경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해진다. 정호는 장재가 

15년의 오랜 공부를 했지만 편안함을 얻지 못한 것은 기질의 국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호는 장재의 학문이 성인의 행적을 모방하는 모방적 역행, 곧 외재적 

도덕이 아닌가라는 제자의 견해를 수긍하고 있다. 이 대화는 정주도학 수양론의 

핵심적 문제인 기질변화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으며, 중요하게는 기질변화

가 외재적 방식의 도덕실천 속에서는 어렵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기질변화는 

규범을 억지로 실천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질게 하는 것’과 ‘강박하는 

것’이 대비되고 있다. ‘외적으로 다잡는 것’이 강박하는 것이며, 어질게 하는 것은 

‘기르는 것’이다. 기질변화는 정호가 말하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강박적 행태는 

장재의 예에서 보듯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잊지도 않고 조장하지도 

않고 꾸준히 기르는 것, 곧 지경존양이 정호의 근본취지이다. 

정호의 인은 ‘어진 실천’이다. 깨달음이나 만물일체 사상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다. 

정호의 인은 이론적으로는 내적 자발성의 입장에 근거하되, 현실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강박의식을 한편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주체가 어진 실천을 통해

서 스스로 해소하면서 점차적으로 편안하고 화락한 경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도덕성의 이상상태와 도덕성의 실천과정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도덕이 자기변

화의 문제를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인은 도덕의 이상이지만 또 그 과정의 성격이기도 

하다. 인은 이상적 인격이자 이상적 인격에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어진 실천이다. 

어진 실천이 지경존양, 곧 ‘성경으로 보존한다’의 실질이다. 

이상으로 정호의 도학에 대한 고찰을 마친다. 정호의 도학은 지경존양론이다. 지경

존양론은 정이에게 그대로 이어져 치지함양론으로 나타난다. 정이의 치지함양론은 

바로 앞서 살펴본 모방적 역행에 대한 비판을 핵심취지로 한다. 정호와 정이가 각각 

심학과 리학의 개산으로 사상적 내용을 달리한다는데 논문의 필자는 동의할 수 없다. 

정호에 대한 고찰을 마치면서 정이의 몇 문장을 소개하고 간략히 살펴보겠다. 다음의 

정이의 언설들은 「정성서」와 「식인편」을 통해서 살펴본 도덕실패와 규범강박의 

문제가 정이에게서 동일하게 핵심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언설방식

에서 정호에 비해 직절하고 분명하며, 구체적이다. 

‘공경하면서 편안함’, ‘화평하고 즐거움’은 그 극복의 대상 혹은 대척점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또한 이치를 분명하게 비춰보지 못하고 또 기운이 부족하

기 때문이다. 반드시 ‘의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짐승고기가 내 입을 기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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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이치를 완미함으로써 이처럼 마음을 길러야 한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어울리는 일이 있으면 매우 기뻐한다. 따뜻한 

봄날처럼 뼈와 살을 윤택하게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니 하물며 의리야 어떻겠는가? 

이치를 궁구하면서 마음을 씀에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수고로울 뿐 기뻐해

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마음을 기르겠는가?105)

의심하는 병을 가진 이는 일이 이르기도 전에 의심의 단서가 마음에 자리를 잡고, 

일을 두루 주관하려는 이는 먼저 일을 주관하려는 단서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 모두 

병이다.106)

정이는 ‘두려운 마음(恐懼心)’을 ‘이치의 불명’과 ‘기의 부족’으로 말하고 있는데 

실천주체의 차원에서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실제조건은 

일처리이며, 두려움은 일처리에서 실패의 두려움이다. 이치에 밝지 못하고,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곧 견식이 부족하고 도덕적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일처리에서 

실패의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앞서 살펴 본 ‘일을 집행하면서 지나치게 

다잡고 붙잡는 것(矜持太過)’, ‘마음을 잡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持之太甚)’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상적인 견지에서 말하자면. 일은 사전에 예비해서는 안 된다. 일을 사전

에 예비하는 것은 일처리에서 사의를 개입시키기 때문이다. 이치에 밝지 못하고 

기가 부족한 일반사람들은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잘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생각과 

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의심하는 병(疑病)’이다. ‘불안’을 말하는 것이다.

정이의 이 문장은 「정성서」의 도덕실패와 그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보다 현실

적이고 구체적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 도덕실패는 결국 ‘성냄(怒)’을 주로 하는 감정의 

부중절이다. 정이는 그것을  ‘이치의 불명’과 ‘기의 부족’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도덕적 강박은 도덕적 

열망이 높은 사람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2)그리고 도덕을 외적 규제로 생각하는 

도덕에 대한 전제된 관념과 태도가 있다. 3)외적 규제의 관념과 태도는 이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외부의 불선한 현실에 대한 경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면도 있다. 4)최종적으로 외적 규제의 행태는 도덕주체의 역량의 부족, 곧 이치의 

불명, 기의 부족과 결합해 도덕실패의 두려움과 규범강박을 낳으며 순환을 완성한다. 

105) 유서 03-97 有恐懼心, 亦是燭理不明, 亦是氣不足. 須知｢義理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 玩理以
養心如此. 蓋人有小稱意事, 猶喜悅, 有淪肌浹骨如春和意思, 何况義<一作見>理? 然窮理亦當知用心緩急, 
但苦勞而不知悅處, 豈能養心?

106) 유서 03-89 疑病者, 未有事至時, 先有疑端在心; 周羅事者, 先有周事之端在心, 皆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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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화 곧 감정의 중절은 ‘치지와 양기’의 두 축의 공부 속에서 해결의 전망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치지’ 자체도 그렇지만 ‘양기’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부의 과정이 점차적이고 축적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 부분이 바로 정호의 지경함양과 정이의 치지함양론에 일관된 공통의 문제의식

이다. ‘편안함(安)과 즐거움(樂)’의 반대는 ‘불안(不安)과 두려움(懼)’이며, 근본적으

로 ‘도덕적 불안’이다. 이정의 도학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도덕적 

불안’을 극복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공경하면서 편안함(恭而安)’과 ‘화평하고 즐거

움(和樂)’이다. 

「정성서」와 「식인편」은 잘 알려져 있는 문장이다. 다음의 정이의 문장은 「정

성서」와 「식인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문장이지만 논문의 필자

가 보기에 이정도학의 문제의식과 이론도식을 간결한 형식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의 이정도학의 요약본이라고 할 만하다. 특히 경설과 관련하여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삿됨을 막으면 성실함이 저절로 보존되는 것이지 밖에서 하나의 성실함을 가져와

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깥(세상)의 불선에 힘들어 하면서, 

불선한 것 가운데서 선한 것을 찾아서 보존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고서 어떻게 

선으로 들어가는 이치가 있겠는가? 삿됨을 막기만 하면 성실함은 저절로 보존된다. 

그러므로 맹자가 말한 성선은 모두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실하기만 하면 (선은) 

보존되니, 삿됨을 막는 것 외에 어떤 공부를 더 하겠는가? 오직 용모를 (바르게) 

움직이고, 사려를 정돈하기만 한다면 경은 저절로 생겨난다. 경은 하나에 전일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에 전일하면 이미 동쪽으로 가지도 않고 서쪽으로 가지도 않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중이다. 이미 여기로 가지도 않고 또한 저기로 가지도 

않게 되었다면, 이것은 안에 보존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보존하면 저절로 

천리는 밝아진다. 배우는 이는 반드시 경으로 안으로 곧게 해서, 이 뜻을 함양해야 

하니 안을 곧게 하는 것이 근본이다.107)

107) 유서 15-45 閑邪則誠自存. 不是外面捉一箇誠將來存著. 今人外面役役於不善, 於不善中尋箇善來
存著, 如此則豈有入善之理. 只是閑邪, 則誠自存. 故孟子言性善, 皆由內出. 只爲誠便存, 閑邪更著甚工夫. 
但惟是動容貌, 整思慮, 則自然生敬. 敬只是主一也. 主一則旣不之東, 又不之西, 如是則只是中. 旣不之此, 

又不之彼, 如是則只是內存. 此則自然天理明. 學者須是將敬以直內, 涵養此意. 直內是本. 이 문장을 정이의 
문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유서15장이 ‘伊川先生語一’로 편제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유서15장이 
‘入關語錄’이기 때문이다. 유서의 기록에는 ‘入關語錄’이라는 부제 아래 ‘或云明道先生語’이라는 기록

도 달려 있다. 그러나 관서지역을 방문한 일은 보통 정이였다고 알려져 있다. 내용을 보더라도 ‘한사존성’
의 도식이 분명히 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과 ‘주일’을 말하고 있는 점도 정이의 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 외의 많은 수사들은 정호와 공통적이다. 그러나 누구의 글이든 이정의 도학을 

연속의 입장에서 보는 한에서 큰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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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은 내용적으로 「식인편」과 동일하며, 성경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언설이 포함되어 있다. ‘방검’은 ‘밖에서 하나의 성실함을 가져와서 보존하는 것(外面

捉一箇誠將來存著)’이다. 그것은 ‘외부의 불선한 현실에 대한 경계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는 것, 외적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단속하는 것, 곧 ‘구박’이다. 

두 번 째 문장이 핵심이다. “바깥세상의 불선에 힘들어 하면서, 불선한 것 가운데서 

선한 것을 찾아서 보존하려고 한다”. ‘힘들어 하면서’로 번역한 원문은 ‘役役’이다. 

‘役役’은 일단 1)‘힘들어 한다’, ‘수고롭다’는 의미가 기본이면서, 2)‘부려진다’는 의미

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정은 ‘사물을 부림(役物)과 사물에 부림을 당함(役於

物)’의 도식을 갖고 있다. 이 도식에서 근거하면, ‘役役於不善’에는 불선에 힘들어 

한다는 기본적 의미에서 나아가 ‘도덕적 주체성을 상실하고 외부의 불선에 부려진다’

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힘들어 하는 것이며, 정확히 말하면 괴로운 것이다. 

외부의 불선한 현실에 괴로워하면서 그 속에서 괴롭게 규범을 실천하는 것, 도덕이 

고행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 그것이 정이가 파악하고 있는 일반적인 도덕실천의 

모습이다.

일반적인 도덕실천은 안과 밖이 전도되어 있는 것, 순선의 본체를 ‘안에 보존하는 

것(內存)’을 모르고 ‘외부로 마음이 팔려있는 것’이자 ‘외부에서 선을 구하는 것’이다. 

정이는, ‘이와 같이 하고서 어떻게 선으로 들어가는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외부는 선악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며, 선의 본지는 안, 곧 마음이다. 선악이 

혼재되어 있는 외부에서 선을 구하겠다는 것은 강박과 분열을 낳을 뿐이다. 그것이 

‘밖에서 하나의 성실함을 가져와서 보존하는 것’이다. 이는 ‘성(誠)’을 근본적 도덕범

주라고 볼 때, 도덕에 대한 잘못된 관념방식, 곧 ‘외적 규제의 도덕’을 비판하는 

것이다. ‘안에 보존하는 것(內存)’, ‘경으로 안을 곧게 하는 것(敬以直內)’은 도덕주체

가 자신의 내면(마음)에 확고하게 정주하는 것, ‘도덕주체성의 확립(中)’을 말하는 

것이다. 

이정은 개별인격을 ‘완전한 도덕적 주권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정의 언설은 

모두 이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자기를 사물에 합치려 하는 것(以己合彼)’은 도덕적 

주권의 양도이다. 고립과 대립을 넘어서 있는 인의 경계는 완전한 도덕적 주권의 

경계이다.108) 자기의 도덕적 주권은 외부의 선불선과 무관하다. 사람은 모두 선을 

108) 정이의 말로 보이는 다음의 언설은 ‘도덕적 주권’의 개념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유서 02上-115 

“시경과 상서에서 주재(主宰)의 뜻으로는 모두 제(帝)로 말했고, 감싸고 덮어주는 뜻으로는 천(天)이라 
말했고, 공변되어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으로는 왕(王)이라 말했다. 위아래로 수 천 년의 세월 속에서도 
마치 부절을 합치듯 딱 들어맞는다.”(詩·書中凡有一箇主宰的意思, 皆言帝; 有一箇包涵徧覆的意思, 則言

天; 有一箇公共無私的意思, 則言王. 上下千百歲中, 若合符契.) 정주도학의 마음에 대한 본질적 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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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란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와 상태는 외부의 선을 바라고 외부의 불선을 

힘들어한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근거하는 양도할 수 없는 도덕적 주권의 실체를 

모르고 외부의 사물에 의해 부려지는(‘役於物’)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는 많은 

부분 욕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이정은 일반의 그와 같은 도덕적 현실을 안타까워

했음이 분명하다. 개별인격은 자신의 도덕적 주권을 스스로 옹호해야 하며(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도덕적 주권의 옹호는 순전한 자기내적 노력의 

차원에 있다(외적으로 사물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도덕적 성실성(誠)’이며, 

‘경으로 안을 곧게 하는 것’이다. 

‘주재’는 ‘도덕적 주권’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 표현으로 ‘도덕적 주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호의 
다음의 말은 정호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도덕적 주권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서
03-50 “그대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그대를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을 가르쳐 태평한 세상에 

이르게 한 다음에 나 또한 태평한 세상의 백성이 되고 싶다.”(有甚你管得我? 有甚我管得你? 敎人致却太平
後, 某願爲太平之民.) 도덕적 주권의 개념 속에서 만인은 동등한 것이며, 선각의 후각에 대한 가르침은 
도덕적 주권의 동등 속에 있는 것이다. 정호의 불교비판의 본질 또한 여기에 있다. 유서 15-48 “부처는 

자기는 군신, 부자, 부부의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자기처럼 할 수 없다고 한다. 남들이 
하는 것은 용납하면서 같은 것을 자기에게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 등급의 사람을 따로 만드는 
격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끈다면 사람(인류)과 단절하는 것이다.”(釋氏自己不爲君臣父子夫婦之

道, 而謂他人不能如是, 容人爲之而己不爲, 別做一等人, 若以此率人, 是絶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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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이의 도학과 경설의 완성

1. 지성주의의 체계

(1) 성즉리와 치지

정이의 도학이 성즉리를 체계의 원리로 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이와 

주희의 설명은, 만물이 성을 부여받을 때 기와 함께 이치를 부여받는데 그 부여받은 

이치가 ‘성의 궁극적 본질(極本窮源之性)’이라는 것이다. 이럴 때, 이치는 ‘만물을 

포괄하는 존재론적 법칙’이다.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물에서 뛰는 것, 그것이 

모두 존재론적 법칙이다. 말하자면, 솔개는 하늘을 날게 ‘되어 있고’, 물고기는 물에서 

뛰게 ‘되어 있다’. 솔개 가운데는 잘 나는 솔개와 잘 날지 못하는 솔개가 있고, 물고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런 차이는 기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솔개는 모두 하늘을 

나는 동일한 역능 혹은 본질을 지닌다. 그것이 이치다. 솔개는 물에서 뛸 수 없고, 

물고기가 하늘을 나를 수 없다. 주희는 배는 뭍에서 다닐 수 없고 수레는 물에서 

다닐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치는 자연의 사물뿐만 아니라 인공의 사물에서도 동일하

다고 말한다. 결국 이치는 사물의 ‘존재론적 본질’을 뜻하는 것이다.  

본질의 형이상학은 경험적 사유와는 사물과 세계를 이해함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

다. 일반적 혹은 경험적 관점에서 보면 동어반복(tautology)으로 보이는 이치에 의한 

세계설명은, 만물이 원래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과 역능을 가지게끔 순수한 초월적 

차원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만상(萬象)은 법칙의 소산일 뿐이다. 최종적

으로 이치의 형이상학은 존재(만물)에 대한 목적론적 입장을 확립한다. 솔개가 하늘

을 날고, 물고기가 물에서 뛰는 것은 ‘영원의 차원의 목적이 실현되는 활동’이자, 

개체(솔개와 물고기)의 차원에서 보자면 ‘목적으로 방향성을 가지는 활동’이다. 

이치의 형이상학은, 존재에 대한 의문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초월적 경도를 비판하

고 현세적 입장을 확립한다. 요컨대 세계는 사물의 세계이며, 이치에 따라 사물을 

영위하고 경륜하는 인간중심의 세계이다. 인간을 포함한 사물의 현실적 모습은 근본

적으로는 본질 혹은 목적의 발현이며, 본질 혹은 목적의 견지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 만물의 현실적 모습에 대해 일반의 경험적 관점은 그 무한한 차이와 다양성에 

대해서 깊은 의문에 휩싸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법칙을 반복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理一分殊’). 그 반복은 세계의 원질(氣)의 제한(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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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반복이며, 그 원질이 그 자체의 작용을 가지는 한에서 법칙의 반복은 현실적으

로는 혼돈에 가까운 차별상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의 겉과 속에는 일관되게 

법칙의 반복이 있을 뿐이다(‘一陰一陽’). 이와 같은 사유를 서양철학에서 일반적으로 

‘플라톤주의(platonism)’라고 말하는 바, 정이의 성즉리와 이일분수는 그 사유의 

성격과 방향에서 플라톤주의와 동일한 것이다. 

이치의 형이상학에서 가장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것은, 존재의 근원으로

서의 법칙이 인간의 앎 속에 내재한다는 것 혹은 앎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치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원리가 된다. 이치의 형이상학은 단순히 

존재론이 아니고, 존재-인식론이다. 존재론과 인식론이 서로를 포함하는 관계에 

있다. 무엇(사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사물)을 아는 것이며, 그럴 때 무엇(사물)은 

법칙에 근거하여 있는 것이며, 무엇을 아는 것은 본질에서 법칙을 아는 것이다. 법칙

을 아는 것은 사물의 겉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며, 앎은 사유를 자기 내적 원리로 

하여 법칙을 인식한다. 

앎과 사유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며, 모든 사물(존재)에 대한 앎과 그것의 

실천적 종합을 가능케 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원리가 작동한다. 앎과 

사유의 능력을 지닌 인간은 앎과 사유에 모든 행위를 산출하고 지도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앎의 대상이 단순한 사물이든 법칙이든 도덕적 덕목 혹은 노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출발은 앎에 의해서 시작되며, 그럴 때 앎은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것,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근본적으로는 

알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선’은 인간적 당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잘 알려져 있다. 정이의 다음과 같은 언설은 내용적으로 

그것과 동일하며, ‘캄캄한 바다의 비유’라고 말할만하다. 

불교를 배우는 이들은 대부분 옳고 그름을 잊으려고 하는데, 옳고 그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저절로 수많은 도리가 있는데 어떤 일을 잊을 것인가? 일 바깥에 

마음이 없고, 마음 바깥에 일이 없다. 세상사람들은 외물에 의해 부림을 당할 뿐이기

에 괴로운 일이 많다고 느낀다. 외물을 외물에 맡겨둘 수 있다면 외물을 부리는 

것이다. 세상사람들은 똑같이 저 캄캄한 바다 속에서 혼란되고 미혹된 채 구덩이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진흙을 헤젖고 있을 뿐이니 일마다 (뜻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몸 둘 곳도 없다.109)

109) 유서 19-93 學佛者多要忘是非, 是非安可忘得? 自有許多道理, 何事忘爲? 夫事外無心, 心外無事. 
世人只被爲物所役, 便覺苦事多. 若物各付物, 便役物也. 世人只爲一齊在那昏惑迷暗海中, 拘滯執泥坑裏, 

便事事轉動不得, 沒著身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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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문장의 주지는 안타까운 인간의 도덕

적 현실이다. 그러나 또한 정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지금 습속이 이처럼 아름답지 못한데도 사람들이 완전히 각박해져서 악행을 저지

르지는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간직된 선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나라 정공은 

‘백성을 경박하게 만들면서 다시 순박하게 되돌리지 않는다면 이제 귀신이나 도깨비

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매우 옳다. 사람에게 있는 떳떳한 도리는 

습속이 심히 나빠지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110)

성즉리는 기본적으로 존재론적 명제이지만, 인간적 차원에서 실천적으로는 ‘사람

이 이치를 안다’를 의미한다. 이치는 지성의 고유한 개념이다.111) ‘사람의 마음에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사람이 이치를 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치는 만물을 포괄하는 것이며, 만물의 법칙으로 만물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치를 벗어나는 사물은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사람 

외의 ‘사물, 동식물이나 물체에게 이치가 주어져 있는 것’과는 같을 수 없다. 사람은 

자신에게 갖추어진 이치를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한다. 그것을 도학은 사람의 

110) 유서 18-81 今習俗如此不美, 然人却不至大故薄惡者, 只是爲善在人心者不可忘也. 魏鄭公言:｢使民

澆漓, 不復返朴, 今當爲鬼爲魅.｣ 此言甚是. 只爲秉彝在人, 雖俗甚惡, 亦滅不得.

111) 理가 지성의 고유한 개념이라는 것과 理를 존재론적으로 氣 보다 상위의 존재론적 실체로 규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입장이 나뉠 수 있다. 氣는 존재론적 개념이며 理는 지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理와 

氣의 존재론적 층위를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며, 그와 달리 理를 지성의 개념으로 
인정하더라도 理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말할 수 있고 理와 氣의 존재론적 층위를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정주도학은 후자의 입장이다. 정주도학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 사유가 깊이 있게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언설은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 반성을 보여준다. 유서 02上-201 “단지 이 도리일 뿐이다. 
그 이상은 말하기 어렵다. ‘제가 그것에 대해 아직 완전한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칠조개가) 말하는 것을 

같은 경우는 고인들도 이 理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했던 것)이다.”(只
是這道理, 以上却難言也. 如言｢吾斯之未能信｣, 皆是古人此理已明故也.) 이와 함께 氣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이의 언설은 理氣에 대한 입장이 이론적 사유에서 비롯한 이론적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유서
15-43 “만약 이미 돌아간 기가 다시 펼치는 기가 되며, 반드시 그런 기제에 의존한다고 말한다면, 천지의 
조화와는 아주 다르게 될 것이다. 천지의 조화는 저절로 끝없이 낳고 낳는 것인데, 어떻게 다시 이미 
사라져버린 형체와 이미 돌아간 기에 의지해서 조화를 이루겠는가? 가까이 몸에서 취해보면 열리고 

닫히고 오고 가는 것을 숨쉬는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내뱉은 숨에 의지해서 그것을 다시 들이쉴 
필요는 없다. 기는 저절로 생겨난다. 사람의 기가 생기는 경우 그것은 眞元에서 생겨난다. 천지의 기도 
저절로 끝없이 생겨난다. 바닷물의 경우 양기가 왕성하면 마르고 음기가 왕성하면 생기지만, 또한 이미 

마른 기가 다시 물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저절로 생겨나 오고가며 움츠려들었다 펼치는 것은 이치일 
뿐이다. 왕성하면 쇠퇴하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가면 곧 돌아온다. 천지는 마치 커다란 용광로와 
같은데 무엇인들 녹이지 못하겠는가?”(若謂旣返之氣, 復將爲方伸之氣, 必資於此. 則殊與天地之化不相

似. 天地之化, 自然生生不窮. 更何復資於旣斃之形. 旣返之氣, 以爲造化近取諸身. 其開闔往來. 見之鼻息, 
然不必須<一本無此四字, 有豈字>假吸復入以爲呼. 氣則自然生. 人氣之生, 生<一作人之氣生>於眞元. 天
之氣, 亦自然生生不窮. 至如海水, 因陽盛而涸, 及陰盛而生, 亦不是將<一作必是>已涸之氣却生水. 自然能

生, 往來屈伸只是理也. 盛則便有衰, 晝則便有夜, 往則便有來. 天地中如洪鑪, 何物不銷鑠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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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바, 그것은 ‘사람이 이치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오직 인욕에 가리기 때문에 하늘의 덕(리)을 

잃어버리는 것이다.112)

굶주린다고 해서 까마귀부리를 먹지 않고, 사람이 물과 불을 밟지 않는 것은 알기 

때문이다. 사람이 선하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113)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人心莫不有知)’는 훗날 주희가 격물보망장

의 첫 구절로 사용하는 문장으로서 정주도학의 지성주의적 입장을 나타내는 가장 

집약된 언설이다. 주희는 격물보망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人

心莫不有知)’고 말한 다음에, ‘오직 이치를 궁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앎을 완전하게 

발휘하지 못한다(唯於理未窮, 故其知有不盡也)’라고 말했다. 두 문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의 본질은 이치를 아는 것이자 그런 지를 사람은 선천적으로 완전하게 타고난

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정이의 언설도 동일하다.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人心莫不有知)’와 ‘천덕(천리)’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이어서, 두 번째 인용문에서 ‘이치를 아는 것’과 ‘선을 아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정이의 언설은 성즉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물었다. 즐거움과 노여움은 성에서 나온 것입니까? 

말했다. 진실로 그렇다. 앎이 있으면(纔有生識) 곧 성이 있고(便有性), 성이 있으면 

곧 정이 있다. 성이 없는데 어찌 정이 있겠는가?114)

정이는 ‘앎이 있으면 성이 있다(纔有生識, 便有性)’고 말하고 있다. 성이 사람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존재론적 실체라는 기본입장을 참고하면, 이 언설은 성의 인간에

서의 현실적 실현방식이 ‘앎(知, 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에서 정이가 감정

의 발동도 근본적으로 앎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앎(知, 

識)이 ‘성이 움직여 정이 발현하게 되는(性發爲情)’ 인간의 실천적 차원에서의 원인이

다. 정이는 치중화는 치지라고 말한다.

112) 유서 11-72 人心莫不有知, 惟蔽於人欲, 則亡天德[理]也.

113) 유서 15-150 飢而不食烏喙, 人不蹈水火, 只是知. 人爲不善, 只爲不知.

114) 유서 18-91 問:｢喜怒出於性否?｣ 曰:｢固是. 纔有生識, 便有性, 有性便有情. 無性安得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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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는 사람의 분수상에서 말한다면 희노애락의 미발과 이발을 말하는 것이다. 

중화를 완전히 한다는 것은 천리에 도달하는 것으로서, 하늘의 높고 땅의 낮음과 

만물이 화육하는 도를 알게 되는 것으로 단지 앎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115)

결국, ‘올바른 앎, 앎의 깊이 혹은 수준(深淺)’이 감정의 중절을 결정한다.

물었다. 사람이 의론할 때 대부분 스스로 옳다고 하면서 포용하는 기상이 없는 

것은 기운이 평정하지 못해서입니까?

말했다. 본래 기운이 평정하지 못한 것이지만 또한 도량이 좁은 것이다. 사람의 

도량은 견식에 따라 늘어난다. 견식이 높은데도 도량이 늘지 못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견식이 지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일은 억지로 할 수 있지만 견식과 도량은 

억지로 늘릴 수 없다. ... (중간의 내용: 도량이 좁으면 정해진 도량을 넘어서면 

일을 겪으면 마음이 흔들린다) ... 오직 도를 아는 이만이 도량이 저절로 크고 넓어서 

억지로 하지 않고도 이루어진다. 요즘 사람들이 소견이 낮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견식과 도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116)

치지, 곧 지성주의의 입장은 정이의 도학사상에서 근본적인 것이다. 정이에서 지는 

단지 앎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이치와 같은 수준에 있는 본체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다음의 언설을 보자. 

물었다. 중용에서 ‘숨은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작은 것보다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했다. 사람들은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만 

드러나고 나타났다고 여길 뿐, 보고 듣지 못한 것은 어둡고 작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치야말로 오히려 잘 나타나는 것임을 모른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거문고를 연주하

면서 사마귀가 매미를 잡는 것을 보았는데, 연주를 듣던 이가 살기어린 소리가 

난다고 생각했다. 살기는 마음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거문고 소리를 듣고서 

알았으니 어찌 잘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이 선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는 

남들이 모를 것이라고 여기지만, 천지의 이치는 매우 잘 드러나는 것이니 속일 

수 없다. 말했다. 양진의 고사에서 말하는 ‘넷이 안다는 것(四知)’이 그렇지 않습니

까? 말했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나를 말하자면 진실로 나누어지지만, 천지

를 말하자면 단지 하나의 앎이다.117)

115) 유서 15-126 中和, 若只於人分上言之, 則喜怒哀樂未發旣發之謂也. 若致中和, 則是達天理, 便見得
天尊地卑·萬物化育之道, 只是致知也.

116) 유서 18-45 問:｢人於議論, 多欲己直, 無含容之氣, 是氣不平否?｣ 曰:｢固是氣不平, 亦是量狹. 人量隨
識長, 亦有人識高而量不長者, 是識實未至也. 大凡別事人都强得, 惟識量不可强. ...... 然惟知道者, 量自然
宏大, 不勉强而成. 今人有所見卑下者, 無佗, 亦是識量不足也.｣

117) 유서 18-169 問:｢莫見乎隱, 莫顯乎微, 何也?｣ 曰:｢人只以耳目所見聞者爲顯見, 所不見聞者爲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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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취지는 그 자체로는 보이고 들리지 않는, 곧 무형의 이치가 보고 듣는 

것만큼이나 잘 ‘드러나기(顯)’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마음(내면)을 타인에게 감출 

수 없다는 도덕적 주장에 있지만, 그것은 또한 사람이 그런 은미한 차원의 이치를 

안다는 것에 의해서 근거를 얻는다. 양진의 사지(四知)는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안다(天知, 神知, 我知, 子知)’는 것으로, 그에 대한 정이의 부연설명에 

주목해야 한다. 정이의 언설의 기본적 의미는 사람은 형체적으로 나와 타인의 구분이 

있어도 ‘앎은 같다’는 것이지만, 언설의 의미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다. 정이는 

‘天地’라는 존재와 ‘知(앎)’를 일치의 관계로 놓고 있다. 그것이 ‘천지를 말하자면 

단지 하나의 앎이다(若說天地, 只是一箇知也)’라는 표현의 의미로 보인다. 정이의 

사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뜻이 분명해진다. 존재의 현실적 모습(양

태)에서 나와 타인은 구분되지만 ‘지’는 존재(‘天地’)의 층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앎과 타인의 앎이 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앎(知)이 존재(사물)의 

법칙으로서의 이치와 동일한 본체수준의 순수한 예지적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人之知思, 因神而發’).118) 위 문장에서 드러나듯이 정이의 ‘본체와 작용은 근원을 

같이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과 은미하게 감추어진 것은 연속되어 있다(體用一源, 

顯微無間)’은 천리유행을 말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치에 대한 앎’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人心莫不有知)’

고 말하는 것이다.119)

의로움(義)은 일(事)에 인해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말했다. 아니다. 성(性) 가운데 

본래 있다. 어떤 이가 말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없습니다. 말했다.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곧 보는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보지 못할 뿐 매우 밝게 천지 가운데 

있다. 성의 경우 어찌 사물이 있기를 기다린 다음에 가리켜서 성이라고 하겠는가? 

성은 원래 있는 것이다. 그대가 말하는 본다는 것은 일이고, 내가 말하는 본다는 

것은 이치다. 마치 해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밝게 빛나는 것이 그런 경우다. 입은 

보이지 않지만 뚜렷이 있는 것과 같다.120)

微, 然不知理却甚顯也. 且如昔人彈琴, 見螳蜋捕蟬, 而聞者以爲有殺聲. 殺在心, 而人聞其琴而知之, 豈非顯

乎? 人有不善, 自謂人不知之, 然天地之理甚著, 不可欺也.｣ 曰:｢如楊震四知, 然否?｣ 曰:｢亦是. 然而若說人
與我, 固分得; 若說天地, 只是一箇知也.

118) 유서 06-24 人之知思, 因神以發.

119) 이로부터 ‘앎(知)’은 기본적으로는 ‘객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결론이다. 知는 

주관적 생각(思, 私意)의 개입이 없으면 그 자체로는 만인공통의 객관적인 앎이다. 그것은 또한 앎이 
본질이 理이기 때문이다. 

120) 유서 18-13 義還因事而見否? 曰:｢非也. 性中自有.｣ 或曰:｢無狀可見.｣ 曰:｢說有便是見, 但人自不見, 

昭昭然在天地之中也. 且如性, 何須待有物方指爲性? 性自在也. 賢所言見者事, 某所言見者理.｣如口不見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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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원래 있는 것(性自在也)’이며, 성은 이치(理)이다. 정이는 자신이 이치를 

알고 있는 것을 ‘성이 천지 가운데 밝게 빛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 문장은 

‘아득하여 조짐이 없지만 만물의 모습이 빽빽이 이미 갖추어져있다(沖莫無朕, 萬象森

然已具)’는 언설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이치가 ‘형이상학적 실체’임을 뜻한

다.121) 그리고 이치는 현실적 인간의 양태에서는 ‘앎(知)’이다.122) 치지, 곧 지성주의

의 입장은 정이의 도학사상에서 근본적인 것이다. ‘성은 선하며(性善)’, ‘성은 이치(性

卽理)’라는 두 명제를 연결하는 것은 앎(知)이며, 앎은 본질에서 ‘이치를 아는 것’이다

(知此事, 覺此理).123)

성은 본래 선하니 ‘이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이치에 순종하는 일로서 본래 

어렵지 않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안배를 하고서는 바로 어렵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앎에는 많은 등급이 있으니 깊고 얕음(深淺)의 차이가 크다.124)

彰是也.

121) 유서 02上-117 “천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도리이니 어떻게 다함이 있겠는가? 요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걸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얻은 사람은 (때와 지위를 얻어) 크게 행할 
때도 보탤 것이 없고, (때와 지위을 얻지 못해) 궁벽하게 살 때에도 덜 것이 없다. 이 차원에서 어떻게 
있음과 없어짐, 더함과 소멸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는 원래 조금의 빠진 것도 없이 모든 이치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天理云者, 這一箇道理, 更有甚窮已? 不爲堯存, 不爲桀亡. 人得之者, 故大行不加, 
窮居不損. 這上頭來, 更怎生說得存亡加滅? 是他原無少欠, 百理俱備.)

   정이는 화엄의 法界觀를 자신의 理一分殊와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만리가 일리로 귀결된다萬理歸

於一理)’. ‘거울과 등불처럼 만상을 다 포함하면서 끝없이 비추는 것(譬如鏡燈之類, 包含萬象, 無有窮盡)’
과 ‘아득하여 조짐이 없지만 만물의 모습이 빽빽이 이미 갖추어져있다(沖莫無朕, 萬象森然已具)’는 동일
한 것이다. 유서 18-62 “제가 예전에 화엄경을 읽었더니 첫째, 진공절상관(眞空絶相觀) 둘째, 사리무애

관(事理無礙觀) 셋째, 사사무애관(事事無礙觀)이 비유하자면 거울과 등불처럼 만상(萬象)을 다 포함하면
서 끝없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치는 어떤 것입니까? 말했다. 불교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만리(萬理)가 일리(一理)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또 물었다. 논파할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했다. 그들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백가도 각각 어짊과 의로움을 논했지
만 그들의 귀결처가 옳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기심(自私)에 빠졌기 때문이다.”(問:｢某嘗讀華嚴經, 
第一眞空絶相觀, 第二事理無礙觀, 第三事事無礙觀, 譬如鏡燈之類, 包含萬象, 無有窮盡. 此理如何?｣ 曰:｢
只爲釋氏要周遮, 一言以蔽之, 不過曰萬理歸於一理也.｣ 又問:｢未知所以破佗處.｣ 曰:｢亦未得道他不是. 百
家諸子箇箇談仁談義, 只爲他歸宿處不是, 只是箇自私.)

122) 유서 25-21 “도에서 무엇이 큰가? 성이 크다. 천리의 밖이나 수 천 년 전의 날도 그 동정과 기거는 
없어진 것 같지만 때로 생각하면 천리의 밖도 목전에 있고 수 천 년의 전도 며칠 전의 일과 다름이 
없다. 사람의 성이 참으로 크다. 아! 사람이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슬플 뿐이다. 사람은 

성은 (모두가) 같다. 세상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냐고 말하는데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은 또한 살피지 않은 것이다.”(道孰爲大? 性爲大. 千里之遠, 數千歲之日, 其所動靜起居, 隨若亡矣. 
然時而思之, 則千里之遠在於目前, 數千歲之久無異數日之近, 人之性則亦大矣. 噫! 人之自小者, 亦可哀也

已. 人之性一也, 而世之人皆曰吾何能爲聖人, 是不自信也. 其亦不察乎!)

123) 유서 18-66 問:｢釋氏有一宿覺言下覺之說, 如何?｣ 曰:｢何必浮圖, 孟子嘗言覺字矣. 曰以先知覺後

知, 以先覺覺後覺, 知是知此事, 覺是覺於理. 古人云:共君一夜話, 勝讀十年書. 若於言下卽悟, 何啻讀十
年書?｣ 粹言1-109 或問: “釋氏有言下覺何如?” 子曰: 何必浮屠氏, 孟子言之矣. 以先知覺後知, 以先覺
覺後覺, 知者知此事也, 覺者覺此理也.” 

124) 유서 18-25 性本善, 循理而行是順理事, 本亦不難. 但爲人不知, 旋安排著, 便道難也. 知有多少般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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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밝은데 무엇 때문에 가려집니까? 

말했다. 이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맹자가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순자와 양웅은 성을 알지 못했다. 맹자가 여러 유자들 가운데 유독 뛰어난 

것은 성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니 선하지 않은 

것은 재질(才)의 탓이다. 성은 곧 이치다. 이치는 요순과 길거리의 사람이 모두 

똑같다. 기를 품수받으면 기에는 맑고 흐림(淸濁)이 있다. 맑은 기를 품수받은 이는 

현명하고 흐린 기를 품수받은 이는 어리석다. 

또 물었다. 어리석음은 변할 수 있습니까? 

말했다. 변할 수 있다. 공자는 최상등의 지혜와 최하등의 어리석음은 변하지 않는

다고 했지만 변할 수 있는 이치는 있다. 오직 스스로 (타고난 본성을) 함부로 하고 

버리는 자는 변할 수 없다. 

물었다. 최하등의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함부로 하고 버리는 것은 재질에서 

그런 것입니까? 

말했다. 진실로 그렇다. 그러나 변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성은 똑같다. 

어찌 변할 수 없겠는가? 스스로 함부로 하고 버려서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기꺼이 배우려한다면 또한 변할 수 있는 이치가 있다.125)

물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만 자를 외우고 어떤 사람은 기예가 남들보다 뛰어난

데, 이것들은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말했다. 배울 수 없다. 타고난 재질은 더 힘을 쓰더라도 조금 진보할 뿐, 둔한 

것을 날카롭게 만들 수는 없다. 오직 이치만은 나아갈 수 있다(惟理可進). 쌓인 

것이 오래 누적되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어리석은 이는 반드시 밝아지고 

유약한 이는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126)

‘오직 이치만은 나아갈 수 있다(惟理可進)’는 말은 ‘배움의 진보는 치지에 달려 

있다(進學則在致知)’의 치지를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인용문의 말미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정과 주희가 통상 ‘무엇이 이치(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치(理)의 앎’을 함축한다. 이정과 주희의 언어표현은 계속 말하지만 현재의 우리에

게 친절하지 않다. 특히 이치를 말할 때는 ‘이치에 대한 앎’을 당연한 전제로 놓고 

煞有深淺.

125) 유서 18-92 問:｢人性本明, 因何有蔽?｣ 曰:｢此須索理會也. 孟子言人性善是也. 雖荀·楊亦不知性. 
孟子所以獨出諸儒者, 以能明性也. 性無不善, 而有不善者才也. 性卽是理. 理則自堯舜至於塗人一也. 才稟
於氣, 氣有淸濁. 稟其淸者爲賢, 稟其濁者爲愚.｣ 又問:｢愚可變否?｣ 曰:｢可. 孔子謂上智與下愚不移, 然亦有

可移之理, 惟自暴自棄者則不移也.｣ 曰:｢下愚所以自暴棄者, 才乎?｣ 曰:｢固是也, 然却道佗不可移不得. 性
只一般, 豈不可移? 却被他自暴自棄, 不肯去學, 故移不得. 使肯學時, 亦有可移之理.｣

126) 유서 18-44 問:｢人有日誦萬言, 或妙絶技藝, 此可學否?｣ 曰:｢不可. 大凡所受之才, 雖可勉强, 止可少

進, 而鈍者不可使利也. 惟理可進. 除是積學旣久, 能變得氣質, 則愚必明, 柔必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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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오직 이치만은 나아갈 수 있다(惟理可進)’는 정이의 

말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치가 그 자체로 

나아갈(‘進’) 수는 없다. 또한 위의 문장에서 질문자가 ‘사람의 본성은 본래 밝다(人性

本明)’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정이가 성이 ‘천지 가운데 밝게 빛나고 있다(昭昭然在天

地之中也)’는 말에서 성을 ‘밝음(明)’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의 견지에서 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7) 종합하면, 이치(理)가 기(氣) 속에서 은폐(‘蔽’)된다는 ‘성에

서의 이기의 관계’의 실질적 의미는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人心莫不

有知)’는 ‘본래의 타고난 앎’이 기에 의해서 은폐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기에 의해 은폐된 ‘앎의 본래의 밝음(明)의 회복, 곧 치지’를 통해서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치는 존재론적 궁극실체이며, 그럴 때 개체(사람과 

사물)의 성은 당연하게도 이치를 근원으로 하는 것이다. 이치는 궁극실체로서 자기동

일적인 것이기 때문에(‘理一’), 성은 성범(‘堯舜과 塗人’)과 현우에 따른 차이가 없다. 

여기까지는 순전한 존재론적 차원의 입장이다. 정이의 지는 존재론적 차원의 존재본

질, 곧 이치에 대한 규정과 순환관계에 있다. 성범과 현우에 차이가 없는 성은 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본래 타고난 본래의 앎, 곧 양지 혹은 인의예지의 

지이다. 인의예지의 지는 ‘지성’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정이는 지성주의적 입장으로부터 장재를 비판한다. 궁리, 진성, 지명을 하나의 

일로 간주하는 입장(‘三事一時竝了’)은 치지의 입장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장재학파

에 대한 비판의 기본관점을 이룬다. 

이치를 궁구하는 것, 본성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 명에 이르는 것은 같은 일일 

뿐이다. 이치를 궁구하면 본성을 완전히 다하게 되고, 본성을 완전히 다하면 명에 

이르게 된다.128)

물었다. 횡거가 말하길 ‘밝음(明)으로부터 성실(誠)에 이르고, 성실로부터 밝음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했다. ‘밝음으로부터 성실에 이른

다’는 구절은 옳지만, ‘성실로부터 밝음에 이른다’는 그렇지 않다. 성실은 곧 밝음이

다. 맹자는 ‘나는 말을 안다.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고 했다. 단지 ‘나는 

말을 안다’는 한 구절에서 이미 다한 것이다. 횡거의 말은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식이라면, 「서명」 일편은 누가 말해서 여기(높은 경지)에 이르렀

127) 유서 에 실린 이정, 특히 정이의 언설 중에는 질문자가 자기의 의문을 가감없이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설된 것 같은 질문 혹은 정이의 입장에 입각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도 있다. 위의 인용문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128) 유서 18-51 窮理盡性至命, 只是一事. 纔窮理便盡性, 纔盡性便至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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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지금 대롱으로 하늘을 보더라도 북두성을 볼 수 있다. 다른 곳은 볼 수 없지만 

북두성을 본 것이니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129)

정이는 지언과 양기의 관계에서, ‘나는 말을 안다는 한 구절에서 이미 다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것은 양기가 지언 외에 별도의 공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언이 

양기를 포함한다는 뜻이다. 집의가 양기의 ‘방법’임을 말한다. 정이는 장재의 ‘밝음

(明)으로부터 성실(誠)에 이르고, 성실로부터 밝음에 이름’에서 ‘‘밝음(明)으로부터 

성실(誠)에 이른다’만을 긍정하고 ‘성실(誠)로부터 밝음(明)에 이름’을 부정한다. 이

는 ‘지언과 양기’에 대한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서명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장재의 

‘성실(誠)로부터 밝음(明)에 이름’의 입장이 장재 자신의 경계와도 어긋난다는 것, 

곧 자기모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롱으로 하늘을 봤어도 하늘을 본 

것이다. 여기서 ‘대롱으로 하늘을 본다는 것’은 장재가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며, 

장재가 자신의 높은 견식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130)

129) 유서 23-17 問:｢橫渠言由明以至誠, 由誠以至明, 此言恐過當.｣ 曰:｢由明以至誠, 此句却是. 由
誠以至明, 則不然, 誠卽明也. 孟子曰: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 只我知言一句已盡. 橫渠之言不能
無失, 類若此. 若西銘一篇, 誰說得到此? 今以管窺天, 固是見北斗, 別處雖不得見, 然見北斗, 不可謂不是也.
｣

130) 『장재집』 후록상 問：「西銘如何？」伊川先生曰：「此橫渠文之粹者也。」曰：「充得盡時如
何？一曰：「聖人也。」「橫渠能充盡否？」曰：「言有多端，有有德之言，有造道之言。有德之言說
自己事，如聖人言聖人事也，造道之言則智足以知此，如賢人說聖人事也。」橫渠道盡高，言盡醇。自

孟子後，儒者都無他見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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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지와 함양

1) 모방적 역행 비판

정이의 선지후행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 정이의 선지후행은 윤리적 실천을 ‘억지

로 하는 것 혹은 강박적 실천’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있다. 강박적 실천에 대한 비판에

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강박적 실천은 지속하기 힘들고,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 얻음(自得)과 즐거움(樂)에 이를 수 없으며, 결국 중도포기하게 된다. 

2)정이는 당시의 사인들이 ‘도에 대한 조급증’에 빠져 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높은 경계를 빨리 얻고자 하는 조바심이다. 그로부터 강박적 실천의 경향이 발생하는 

바, 정이는 그것이 엽등(躐等), 곧 단계를 뛰어넘는 행태이며, 그런 행태는 강박적 

실천이 발생시키는 힘듦과 겹쳐서 결국에는 ‘쉽고(易) 빠른(速) 길, 지름길’의 유혹에 

빠져들고 ‘깨달음’을 주장하는 불교로 빠져들게 된다. 1)과 2)는 결과에서 동일하지만 

개인에 따른 현실적 경향에서 구분될 수도 있다. 3)정이는 당시의 인륜도덕의 풍속이 

전체적으로 관성에 빠져 있다고 보았다. 이 점이 정이가 ‘선지후행, 치지’를 강조하는 

가장 포괄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선지후행, 치지’는 간단히 말해서 ‘왜 

마땅히 해야 하는지 이유(所以當然之故)’를 알고 하라는 의미이다. 이 부분이 바로 

격물치지의 핵심적 내용이다. 인륜도덕의 실천을 관성적 업무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다. 그것이 바로 ‘내면적 불성실(不誠)’이다. 이것이 정이가 ‘성실은 밝음이다(誠卽明

也)’ 혹은 ‘성실과 밝음은 같다(誠與明一也)’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2)와 3)을 종합하

면, 당시의 사인들의 비근한 인륜도덕의 실천은 관성적으로 혹은 억지로 행하면서 

‘마음’은 높은 경계에 가 있는 호고와 방일에 대한 비판이 정이의 ‘선지후행, 치지’의 

의미이다. 4)이와 같은 도덕실천의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 이론적 차원에서 ‘도덕적 

기준(理)’을 정립하려는 입장이 선지후행, 치지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다. 정이는 

이단적 경향의 발생을 경계하고 있다. 정이의 선지후행의 문제의식의 대략적 얼개와 

의미를 먼저 제시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과 같은 두 언설이 정이의 입장을 가장 잘 요약한다. 

반드시 앎이 행하는 바에 앞서 있다. 비유하자면 길을 갈 때 반드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과 같다.131)

눈앞의 저 사람들에게 우뚝 서서 홀로 행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하나의 앎을 갖추게 하는 것은 어렵다. 사람들은 이 앎이 투철하지 못하기 

131) 유서 03-103 須是識在所行之先, 譬如行路, 須得光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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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힘써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역시 천근한 말일 뿐이다. 사람이 이미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는가? 모든 일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

면 꼭 의도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의도적으로 하려하자마자 곧 하나의 사심이 있게 

된다. 한 줌의 의도적인 기운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132)

정이는 윤리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은 사의를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정주도학에서 사심 혹은 사의의 기본적 내용은 계교다. 계교는 결국 이해타산이

며,133)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뜻한다. 1)행위상대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답을 바라거나, 2)타인의 칭송 혹은 사회적 명성을 

추구하거나, 3)자신의 행위 혹은 공부가 道의 진척에서 얼마나 ‘효용(用)’을 가질 

것인지를 계산하는 등의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계교는 일반적 욕망과는 

다른 것이지만 단지 ‘마땅히 해야 하는 것(當爲)’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이해타산이다. 

1)과 2)는 맹자의 유자입정에 대한 설명에서 이미 말해지고 있는 것이지만, 3)의 

부분은 정주도학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경의 문제의식 가운데 핵심적인 일부분이다. 

그것은 ‘도덕실천에 개입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의 공리주의적 

사고는 ‘목적과 수단’의 도식을 갖는 것이며, 도덕실천에 개입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목적과 수단의 도식’ 속에서 윤리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의이

며, 계교다.134) 이하에서는 ‘공리적 실천태도’ 혹은 ‘공리적 사고’라고 줄여서 칭하겠

132) 유서 7-63 如眼前諸人, 要特立獨行, 煞不難得, 只是要一箇知見難. 人只被這箇知見不通透. 人謂要

力行, 亦只是淺近語. 人旣能<一作有>知見, 豈有不能行? 一切事皆所當爲, 不必待著意做. 纔著意做, 便是
有箇私心. 這一點意氣, 能得幾時了?

133) 유서 17-14 孟子辨舜·跖之分, 只在義利之間. 言間者, 謂相去不甚遠, 所爭毫末爾. 義與利, 只是箇公
與私也. 纔出義, 便以利言也. 只那計較, 便是爲有利害. 若無利害, 何用計較? 利害者, 天下之常情也. 人皆
知趨利而避害, 聖人則更不論利害, 惟看義當爲與不當爲, 便是命在其中也.

134) 주자어류 5-68 “학문은 단지 옳음과 옳지 않음을 이해하면 되지 허다한 무익한 말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요즘 사람들은 학문을 대부분 명성 위해서 하며 또한 명성을 추구할 생각만 하지 의리는 전혀 
돌보지 않는다. 설원에는, 아버지의 죄를 증언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고 형벌을 가할 때 또한 대신 

벌을 받을 것을 청함을 효성스럽다고 했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공자는 ‘아버지는 하나인데 두 가지 
명분을 취하였다’라 하였다. 이것은 은근히 명분을 취한 폐단이다. 학문은 마음속에서 분명히 볼 수만 
있으면 그 위로 따라가면 된다. 이를테면 살신성인은 스스로 계교해서 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일이 살아서는 편치 않고 죽어야 편안함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죽이는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는 인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옆 사람의 말이지 내 마음이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떳떳한 덕을 지키며 간사하지 

않음은 녹을 추구해서가 아니며, 죽은 자를 곡하여 슬퍼함은 산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만약 터럭 하나라도 남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남헌이 말한 ‘위기지학은 인위적
으로 함이 없이 그런 것이다’라 한 것이 그것이다.”(學問只理會箇是與不是, 不要添許多無益說話. 今人爲

學, 多是爲名, 又去安排討名, 全不顧義理. 說苑載證父者以爲直, 及加刑, 又請代受以爲孝. 孔子曰, 父一也
而取二名. 此是宛轉取名之弊. 學問只要心裏見得分明, 便從上面做去. 如殺身成仁, 不是自家計較要成仁方
死, 只是見得此事生爲不安, 死爲安, 便自殺身. 旁人見得, 便說能成仁. 此旁人之言, 非我之心要如此. 所謂

經德不回, 非以干祿, 哭死而哀, 非爲生也. 若有一毫爲人之心, 便不是了. 南軒云, 爲己之學, 無所爲而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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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의 삶이 욕망의 추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욕망은 

자연적 욕구에 근거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현실에서는 1)‘계산과 선택’을 실행

원리로 하며, 2)가능한 ‘많이’ 그리고 ‘빨리’ 획득할수록 좋으며, 3)자기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혹은 사물에 얽매이는 것이다. 이로부터 공리적 실천태도는, 1)계교, 

2)조장과 욕속(欲速), 3)자기의 밖에서 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최종적으로는 4)‘깨

달음’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깨달음’은 ‘쉽고(易) 빠른(速) 길, 곧 

지름길’의 의미로서의 깨달음이다. 논리적으로 공리적 실천태도는 ‘쉽고, 빠른 깨달

음’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공리적 실천태도의 잠재적 

본질 혹은 최종의 도달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교와 조장는 그 현실적 모습에서 

깨달음과는 다른 혹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만 깨달음을 희구하고 있거나 

혹은 언제든지 힘들고 더딘 도덕실천의 과정을 포기하고 깨달음으로 전향할 수 있는 

그 자체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스스로 흡족함(自慊)’을 모르는 것이다. 

공리주의적 습관은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에서 뿌리가 깊은 것이기 때문에 

도덕실천 속에서도 실천주체에게 자각되지 않은 채 계교, 조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이의 선지후행은 ‘조장’, 그리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엽등과 

욕속에 대한 비판에 본질이 있다. 

배움을 서둘러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된다. 서두르는 마음이 있자마자 배움이 

아니다. 배움이란 지극히 넓고 큰 일인데 어찌 박절한 마음으로 하겠는가?135)

바쁘게 서두르는 학자를 보고 선생이 까닭을 물었다. 말했다. “몇 가지 인사(人事)

를 처리하려 합니다.” 말했다. “나도 인사를 두루 처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지

만 언제 그대처럼 급박하던가?”136)

두 번째 인용문은 반드시 도덕적 맥락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 차원에서

의 ‘서두름, 조급증’은 도덕실천과 배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것에 대한 비판

이 첫 번째 인용문의 내용이다.137) ‘박절(迫切)’은 정이가 장재를 평하면서도 사용하

是也.)

135) 유서 18-34 學欲速不得, 然亦不可怠. 纔有欲速之心, 便不是學. 學是至廣大的事, 豈可以迫切之心
爲之? 

136) 유서 03-87 見一學者忙迫, 先生問其故. 曰:｢欲了幾處人事.｣ 曰:｢某非不欲周旋人事者, 曷嘗似賢急
迫?｣

137) 이정과 주희가 잘못된 도덕실천 행태를 비판할 때에는 ‘迫’이라는 글자가 자주 등장한다. ‘迫’을 
사용하는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急迫’, ‘拘迫’, ‘忙迫’, ‘奔迫’, ‘迫切’, ‘迫窄’, ‘躁迫’ 등이다. 急迫은 ‘급박’
이며, 拘迫은 ‘구속(강제)’이며, ‘忙迫, 奔迫’은 ‘바쁜, 분주한 모습’이며, ‘迫切’은 ‘박절’이며, ‘迫窄’은 

‘좁음’이며, ‘躁迫’은 주희가 「이발미발설」에서 자신의 이전의 잘못된 공부태도를 ‘躁迫浮露(조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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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이다. 

물었다. 횡거의 책(정몽)에는 박절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말했다. 자후는 근엄했

다. 근엄하면 곧 박절한 기상이 있게 되고 (마음이) 느긋하고 펴지는 기가 없다.138)

‘박절(迫切)’과 ‘관서(寬舒)’가 대비되고 있다. 박절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절박과 

대체로 같다. 일에 닥쳐서 간절하고 급한 것을 말한다. 반대로 관서는 마음이 느긋하

고 펴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엄은 엄위엄각(嚴威儼恪)과 같은 것으로 보이며, 

도의 성취에 간절하여 자신을 다그치는 모습이다. 정이는 근엄하면 박절한 기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둘이 인과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내외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근엄은 외적 모습이며, 박절은 마음의 상태, 곧 심기(心氣)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박절은 대체로 급박과 같은 것이지만, 박절에는 계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박절에

는 ‘내가 하나(이 만큼)를 행하면 도의 진척에서 하나(그 만큼)가 이루질 것’이라는 

공리적 사고의 뜻이 들어있다. 이것이 박절의 본질적인 의미이며, 급박의 본질이다. 

배움은 넓고 무궁한 것인데, 도를 성취하겠다는 일종의 욕심에서 도의 규모를 정하고, 

하나씩 채우면 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도를 실천하는 

과정을 일종의 ‘점수 따기’ 혹은 ‘양 채우기’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박절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박절을 인색, ‘조금의 여유, 관용도 없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데 뜻이 통한다. “배움이란 지극히 넓고 큰일인데 어찌 박절한 마음으로 

하겠는가?” 결국 박절은 본질에서 도체 혹은 천리를 계교하는 것이다.139) ‘계교’라는 

개념은 광범한 의미맥락에서 사용되는 정주도학의 핵심개념이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되고 이르려고 하지 않아도 이르게 되는 것이 곧 천리이

다. 사마천은 사사로운 뜻으로 천도를 망령되이 엿보아 백이를 논하면서 ‘천도는 

(사사로이) 친함이 없고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데, 백이는 선한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했다. 위대한 천도가 어찌 한 사람의 사정을 돌보겠는가? ‘안회는 

무엇 때문에 요절했고 도척은 무엇 때문에 장수했는가’라는 말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부박함)’으로 말할 때 쓰이고 있다(“向來講論思索, 直以心爲已發, 而所論致知格物, 亦以察識端倪爲初下
手處, 以故缺却平日涵養一段功夫, 其日用意趣, 常偏於動, 無復深潛純一之味. 而其發之言語事爲之間, 亦

常躁迫浮露, 無古聖賢氣象, 由所見之偏而然爾”). 다양한 표현에서 공통되는 ‘迫’은 ‘강박’을 뜻하는 것으
로 ‘무엇에 구속된(붙잡힌) 상태, 특히 정신적으로 무엇에 구속된(붙잡힌) 상태, 결과적으로 강요된 상태’
를 뜻한다. ‘迫’의 이론적 본질은 ‘氣가 志를 움직이는 것(氣動志)’이다. 

138) 유서 18-70 問:｢橫渠之書, 有迫切處否?｣ 曰:｢子厚謹嚴, 纔謹嚴, 便有迫切氣象, 無寬舒之氣. 

139) 수언 1-53 子曰: 凡志於求道者, 可謂誠心矣. 欲速助長而不中理, 反不誠矣. 故求道而有迫切之心, 
雖得之, 必失之. 觀天地之化, 一息不留, 疑於速也. 然寒暑之變, 極微, 曷嘗遽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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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를 계교하는 것이다. 하늘을 아는 것(知天)이 아니다.140)

도에 대한 계교가 조장과 박절과 급박, 곧 서두름 혹은 조급증의 경향을 발생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배움의 과정을 달리기 코스, 곧 목적지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호편에서 살펴본 ‘경사와 장안’을 참조

할 필요가 있다. 장재는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도의 실천이라고 

보았으며, 정호는 그것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해야 함을 모르는 외구라고 

비판했다. 외구의 본질은 ‘목적지를 정하는 것’에 있으며, 자신의 현행적이고 당위적 

실천을 목적으로부터 거꾸로 안배하는 것, 곧 목적과 수단의 도식 속에서 행하는 

것이다.141) ‘진심-지성-지천’, ‘궁리-진성-지명’이 하나의 일이라는 이정의 입장

은142) 공리적 실천태도를 비판하는 것에 취지가 있으며 배움의 순서와 단계를 부정

하는 것이 아니다. 정이는 배움의 순서와 단계를 매우 중시한다. 

물었다. 유선덕은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때에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한다면 

소리도 냄새도 없는 도에 차차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말했다. 차차 이른다(馴致)는 것은 점진적으로 나아간다(漸進)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馴致)은 대강을 말한 것이다. 본래 작은 것으로부터 크게 됨에 이르고, 몸을 

닦는 것으로부터 본성을 완전히 실현하고 명에 이르는데 도달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는 여러 단계가 있으니 도달하는 방법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 순자는 ‘선비가 

되는데서 시작해서 성인이 되는데서 끝난다’고 했다. 오늘날 학자들은 반드시 글을 

읽는데, 글을 읽자마자 곧 성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도달하는 

방법에는 다시 여러 단계가 있다. 순자는 이처럼 말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예악을 

인위적인 것으로 보고 성은 불선하다고 했다. 그는 정과 성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인에 도달했겠는가? 요임금이 행했던 것을 힘써 행하고자 해서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에서 취했으니 그가 배운 것은 모두 바깥의 것이다.143)

140) 『유서 18-134 莫之爲而爲, 莫之致而致, 便是天理. 司馬遷以私意妄窺天道, 而論伯夷曰:｢天道無親, 
常與善人. 若伯夷者, 可謂善人非邪?｣ 天道之大, 安可以一人之故, 妄意窺測? 如曰顔何爲而殀? 跖何爲而

壽? 皆指一人計較天理, 非知天也.

141) 장재의 ‘청허일대’ 또한 ‘도의 규모를 정한 것’, ‘천리를 계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되고 이르려고 하지 않아도 이르게 되는 것이 곧 천리이다.” 정호가 ‘맑은 것에만 
신이 있고 흐린 것에는 신이 없는가’라는 장재에 대한 비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142) 유서 02上-20 窮理, 盡性, 以至於命, 三事一時並了, 元無次序, 不可將窮理作知之事. 若實窮得理, 
卽性命亦可了.明

143) 유서 18-43 問: 游宣德云, 人能戒愼恐懼於不覩不聞之時, 則無聲無臭之道可以馴致. 此說如何? 曰: 

馴致漸進也, 然此亦大綱說, 固是自小以致大, 自修身可以至於盡性至命; 然其間有多少般數, 其所以至之之
道當如何? 荀子曰: 始乎爲士, 終乎爲聖人. 今人學者須讀書, 纔讀書便望爲聖賢, 然中間至之之方, 更有多
少. 荀子雖能如此說, 却以禮義爲僞, 性爲不善, 佗自情性尙理會不得, 怎生到得聖人? 大抵以堯所行者欲力

行之, 以多聞多見取之, 其所學者皆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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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학자들은 넉넉하고 느긋하게 물릴 정도로 공부해서 선후의 순서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학자들은 한바탕 말이나 지어내면서 고원함에 힘쓸 뿐이다. 나는 늘 두원개

가 말한 ‘강물에 잠기듯이 윤택한 기름에 적시듯이 얼음이 풀려 녹듯이 기쁘게 

이치를 따른 연후에 얻게 된다’는 말을 좋아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종종 자유, 

자하를 보잘 것 없다고 여겨 배우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 자하의 

말 한 마디, 일 한 가지는 모두 실제적인 일이다. 예를 들어 자로, 공서적이 자신들의 

뜻을 말한 것이 이와 같았는데 성인이 인정하셨으니, 또한 이것도 그 자체로 실제적

인 일이였던 것과 같다. 후대의 학자들은 고원함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천리 바깥에서 노닐지만 자신의 몸은 도리어 여기에 있는 것과 같다.144)

이상의 두 문장은 정호가 장재를 비판하면서 말한 ‘경사와 장안’, ‘청허일대와 

경’을 말한 두 문장과 한 묶음처럼 기본적 취지에서 동일하며, 단지 보다 상세하다. 

‘고원함에 힘씀, 고원함을 좋아함’은 ‘맑고 텅 빈 큰 하나(淸虛一大)’와 내용적으로 

같으며, 말미에 ‘마음이 천리바깥에서 노닐지만 몸은 도리어 여기에 있다’는 경을 

말한다. 그리고 ‘고원함에 힘씀, 고원함을 좋아함’에 대한 비판이 위의 인용문에서 

‘오늘날 학자들은 글을 읽자마자 곧 성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것은 

‘경사에서 장안으로 가는 것’에 해당한다. 다시 순자의 학문을 평하면서 ‘그가 배운 

것은 모두 바깥의 것’, 곧 외구라고 말하고 있다. 정호의 언설에 비해서 상세한 부분은 

1)‘배움의 순서와 단계’에 대한 강조와 2)순자의 역행에 대한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치지에 대한 강조이다. 정이의 언설을 살펴보면, ‘배움의 순서, 단계’와 ‘치지’는 동일

한 의미를 가진다. 윗 문장에서 “여러 단계가 있으니 도달하는 방법은 마땅히 어떠해

야 하는가?”라는 가설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순자의 역행에 대한 비판, 곧 치지이

다.145) ‘알고’ ‘행하는 것’이 ‘배움의 순서와 단계’이다. 반대로, 모르면서 행하는 

것, 곧 억지로 행하는 것이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알고(知) 행(行)하는 것’이 배움의 순서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에서 순서이다. 이론

적으로. 지와 행 그 자체가 순서를 이룬다. 알고 난 후에 행하는 것 혹은 알고서 

행하는 것이다. 또한 알고서 행하는 것의 반복과 축적, 그것이 배움의 순서이다. 

전자가 이론적 관점이라면, 실천적 차원에서 정이의 치지에 대한 강조의 의미는 

144) 유서 15-22 古之學者, 優柔厭飫, 有先後次序. 今之學者, 却只做一場話說, 務高而已. 常愛杜元凱語:
｢若江海之浸, 膏澤之潤, 渙然氷釋, 怡然理順.｣然後爲得也. 今之學者, 往往以游夏爲小, 不足學. 然游夏一

言一事, 却總是實. 如子路公西赤言志如此, 聖人許之, 亦以此自是實事. 後之學者好高, 如人游心於千里之
外, 然自身却只在此.

145) 유선덕의 말에 대해서 ‘대강을 말한 것’이라는 어조는 계신공부의 경공부가 지지와 결합되지 않고는 

온전하지 않다는 뜻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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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후자에 있다. 모르면서 행하는 것은 단지 단계를 뛰어넘는 것일 뿐 아니라, 

순서를 교란시킨다. 이것은 도덕실천이든 학문이든 기예이든,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이치이다. 순서가 교란되면, 1)더 이상의 축적(‘積’)과 얻음(‘得’)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2)실천은 관성화되고, 3)최종적으로 무지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바램이 결합되면 4)‘억지로 행하는’ 경향을 낳게 된다. 억지로 

행하는 것은 본질에서 앎을 행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이가 말하듯이 

억지로 행하는 것은 지속될 수 없으며, 5)결국 힘에 부쳐서 포기하거나 ‘쉽고, 빠른 

지름길’의 유혹에 빠져든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6)당시의 학자들이 처음부터 

‘고원함에 힘쓰고’, ‘글을 읽자마자 성현이 되려는’ 풍조에 젖어 있었다는 것, 1)에서 

5)까지 연결되는 잘못된 풍조에 처음부터 젖어 있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방식의 최후단계, 곧 ‘쉽고, 빠른 지름길’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고원함에 힘씀, 고원함을 좋아함’은 ‘지름길의 추구’와 다른 것이 아니다. 

고원한 것에 왜 힘쓰는가? 상달하면 하학의 노력이 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원한 것에 힘쓰는 것이며, 그 자체로 하학의 노력을 싫어하는 행태가 고원함을 

좋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원함에 힘씀, 고원함을 좋아함’이 ‘공리적 실천태도’의 

본질이자 최종 도달점이다. 동시에 그것은 천리에 대한 계교를 발생시킨다. 정이의 

치지는 이상의 잘못된 도덕실천의 행태, 그 잘못된 과정의 연결과 순환의 전체를 

간파하고 있는 속에서 정립되는 철의 강령이다. 잘못된 과정의 연결과 순환의 출발점

은 지를 등한히 하고, 행으로 지를 대신하려는 데서 발생한다. 다음의 언설이 이상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배우는 이들이 많은 공부를 하지만 아래에서 꼭 도를 잃어버리고 이단의 가르침으

로 들어간다. 스스로 여기에서 처음부터 ‘편안히 머물 곳(安泊處)’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성숙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은 

귀신의 변화로서, 그들은 모두 이것을 말하고, 이 도리를 역설하는데 힘을 낭비하고 

바닥이 없는 골짜기로 빠져들어 평생 헤어나지 못한다. 이제 모름지기 여기에서 

스스로 이치를 분명히 비춰본다면 (이러저리 휩쓸려) 달려가지 것이다. 형이상과 

형이하를 더욱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마음으로 묵식한다 해도 말로 형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성을 알며 하늘을 안다고 말하니 반드시 여기에 

뜻을 두어야 한다.146)

146) 유서 02上-151 學者用了許多工夫, 下頭須落道了, 是入異敎. 只爲自家這下元未曾得箇安泊處, 那
下說得成熟? 世人所惑者鬼神轉化, 佗總有說, 又費力說道理, 又打入箇無底之壑, 故一生出不得. 今日須是
自家這下照得理分明, 則不走作. 形而下形而上者, 亦須更分明須得. 雖則心有<一作存>黙識, 有難名狀處, 

然須說盡心知性知天, 亦須於此留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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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가 결국 반드시 이단의 가르침으로 빠지고 마는 것은 그 뜻이 바란 것이 

아니고 형세가 자연히 그와 같은 것이다. 지력이 다하고 힘이 부쳐서 쉬고 싶은 

것이다. 앎이 안정되고 온전하지 못하면 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진 

하나의 도리를 보면 그 형세가 반드시 그것을 따르게 한다. 비유하자면 큰 길을 

가는데 평탄하고 막힘이 없으면 지름길을 찾지 않지만 앞에 높은 산을 만나고 깊은 

물을 만나 갈 수 없게 되고 막히면, 옆길을 보면 흔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유자들이 

반드시 막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까닭은 단지 앎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곳을 알아 이르면 절로 어떤 일도 (그 뜻을) 뺏을 수 없다. 지금 어떤 사람이 타향에 

있으면서 편안한 곳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느 곳이 편안하고 어느 곳이 편안치 

않다고 말해주면 반드시 편안한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라

면 어떤 사람의 집이 편안하다고 누가 말해주더라도 반드시 그곳으로 가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자가 끝내 이단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지 자기의 

도에 실제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도를 들었다고 말하지만 끝내 실제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다.147)

억지로 행하는 것은 앎을 행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다. 정이의 선지후행을 행에 

대한 경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앎은 쉽고(知易), 행은 어렵다(行難)’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앎은 쉬운가? 물론 도덕적 

문제 중의 하나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곧 지행불일치의 문제이다. 지행불일치에 

대한 지성주의적 입장에서의 진단은 행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앎(眞知)’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이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정이에서 ‘진실한 앎’은 앎을 

행으로 대신하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사람들은 이 앎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人只被這箇知見不通透) 힘써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역시 천근한 말일 뿐이다. 사람이 이미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는가?148)

위 문장에서 주목해야 할 글자는 ‘被’이다. ‘때문에’라고 일단 번역했지만 본래의미

는 글자그대로 피동성 혹은 수동성이다. 역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행에 대한 자발적 

의욕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고 ‘앎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곧 행으로 불완전한 

147) 유서 15-98 儒者其卒必入異敎,  其志非願也,  其勢自然如此,  蓋智窮力屈,  欲休來,  又知得未安穩, 
休不得, 故見人有一道理, 其勢須從之, 譬之行一大道, 坦然無阻, 則更不由徑, 只爲前面逢著山, 逢著水, 

行不得, 有窒礙, 則見一邪徑, 欣然從之, 儒者之所以必有窒礙者何也,  只爲不致知, 知至至之, 則自無事可
奪, 今夫有人處於異鄕, 元無安處, 則言某處安, 某處不安, 須就安處, 若己有家, 人言他人家爲安, 己必不肯
就彼, 故儒者而卒歸異敎者, 只爲於己道實無所得, 雖曰聞道,  終不會實有之.

148) 유서 7-63 人只被這箇知見不通透. 人謂要力行, 亦只是淺近語. 人旣能<一作有>知見, 豈有不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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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을 대신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억지로 하는 것’이며, 그것이 또한 조장이다. 

‘억지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조장이며, 물망물조의 원래 의미에서도 조장, 곧 

‘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결국 ‘기가 지를 움직이는(氣動志)’ 경향성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개별인격의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지성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결국 도덕적 

혼란을 낳으며, 이론적 차원에서는 이단적 경향성을 발생시킨다. 

군자는 앎을 근본으로 삼고, 행동은 그 다음이다 사람이 실천할 역량은 있지만, 

견식이 부족하여 알지 못하면 이단이 출현한다. 그는 떠내려가면서도 돌아올 줄을 

모른다. 안으로는 호오를 알지 못하고, 밖으로는 시비를 알지 못한다면 비록 미생의 

믿음과 증삼의 효심이 있을지라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149)

공리적 실천방식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가 바로 앎을 행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공리주의적 실천방식은 ‘목적의 도달’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의 ‘옳고, 그름(是非)’을 

묻지 않는 것이다. 동일하게, 공리주의적 실천태도는 ‘옳고, 그름(是非)’를 묻지 않는 

것, 곧 지를 등한히 하고 행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때의 행은 성인의 행적이다. 

결국, 그 행은 성인의 행적을 ‘모방’하는 것이다. 

요임금이 행했던 것을 힘써 행하고자 해서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에서 취했으니 

그가 배운 것은 모두 바깥의 것이다.150)

결국에는 반드시 알아야만 실천할 수 있다.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얼핏 요임금을 

보고서 그의 행실과 사업을 배우려는 것일 뿐이다. 요임금과 같은 총명함과 슬기로움

이 없다면 어떻게 요임금처럼 일상의 행실이 예에 들어맞을 수 있겠는가? 마음속에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다. 덕과 용모를 어떻게 함부로 배울 수 있겠는가?151)

원문의 ‘以多聞多見取之’의 ‘以∼取之’는 가져오는 것, 곧 모방을 의미한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바깥의 것(外)’을 구하는 것, 외구에는 모방의 

의미가 있다. 아래 문장에서, 정이의 선지후행이 모방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외구를 외적 규제라고 할 때, 외적 규제의 실행방식은 모방

이다. 정이의 앎은 바로 그런 ‘외적 규제, 모방’을 비판하는 자율성의 논리를 주장하는 

149) 유서 25-34 君子以識爲本, 行次之. 今有人焉, 力能行之, 而識不足以知之, 則有異端者出, 彼將流宕
而不知反. 內不知好惡, 外不知是非, 雖有尾生之信, 曾參之孝, 吾弗貴矣.

150) 유서 18-43大抵以堯所行者欲力行之, 以多聞多見取之, 其所學者皆外也.

151) 유서 18-25 到底, 須是知了方行得. 若不知, 只是覰却堯學他行事. 無堯許多聰明叡智, 怎生得如他

動容周旋中禮? 有諸中, 必形諸外. 德容安可妄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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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앎을 행으로 ‘대체’하려는 행태의 본질은 공리적 실천태도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큰 문제이다. 그러나 정이의 주장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견해가 

가능하다. 우리는 과연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서 행하는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곧 ‘모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런 모방이 정이가 말하듯이 행동의 이유를 단순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에 대한 앎’이 버겁거나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이 주장이 맞다면, 우리가 어떤 도덕적 행동의 필요성을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는 원래 행동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모방’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유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 곧 ‘이유와 행동의 

연결’이 원래 없었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유 혹은 필요성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의 필연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152) 그것은 또한 이전의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아는 것이 버겁거나 어려워서 택한 

것, 곧 ‘나의 편리’에서 비롯한 행동이기 때문에 ‘나의 손해, 위험’을 결과할 수 있는 

행동을 회피하는 것도 또한 당연하다. 그것은 결국 욕망의 논리 속에 있는 것이다. 

정이는 ‘앎은 쉽고 행은 어렵다’는 일반적 생각을 수긍하지 않는다. 

상서에서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옳기는 하지만 아는 것도 본래 어렵다. ...... 예로부터 실천에 힘쓸만한 

훌륭한 자질을 가진 이들이 없지 않았지만 도를 밝혔던 이는 드물었다. 이로부터 

아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3)

일반적으로 ‘앎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과연 앎이 쉬운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뭔가를 제대로 아는 것은 힘든 일이다. 보통 많이 안다고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얻은 것(自得)’이 아니다. 말하자면 지식의 획득과정 자체가 모방이다. 제대로 

아는 것, 진짜 아는 것이 왜 어려운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주도학에서 

‘생각(思)’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생각(思)이 근본적인 문제인 이유는, 생각(思)이 

152) ‘앎(知)과 행동(行)의 연결(일치)’, 그 연결(일치)이 없는데도 행했다면 그 연결(일치)의 자리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외부의 사물(物)’이다. 외부의 사물(타인의 행동, 습속)을 모방한 
것이다. 외부의 사물 외에 그것은 ‘생각(思) 혹은 의도(意)’일 수 있다. 그것이 ‘사사로운 생각, 의도(私意)’

이다. 그것은 행동의 목적을 ‘마땅함(當然), 이유(所以)’가 아닌 다른 것, 예로 들면 1)타인의 칭송이나 
사회적 명성이거나 2)타인의 기쁘게 하려는 것이거나 3)나의 위험(손해)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153) 유서 18-24 書曰:知之非艱, 行之惟艱. 此固是也, ... 自古非無美材能力行者, 然鮮能明道, 以此見

知知亦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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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도학의 실천론의 양축인 성경과 격물치지, 양쪽에 모두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

다. 성경은 결국 성의 혹은 신독을 본질로 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의를 극복하는 

것, 곧 ‘뜻과 생각(意, 思)’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격물치지의 치지가 유추를 실행원리

로 할 때 유추의 본질은 생각(思)이다. 잘못된 생각 혹은 삿된 생각은 그 자체 불성실로 

잘못된 행위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 성은 순선하지만 

사려에서 선악의 갈림이 발생한다. 정이와 여대림에서 사이의 미발논변도 애초에 

‘생각의 들끓음’의 문제에서 발단된 것이다. 

정이는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多聞多見)’과 ‘스스로 생각해서 얻는 것, 도를 

아는 것’을 명백히 낮은 수준의 앎과 높의 수준의 앎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또 물었다. ‘군자가 문장을 널리 배우고 예로 요약한다면 또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고 한 것은 이 말과 같은 뜻입니까? 

말했다. 이 구절은 알기 쉽게 설명한 것뿐이다. 많이 듣고 보고 예로 단속한다면 

도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도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선한 

사람과 군자는 과거의 말과 행실을 많이 알고서 예가 아닌 것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일 뿐, 안자가 공자에게 배웠던 이유를 말한 것은 아니다. 또 물었다. 이것은 

작은 성취가 아닙니까? 말했다. 작은 성취조차 아니다. 도를 아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많이 듣고서 좋은 것을 가려 따르며, 많이 보고서 기억해둔다면 이것은 

아는 것의 다음 단계다’고 했다. 보고 듣는 것과 아는 것은 매우 다르다. 이것은 

들은 것일 뿐이다.154)

정이의 이 언설은 앞서 순자를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에서 취한 것’으로 비판한 

것과 같은 의미적 맥락에 있는 것이다. 정이는 ‘작은 성취조차도 아니다’라고 폄하하

고 있다. 정이의 스스로 얻음이 없는 모방적 도덕실천에 대한 비판의식이 매우 강경함

을 알 수 있다. 정이에서 진정한 앎은 ‘스스로 생각해서 얻는 것’이다. 

2) 치지와 함양

정이의 치지론의 본질은 ‘생각(思)’에 있다. 먼저 정주도학이 말하는 ‘생각(思)’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정주도학이 말하는 생각은 크게 보면, 1)일반적인 잡념이

나 정신적 표상, 상상도 생각이라고 말하며, 2)감정(희노애락)과 동시에 발생하는 

154) 유서 18-112 又問:｢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與此同乎?｣ 曰:｢這箇只是淺近說, 
言多聞見而約束以禮, 雖未能知道, 庶幾可以弗畔於道. 此言善人君子多識前言往行而能不犯非禮者爾, 非
顔子所以學於孔子之謂也.｣ 又問:｢此莫是小成否?｣ 曰:｢亦未是小成, 去知道甚遠. 如曰:多聞, 擇其善者而

從之, 多見而識之, 知之次也. 聞見與知之甚異, 此只是聞之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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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정념)도 포함한다. 3)현재 우리가 ‘사고(thinking)’라고 말하는 것도 생각이다. 

사고로서의 생각은 ‘사려’라고 보통 말해지며, 유추와 결합해서 격물치지를 실행하는 

방식이 된다. 4)그 외에도 ‘사색(思索)’도 생각이다. 사색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사색

과 같은 뜻으로 기본적으로 이치에 대한 순수한 사유를 뜻한다. 사색은 존양과 결합되

는데 그럴 때에 함양이라고 말한다. 경과 함양, 그리고 격물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思)이 정이에게서 어떻게 다루어지를 아는 것이 관건이다. 이정은 생각을 끊으

려는 행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일반적 경향에 대한 결정적 언급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들의 근저에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놓여 있다. 다음

과 같은 정이의 말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일반적 경향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연하게도 일은 생각을 발생시키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일이 많은 것을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근심한다. 세상

살이 일이 많다고 하지만 모두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일을 사람이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155)

생각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성가신 일이며, 일의 처리에서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동전던지기와 같은 행동의 선택의 문제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행동으로 앎을 

대체하려는 행태 또한 본질에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일반적 경향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북송도학에서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려분요는 

선정과의 관련성도 있지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생각을 끈질기고 능숙하게 하지 

못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정이는 ‘잡스런 배움(雜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것은 훈고나 예학과 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본질로 하지 않고 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외우는, 외운 것을 행하는 

형태의 학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학문, 곧 도학은 생각에 원천을 둔다. 

배움은 생각에 원천을 둔다.156)

주백온이 선생을 뵈었는데, 선생이 말했다. 그동안 깨달은 것이 있는가? 학자는 

스스로 얻어야 한다. ...... 백온이 물었다. 어떻게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까? 말했다. 

155) 유서 15-28 人惡多事, 或人憫<一作欲簡>之. 世事雖多, 盡是人事. 人事不敎人做, 更責誰何?

156) 유서 06-08 學原於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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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다. ‘생각은 슬기(예지)이니, 슬기(예지)가 성인을 만든다’고 했다. 반드시 

생각하는 사이에서 얻어야 하는데, 하나의 이치를 밝히는 것일 뿐이다.157)

물었다: 배워서 어떻게 깨닫는 곳에 이를 수 있습니까? 

말했다: 앎을 완전히 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앎을 완전히 할 수 있다면 

하루를 생각하면 하루가 더욱 맑아지고 오래된 뒤에는 깨닫게 된다. 배우고서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또 무엇 때문에 배운단 말인가? ‘생각하는 것을 

슬기롭다 말하니 슬기로움이 성스러움을 만든다’고 했다. 생각하자마자 곧 슬기로우

니 여기서 성스러움을 만드는데 이르는 것도 또한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힘써 배우고 묻는 것에 노력하면 견문이 넓어지고 지혜는 더욱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이다.158)

이 문장들에서 격물치지의 본질이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정주도학에서 ‘스스로 

얻음(自得)’과 ‘깨달음(覺悟)’은 같은 것이다. ‘스스로 얻음(自得)’이 ‘깨달음(覺悟)’이

다. 정주도학이 ‘깨달음(覺悟)’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불교의 돈오의 이미지 속에서 

그려지는 깨달음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불교의 깨달음은 

‘사물의 본질없음(空)’이나 그와 동시적인 ‘정신 혹은 의식(精神知覺)의 근원성’에 

대한 일종의 알아차림 혹은 자기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물의 법칙이나 자신의 

행위와 사물의 법칙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이치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한 것이다. 

정주도학의 치지, 각오는 본질에서 ‘이치의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사물을 이치의 

차원에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엄밀한 개념에서 

말할 때의 ‘인식’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 인식은 외적 지식 혹은 정보와는 다른 것으로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통해서 얻는 앎이 ‘스스로 얻음(自

得)’이다. 자득은 ‘생각하는 사이에서’, 곧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래문장에서 

‘앎을 완전히 할 수 있다면 하루를 생각하면 하루가 더욱 맑아지고 오래된 뒤에는 

깨닫게 된다(能致知, 則思一日愈明一日)’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실천적 관점에서 격물치지를 해서 얻는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묵혀서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와 이론적으로 격물치지 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생각의 능력, 곧 사고능력이 깊어지고 확장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진다. 이것이 

157) 유서 22上-96 周伯溫見先生, 先生曰:｢從來覺有所得否? 學者要自得. 六經浩眇, 乍來難盡曉, 且見
得路逕後, 各自立得一箇門庭, 歸而求之可矣.｣ 伯溫問:｢如何可以自得?｣ 曰:｢思. 思曰睿, 睿作聖, 須是於

思慮間得之, 大抵只是一箇明理.｣
158) 유서 18:18 問：學何以有至覺悟處? 曰：莫先致知. 能致知, 則思一日愈明一日, 久而後有覺也. 學而

無覺, 則何益矣? 又奚學爲? 思曰睿睿作聖. 纔思便睿, 以至作聖, 亦是一箇思. 故曰, 勉强學問, 則聞見博而

智益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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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함양이다. 

물었다. 어떤 배움을 일컬어 얻는다고 말합니까? 

말했다. 학문이란 듣고 안다고 해서 모두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 얻음은 반드시 

말없이 알아차리고 마음으로 통해야 한다. 배우는 이가 얻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독실해야 하고, 성실한 뜻으로 이치를 비춰보아야 한다. 최상의 사람은 깨달음이 

본래 남다르겠지만, 그 다음 수준의 사람은 반드시 의리로써 함양해야 얻는다.159)

격물은 또한 반드시 꾸준히 축적하면서 (그 속에) 푹 잠기어 길러야 한다. 처음 

시를 배우는 자는 그 처음에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나 꾸준히 오래하면 반드시 

조금씩 정밀해진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그 견식은 다르다.160)

‘꾸준히 축적하면서 푹 잠기어 기름(積累涵養)’ 속에서 ‘묵묵히 알고 마음으로 

통함(黙識心通)’이 있게 되며, 그것이 자득이고 각오이다. 존양과 함양은 일반적으로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둘은 조금 다르다. 존양은 주로 양기, 곧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함양은 존양에 ‘함영의리(涵泳義理)’가 덧붙

여진 것이다. 이정은 함양을 말할 때, ‘어떤 뜻(意)을 함양하라’고 항상 말한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의리’에 대해서 그 뜻, 곧 의미(意味)를 ‘묵묵히 생각하는 것, 마음에 

담아두고 늘 생각하고 음미하는 것’이 함영의리이다. 또한 성경과 같은 근본적 실천에 

대해서 ‘뜻의 함양’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마음을 붙들고 

있거나 그저 깨어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경을 하면서 묵묵히 자신이 격물치지나 

일용에서 얻은 도리나 심지어는 ‘성경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 순전히 내적으로 ‘생각

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함양이며, 또한 일종의 묵식이다. 결국은 함양은 존양과 

격물치지가 결합된 것으로, 정주도학 공부론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으며, 미발의 

특정 국면에 해당하는 공부가 아닌 정주도학의 공부론 전체의 특질, ‘맛(味)’이다. 

정이에서 함양은 치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의미를 

체화 혹은 체득하는 것’이다. 격물치지를 통해서 얻은 의리나 일상의 주로 오상을 

근간으로 한 실천 속에서 얻은 의리는, 그것을 단지 알았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보존해서 의미적 차원에서 익혀야 한다. 이것이 정주도학의 백미이다. 

정이의 ‘생각(思)’에 대한 언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9) 유서 17-33 或問:｢如何學可謂之有得?｣ 曰:｢大凡學問, 聞之知之, 皆不爲得. 得者, 須黙識心通. 學者
欲有所得, 須是篤, 誠意燭理. 上知, 則穎悟自別; 其次, 須以義理涵養而得之.

160) 유서 15-149 格物亦須積累涵養. 如始學詩者, 其始未必善, 到悠久須差精. 人則只是舊人, 其見則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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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슬기이니, 슬기가 성인을 만든다’. 생각을 지극히 하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흐린 물이 나오다가 오래하면 뒤에는 조금씩 맑은 물이 나온다. 

사람의 사려는 처음에는 모두 혼탁하지만 오래하면 저절로 명쾌해진다.161)

‘맑은 물’은 이치(理)를 뜻한다. ‘흐린 물’은 감각적 경험(‘聞見’) 혹은 감각적 경험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 인식과 생각의 혼란(‘昏’)을 뜻한다. 사람의 앎과 생각은 감각적 

경험에 의해 제약되고 혼란되어 있기 때문에 격물치지의 과정에서 처음 생각을 시작

하면 곧바로 이치의 인식에 도달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혼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끈질지게 생각을 해나가면 결국은 이치의 인식에 도달한다. 이는 사람의 인식과 

사고의 실정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생각하는 사이에서 얻는 이치의 

밝힘(於思慮間得之, 大抵只是一箇明理)’이다. 

물었다. 격물을 꼭 하나하나 사물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사물을 

격해서 모든 이치를 아는 것입니까? 

말했다. 어떻게 곧바로 모두 관통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사물을 격해서 수많은 

이치에 통달하는 것은 안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반드시 오늘 한 

건을 격하고 내일 또 한 것을 격해서 축적하고 익힘이 많아지면 그런 연후에 툭 

트여 저절로 뚫리는 곳이 있다.162)

격물치지의 도달점인 활연관통을 말하고 있는 이 언설을 위의 생각을 말하는 언설

과 같이 놓고 보면 활연관통 혹은 탈연관통, 곧 툭 터지듯 뚫리는 이치의 인식의 

본질이 ‘생각의 툭 터짐과 뚫림, 곧 사고의 개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이 언설의 마지막 부분, ‘오늘 한 건을 격하고 내일 또 한 건을 격한다(今日格一

件, 明日又格一件)’는 바로 그 뒤의 ‘축적과 익힘(積習)’을 뜻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속에서 읽어야 할 것은 ‘여유와 꾸준함’이다. ‘금일(今日)과 명일(明日)’이라는 

표현의 어세를 보아야 한다. ‘여유로운 자세와 꾸준한 노력’이 ‘축적과 익힘’의 길을 

만들어낸다. 정이는 일관되게 공리적 태도와 사고, ‘단계를 건너뛰고, 빨리,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는 태도와 사고’를 비판한다. 함양은 내용적으로 지경에 기초해 의리를 

함영하는 것이지만, 함양은 단지 그 같은 내용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함양은 

공부를 해나가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태도와 운영, 진도의 방식에서의 여유로운 

161) 유서 18-178 ｢思曰睿, 睿作聖.｣ 致思如掘井, 初有渾水, 久後稍引動得淸者出來. 人思慮, 始皆溷濁, 
久自明快.

162) 유서 18-27 或問:｢格物須物物格之, 還只格一物而萬理皆知?｣ 曰:｢怎生便會該通? 若只格一物便通

衆理, 雖顔子亦不敢如此道. 須是今日格一件, 明日又格一件, 積習旣多, 然後脫然自有貫通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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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와 꾸준한 노력, 곧 성실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함양, 곧 푹 잠기어 

기르는 것’이며, 그 방법이 경이다. 여유가 꾸준함을 만들어낸다. 급박해서는 지속할 

수 없다.163) 결론적으로 경은 공부를 해나가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태도와 운영, 

진도의 방식에서의 여유로운 자세와 꾸준한 노력, 곧 성실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천하의 모든 사물을 완전히 궁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일에서 완전히 궁구하면 나머지는 유추할 수 있다. 효를 말하자면, 

효를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를 궁리하는데 한 가지 일에서 궁구하지 못했다면 

우선 다른 한 가지 일을 궁구하면서 쉬운 것을 먼저 하건 어려운 것을 먼저 하건 

각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 하면 된다. 이것을 마치 천 갈래 만 갈래의 길이 모두 

도성으로 갈 수 있지만, 한 길만 따라 들어가면 될 뿐인 것과 같다. 궁구할 수 있는 

까닭은 만물이 모두 하나의 이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물이나 일이 비록 

작다 해도 모두 이치가 있다.164)

‘생각은 슬기이다’. 생각을 오래하면 자연히 슬기가 생겨난다. 한 가지 일을 생각해

서 얻지 못하면, 우선 다른 일로 바꾸어서 생각해야지 오로지 한 가지 일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지식은 어느 한곳에서 막히면 애써 생각하더라도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65)

왜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는가?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아직 그 문제를 풀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그런데도 계속 불들고 

있는 것은 결국 욕심이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어서 도약하기를 꿈꾸는 것, 

욕속과 엽등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하나의 일에서 완전히 궁구하면 나머지는 유추

할 수 있다”와 “하나의 사물을 격해서 수많은 이치에 통달하는 것은 안자라고 할지라

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가 모순되는 말이 아니다. 격물치지의 과정이 유추, 곧 생각을 

163) 유서 02上-14 “학자는 모름지기 이 마음을 경으로 지켜야 하니 급박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깊고 
두텁게 길러서 그 사이에 푹 젖어들어야 하니 그런 후에 스스로 얻을 수 있다. 급박하게 구하려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사사로움이다. 끝내 도에 이르기에 부족하다.”(學者須敬守此心, 不可急迫, 當栽培深厚, 

涵泳於其間, 然後可以自得. 但急迫求之, 終是私己, 終不足以達道.) 

164) 유서 15-104 格物窮理, 非是要盡窮天下之物. 但於一事上窮盡, 其他可以類推. 至如言孝, 其所以爲

孝者如何, 窮理<一無此二字>如一事上窮不得, 且別窮一事, 或先其易者, 或先其難者, 各隨人深淺. 如千蹊
萬徑, 皆可適國, 但得一道入得便可. 所以能窮者, 只爲萬物皆是一理, 至如一物一事, 雖小, 皆有是理.

165) 유서 18-20 ｢思曰睿｣, 思慮久後, 睿自然生. 若於一事上思末得, 且別換一事思之, 不可專守著這一

事. 蓋人之知識, 於這裏蔽著, 雖强思亦不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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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로 한다는 것에 요점이 있다. 본체의 차원에서의 ‘이일(理一)’과 공부의 차원에서 

‘분수(分殊)’를 혼동하면 안 된다. “하나의 사물을 격해서 모든 이치를 아는 것입니

까?”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의 학풍이 깨달음의 풍조가 강했다는 것을 

함축한다.

격물치지의 축적과 반복을 통한 사고의 툭 터짐의 실제적인 내적 과정과 관련해서 

다음의 언설을 참고할 수 있다. 

물었다: 장욱은 초서를 배우면서 짐꾼과 공주가 길을 다투는 것을 보고, 또 공손대

낭이 검무를 추는 것을 보고 필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었기에 여기서 자극을 받고 발현한 것입니까? 

말했다: 그렇다. 반드시 생각해야 느껴서 깨닫는 곳이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아쉽게도 장욱은 글씨에만 마음을 둔다. 그 마음을 

도로 옮긴다면 어딘들 이르지 못하겠는가?166)

초서와 같은 기예이든 다른 일이든 어떤 일에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 그것은 사물에 접해서 의식에 현전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내적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다. 정주도학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장욱은 초서의 필법에 몰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조금은 과장되게 

말하자면 접하는 모든 일을 필법의 소재로 보았다. 항상 필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중에 계기를 만나서 필법을 ‘깨친’ 것이다. 장욱의 사례는 경의 

주일(主一) 혹은 전일(專一), 곧 ‘마음이 다른 것으로 옮겨가지 않고 하나를 주로 

하는 것’과 정신의 형태에서 동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이는 ‘만약 그 마음을 

도로 옮긴다면 어딘들 이르지 못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167) 사실은 

이 말이 이 언설의 최종적 요점이다. 장욱의 예화는 함양의 실천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함양은 가장 간단히 말하면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의 대상은 1)기본적으로 격물치지를 통해서 알게 된 의리이며, 2)성인의 

기상일 수도 있고, 3)배움(學)과 관련한 다종의 것일 수 있다. 단지 그런 생각은 

의식 속에서 현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 혹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166) 유서 18-19 問:｢張旭學草書, 見擔夫與公主爭道, 及公孫大娘舞劍, 而後悟筆法, 莫是心常思念至此
而感發否?｣ 曰:｢然. 須是思方有感悟處. 若不思, 怎生得如此? 然可惜張旭留心於書, 若移此心於道, 何所不

至?｣
167) 장욱의 일반적으로 말하면 높은 집중력, 그것이 才, 곧 氣가 맑은 것(‘淸’)이다. 이런 의미에서 敬은 

기를 맑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앎을 완전히 하는 致知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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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보존(存)’하는 것이다. 이치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마음에 이치를 품고 있는 

것, 그것은 ‘의미(意味meaning)’를 말하는 것이다. 함영의리는 ‘의미적 차원에서 

의리를 음미하는 것(玩索)’이다.168) 앞서 공리적 실천태도를 ‘점수따기’ ‘달리기 코

스’와 같은 것으로 논한 바 있다. 이치를 하나 알았다고 해서, 이제 다른 것이나 

더 높은 이치를 궁구해야겠다는 태도, 그것이 곧 도의 실천과정을 ‘점수따기’, ‘달리기

코스’와 같은 것으로 보는 공리적 태도이며, 함양은 바로 그런 태도와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 결국 ‘함양’은 일종의 ‘공정(process)’으로서 ‘습득한 지식이나 이치를 의미

화시키는 과정’이다. 정주도학은 의미화의 과정을 ‘익힌다’고 말하는데, ‘習’, ‘熟’을 

함께 사용한다. ‘習’은 습관의 의미, 곧 ‘자기 것(己物)’이 된다는 맥락에서 말하는 

것이며, ‘熟’은 술이 발효해서 익는 것과 같은 ‘숙성’을 말하는 것이다. 

‘습관이 된 앎’ 혹은 ‘숙성된 앎’이 ‘깊은 앎(深知)’ 혹은 ‘진실한 앎(眞知)’이다. 

진지(眞知)는 의미적으로 완전히 익힌 앎, 체화된 앎을 의미하며, 도덕적 맥락에서는 

개인적 사사로움을 벗어나 태연히 의리를 실천할 수 있는 앎을 말한다.

앎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깊고 얕음이 있다. 예전에 호랑이에게 다친 적이 있는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다가 호랑이를 말하자 얼굴빛이 확 변했다. 

주변에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호랑이 이야기를 듣고 사나운 호랑이가 무섭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처럼 말이 끝나자마자 두려워하고 겁내는 기색이 

없었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호랑이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배우는 이가 

깊이 아는 것도 이와 같다. 또 회나 불고기와 같아서 무귀한 공자들과 가난한 시골사

람들 모두 그 맛이 좋은 줄 알지만, 부귀한 이들은 듣자마자 회나 불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기색이 나타나는데 시골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배우는 이는 참으로 진실하

게 알아야 하니 올바른 것을 알자마자 태연하게 실천할 수 있다. 내가 나이 스물이었

을 때 경서의 뜻을 풀이한 것은 지금의 풀이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

면 의미가 어렸을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169)

168) 涵泳과 義理를 같이 붙여서 ‘涵泳義理’라고 말하는 표현은 이정집에 단 한번 나온다. 정이가 장재에게 
장재 정몽의 핵심주장인 ‘虛無卽氣’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정이는 장재의 정몽에 대해서 ‘苦心極力之象而無寬裕溫厚之氣’라고 평하고 있다.
   이정집「이천문집」9-5「答橫渠先生書」累書所論病倦不能詳說試以鄙見道其略幸不責其妄易觀吾

叔之見至正而謹嚴如虛無卽氣則虛無之語深探遠賾豈後世學者所嘗慮及也. (然此語未能無過) 餘所論以大

槩氣象言之則有苦心極力之象而無寬裕溫厚<一作和>之氣非明睿所照而考索至此故意屢偏而言多窒小出
入時有之(明所照者如目所觀纖微盡識之矣. 考索至者如揣料於物約見髣髴爾能無差乎?) 更願完養思慮涵
泳義理, 他日自當條暢. 何日得拜見當以來書爲據句句而論字字而議庶及精微牽勉病軀不能周悉. 謝生佛祖

禮樂之說相知之淺者亦可料也. 何吾叔更見問大哥書中云聖人之悟前後矛盾不知謂何莫不至此否.

169) 유서 18-25 知有多少般數, 煞有深淺. 向親見一人, 曾爲虎所傷, 因言及虎, 神色便變. 傍有數人, 
見佗說虎, 非不知虎之猛可畏, 然不如佗說了有畏懼之色, 蓋眞知虎者也. 學者深知亦如此. 且如膾炙, 貴公

子與野人莫不皆知其美, 然貴人聞著便有欲嗜膾炙之色, 野人則不然. 學者須是眞知, 纔知得是, 便泰然行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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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앎은 개념적으로 말하면 ‘행을 발생시키는 앎’을 뜻한다. 이런 규정은 형식

적으로 순환적이지만 내용적으로 도덕적 앎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진지

는 ‘앎의 깊고 얕음(深淺)’을 말하는 것이며, 도덕적 앎은 의미적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함을 뜻한다. 의미적 숙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앎이 ‘깊은 앏(深知)’이며, 

그렇지 못한 것이 ‘얕은 앎(淺知)’이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앎이 내적으로 

완전히 익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이의 치지, 선지후행은 단지 앎의 우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행을 경시하는 것도 아니다. 의미적 숙성을 위해서는 ‘힘써 

행해야(力行)’ 한다.

또 물었다: 앎을 완전히 하는 것과 힘써 행하는 것을 겸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했다: 평범한 사람을 두고 말한다면 예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자마자 

힘써 노력해야 한다. 반면에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힘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앎에 깊고 옅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이치를 

따르는 것을 즐기는 이를 군자라고 한다고 했다. 힘써 노력하는 것은 이치를 따라야 

하는 줄을 아는 것일 뿐 즐거운 것이 아니다. 즐거운 단계에 도달하자마자 이치를 

따르면 즐겁고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즐겁지 않게 되는 것이니, 어찌 괴롭게 이치를 

따르지 않으려 하겠는가? 저절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인처럼 ‘힘쓰지 

않아도 도에 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는 것’은 또한 보다 높은 한 등급에 속하는 

일이다.170)

도둑질금지(‘穿窬不可爲’)는 의미적 숙성이 필요 없는 깊은 앎으로 힘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 예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는 앎은 의미적 숙성이 필요한, 실천주체의 

측면에서는 아직 도둑질금지 만큼 깊은 앎은 아닌 얕은 앎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자마자 힘써 노력해서’ 실천 속에서 의미적으로 

익히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이는 지행과 관련하여 세 등급의 위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1)이치를 따라야 함을 알고 힘써 노력하는 단계, 2)이치를 따르는 것을 

즐기는 단계, 3)힘쓰지 않아도 도에 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는 단계이다. 이런 지행

단계론은 흔히 말하는 성범의 단계로 보인다. 그 각각을 1)평범한 일반사람(常人), 

2)군자, 3)성인에 대응시키고 있는데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이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범단계론과는 다른 것이다. 다음을 보자. 

去也. 某年二十時, 解釋經義, 與今無異. 然思今日, 覺得意味與少時自別.

170) 유서 18-18 又問：莫致知與力行兼否? 曰：爲常人言纔知得非禮不可爲, 須用勉强, 至於知穿窬不
可爲, 則不待勉强, 是知亦有深淺也. 古人言樂循理之謂君子, 若勉强, 只是知循理, 非是樂也. 纔到樂時, 

便是循理爲樂, 不循理爲不樂, 何苦而不循理, 自不須勉强也. 若夫聖人不勉而中, 不思而得, 此又上一等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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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쓰지 않아도 도에 맞으며, 생각하지 않고도 얻는다’고 했다. ‘힘써서 도에 맞고, 

생각해서 얻는 것’과 비교하면 어떻게 차등이 있는데 그치겠는가? 서로의 거리가 

현격하게 멀다고 할 수 있다. ‘힘쓰지 않아도 도에 맞는다’면 항상 도에 맞고, ‘생각하

지 않고도 얻는다’면 항상 얻는 것이니, ‘침착하게 도에 맞는다’는 말도 다른 사람이 

본 것이 그렇다는 것이다. 힘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도에서 실천한

다면 어찌 알맞다거나 알맞지 않다고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힘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도 크고 작음(大小), 깊고 얕음(深淺)이 있다. 자질구레한 기예라도 

힘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능한 경우가 있다. ‘한 달에 한번 어짊에 이른다’고 

한 것도 ‘(인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 것’과 비교하자면 파악된 모습은 대략 비슷하

지만 그 의미와 기상은 매우 다르다.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묵묵히 알면서 

오래도록 완색하면 스스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배우는 이는 성인을 배우지 않는다

면 그만이지만 배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익숙하게 완미해야 한다. 성인의 기상을 

명목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다면 다만 문자를 강론하는 것일 뿐이다.171)

정이는 ‘힘쓰지 않아도 도에 맞으며, 생각하지 않고도 얻음’, 곧 ‘힘쓰지 않아도 

도에 맞음’이 사람에 따라 그 등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일(事)에 따라 ‘큼과 

작음(大小), 깊고 얕음(深淺)’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도둑질금지는 

일반사람도 ‘힘쓰지 않아도 도에 맞는 것’이다. 단지 그것은 ‘작은 것(小)’이다. 도둑질

금지는 깊은 앎(深知)이지만 그 규모에서 ‘작은 것(小)’이다. ‘예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은 평범한 일반사람에 대해 말하자면 의미적 숙성이 필요한 아직은 ‘얕은 앎(淺知)’

이지만 그 성취에서는 도둑질금지에 비해서 ‘큰 것(大)’이다. 왜 그런가?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무례할 수 있으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예를 제대로 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큼과 작음(大小), 깊고 얕음(深淺)’의 도식에서 이론적으

로 중요한 부분은 ‘작지만(小) 깊은 것(深)’이다. ‘작지만(小) 깊은 것(深)’에는, 도둑질

금지와 같은 류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주로는 일상적 예의, 곧 기초적 도덕규범을 

뜻하는 것으로 소학공부에 해당되는 것이다. 도학이 발생할 당시의 사인들의 풍조를 

보면 ‘큰 것(大)’, 곧 ‘도체와 성명’에 관심이 가 있고 ‘작은 것(小)’, 기초적 일상규범에

는 관심이 없었다. ‘작은 것(小)’을 등한히 하는 가운데서의 ‘큰 것(大)’의 앎은 ‘깊어질

(深)’ 수 없다. 높고 큰 도체에 관심이 가 있지만 도체를 ‘진실로 알(眞知)’ 수 없으며 

171) 유서 15-114 ｢不勉而中, 不思而得｣, 與勉而中, 思而得, 何止有差等, 直是相去懸絶. ｢不勉而中｣卽
常中, ｢不思而得｣卽常得, 所謂從容中道者, 指他人所見而言之. 若不勉不思者, 自在道上行, 又何必言中不
中? 不勉, 不思, 亦有大小深淺. 至於曲藝, 亦有不勉不思者. 所謂日月至焉, 與久而不息者, 所見規模雖畧相
似, 其意味氣象逈別, 須潛心黙識, 玩索久之, 庶幾自得. 學者不學聖人則已, 欲學之, 須熟玩味<一無味字.>

聖人之<一無之字.>氣象, 不可只於名上理會. 如此, 只是講論文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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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천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대한 천착과 계교만 무성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 모습에서 ‘큰 것(大)’의 앎이 깊어지지 않는데 큰 것을 바라는 것의 

결과는 ‘큰 것을 모방하는 행태(行)’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앞서 살펴본 ‘요의 

용모와 덕행’을 모방하는 것이며,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위 문장 끝부분의 ‘성인의 

기상을 명목으로만 이해하고’, ‘다만 문자를 강론하는 것’이다. 정이의 이 말은 흔한 

말로 입으로만 떠든다는 뜻이다. 

존양하지 못한다면 단지 말로 떠는 것일 뿐이다.172)

사상채가 역사서를 줄줄 외우다가 정호에 의해 ‘사물을 가지고 놀다 뜻을 잃은 

것(玩物喪志)’이라는 기폄을 받은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사상채가 유별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사인들의 풍조가 대체로 그와 같았다. 

선생이 말했다. 나는 사십 이전에는 읽고 암송했고, 오십 이전에는 그 뜻을 연구했

고, 육십 이전에는 반복해서 생각해서 뜻을 풀어내었고, 육십 이후에는 책을 썼다. 

책을 쓴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다.173)

사상채는 요즘 말로 하면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고 스스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류이다. 정호가 볼 때는 바로 그런 행태가 모르는 

것이다. ‘뜻을 잃었다’는 것은 진실하게 아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정이는 한 평생 

자신의 앎과 생각을 익혔다. 그것이 함양이며, 요즘 말로 하면 철학적 사유이다. 

혹자는 ‘작은 것을 몰라도 큰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정주도학의 입장은 ‘결코 알 수 없다’이다. 그것은 이 ‘앎’이 근본적으로 도덕, 인륜의 

실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작고 낮고 가까운 것 곧 하학에서 

착실하게 쌓아서 완전히 익힌 것만큼만 크고 높고 먼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체가 

배움의 법칙이다. 이것이 ‘아래에서 배워 위로 통달하는 것(下學而上達)’이다. ‘큼과 

작음(大小), 깊고 얕음(深淺)’은 무한한 단계를 가지는 것이자, 배우는 사람의 배움과 

도덕실천, 크게 말해서 삶의 과정 속에서 서로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 있는 것, 

굳이 비유를 하자면 무한히 연속되어 있는 파형들의 덤불같은 것이다. 그 파형의 

덤불들은 내적 자생력을 가진다. 그 자생력의 본질은 천리이자 생기이며, 배움과 

실천은 내적 자생력과 결합하여 현실적 형태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

172) 유서 01-19 若不能存養, 只是說話.

173) 유서 24-30 先生云:｢吾四十歲以前讀誦, 五十以前硏究其義, 六十以前反覆紬繹, 六十以後著書.｣ 
著書不得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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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어지고 반복된다. 자생력의 본질, 곧 천리와 생기는 그 근원에서 배움과 실천의 

주체의 관장(management)을 넘어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과 실천은 그 근원적 

자생력을 해치거나 개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로부터 ‘보존과 기름(存養)’이 

말해지는 것이다. ‘함양’을 우선으로 하는 도학의 학문과 도덕실천은 근본적 차원에서

는 ‘본원의 자생력, 곧 천리와 생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

로 가지는 학습, 실천의 개념과는 매우 다르다. 이정과 주희가 비판하고 있는 학문적 

형태들이 현재 우리가 가진 모습과 오히려 유사하다. 

보존하고 기르는 것이 익숙해진 이후에 태연히 행해간다. 그렇게 하면 (배움에) 

나아감이 있는 것이다.174)

앞장에서 살펴본 성즉리와 치지의 의미적 동일성에 근거해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사람은 본래 모르는 것이 없고, 앎은 본질에서 이치

(理)인데, 도덕실천에서 모방적 행태는 본래적 앎을 오히려 어둡게(‘昏’) 한다. 이는 

관행적 습속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본래의 앎을 밝히기 위해서는 격물치지

를 해야 하며 격물치지의 본질은 스스로 생각해서 얻는 것에 있다. 스스로 생각해서 

얻은 앎이  ‘자기의 것(己物)’, ‘진정한 앎(眞知) 혹은 깊은 앎(深知)’이 된다. 그것이 

‘견식’이며, 그것이 ‘행’을 자연히 발생시키며, 그와 같은 앎의 자기습득과정과 자발적 

행의 순환과 축적 속에서 ‘즐거움(樂)’을 얻게 된다. 그 과정이 ‘이치에 순순히 따라 

행하는 것(順理而行)’이다. 정이의 도학은 기본적으로 이 틀 속에 있다. 이 틀은 

‘억지스런 조장적 도덕실천, 행으로 지를 대신하려는 행태’에 대한 비판적 체계이다. 

결국, 정이에서 ‘지경함양’은 ‘호연지기의 양성’ 뿐만 아니고 ‘도덕적 인식과 사고능력

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배움과 실천의 과정은 생각의 질이 높아져가

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잡념, 2)정념, 3)사려, 4)사색은 층위를 가지는 생각의 

다양한 형태들이며, 함양과 격물치지를 통하여 ‘잡념’의 단계로부터 ‘사색’의 단계로 

생각의 질이 높아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면 잡념이 

사라지고, 정념이 올바르게 발생하며, 사려를 엄밀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형이

상의 이치를 관조하는 수준에서 사유가 가능해진다. 생각의 최종단계는 ‘학문적 

174) 유서 06-45 存養熟後, 泰然行將去, 便有進. ‘태연히 행해간다(泰然行將去)’는 정이의 도학사상을 
요약하는 핵심적 표현이다. 유서 02上-161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단지 처리해야 할 뿐이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한 후에 태연히 처신할 뿐이다. 일을 당하고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은데 결국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처리하고서 놓아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義와 命을 모르는 
것이다.”(人之於患難, 只有一箇處置, 盡人謀之後, 却須泰然處之. 有人遇一事, 則心心念念不肯捨(舍), 畢

竟何益? 若不會處置了放下, 便是無義無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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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에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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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설의 완성

(1) 미발논변

1) 논변의 개요

철학(사)의 연구에서 흔히 있는 잘못이 연구대상이 되는 철학적 문제 혹은 토론에 

대해서 그 문제나 토론이 발생한 맥락을 알지 못한 채, 최종적인 도식이나 주장에 

천착하는 것이다. 정주도학의 ‘미발’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미발론의 경우에는 논변의 경과와 관련해서 잘못된 연구로 이끄는 

원인이 있다. 미발론은 애초에 정이와 여대림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며, 논의의 경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정이와 여대림 사이의 논변에서 이미 문제가 확인되고 해결의 

가닥이 잡힌 문제였음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주희와 호남학 사이의 논변에 집중

하여 미발론의 발생순서를 뒤집어서 천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발론이 발생한 본래

의 맥락과 문제를 놓치고 실질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순전한 추상적 도식에 매달렸다. 

또한 정이와 여대림 사이의 미발론에 대해서도 사정은 비슷한데, ‘미발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문 없이 여대림의 논중서와 정이의 소계명과 대화, 단 두 

편의 문장에 주로 근거해서 추상적 도식에 매달리고 다시 그것을 주희의 도식과 

견주어서 논의하고 있다. 결국 기존의 연구는 ‘정이와 여대림의 의론(내용에서 정이

의 주장)’과 ‘주희와 호남학의 의론(내용에서 주희의 주장)’을 순전히 추상적 도식의 

차원에서 서로 왕복시키고 있을 뿐이다. 주희의 미발론은 주희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정이의 기본적 입장을 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주희의 미발론에는 애초 정이와 

여대림 사이에서 미발론이 발생한 맥락은 나타나 있지 않다. 주희의 중화신설은, 

기본적으로 주희가 독자적으로 『유서』를 스스로 연찬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게 된 

이정, 특히 정이의 경을 핵심으로 하는 미발에 대한 입장을 발견, 이해한 것에 기초해

서 호남학과의 의론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주희의 중화신설에는 미발론이 발생한 

맥락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주희의 미발론을 가지고서는 ‘미발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미발이 무엇인지’를 학적으로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발

론의 연구에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미발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이다. 

미발은 왜 문제가 되었는가? 그 단서를 말하자면, 출발은 ‘생각(思)’이다. 여대림은 

생각의 들끓음(思慮紛擾)과 그로 인한 마음의 불안(不安, 不寧)을 겪은 끝에 『중용』

의 ‘喜怒哀樂之未發’이라는 구절에 근거해서, 정좌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이 발생하지 

않은 미발의 심적 상태에 대한 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미발에 대한 입장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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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림의 미발론의 핵심은 미발의 심적 상태에 대한 체험에 있으며, 그것은 기를 

기르는 것(‘養氣’)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여대림의 미발론의 본질적 내용은 양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이의 일관된 입장은, 미발은 ‘의식적으로(思)’ 구할 수 없으며, 

여대림이 미발을 정좌를 통해서 구하려는 것은 그 자체가 안배, 곧 의식적으로 구하려

는 경향, 혐의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로부터, 여대림이 미발에서 체험했다는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도 정이는 그것이 호연지기가 아닌 의도적으로 ‘마음을 평안하

고 은혜롭게 만들고자 하는 개인적 차원의 자족적 도덕감’일 뿐이라고 보았다. 

다음의 정이의 말은 미발논변의 출발을 알리는 문장으로 봐야 한다.

여여숙과 소계명이 ‘알고 생각하고, 듣고 보는 것(知思聞見)’을 근심으로 여겼다. 

내가 그 의론을 매우 반겼는데 그러던 중에 마침 말이 지극히 핵심적인 곳에 미쳤다. 

세상의 학자들이 크게 잘못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 험난하고 견고한 

곳을 꺽어넘고 두드려 열 수 있다면 비로소 논의를 종결지을 수 있을 것인 바, 

반드시 명백하게 변론해야 할 것이다.175)

정이의 말은 중요한 학문적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 문제가 이론적으로 매우 난해한 

문제이며, 문제의 해결에 진력했음을 알려준다. ‘문제’는 무엇이었던가? 정이는 여대

림과 소계명이 “알고 생각하고, 듣고 보는 것(知思聞見)을 근심으로 여겼다. 내가 

그 의론을 매우 반겼는데 그러던 중에 마침 말이 지극히 핵심적인 곳에 미쳤다”고 

말하고 있다. ‘지극히 핵심적인 곳(至要處)’은 바로 ‘미발’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발과 관련한 『유서』의 기록들이 미발과 지사문견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도 그렇고, 정이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학자들이 크게 잘못되어 있고’, ‘험난하고 

견고한 곳’인 학술상의 최대의 난제가 미발의 문제 외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결국, 지사문견에 대해서 토론을 하던 중에 미발의 문제에 이른 것이다. 지사문

견과 미발에 관한 정이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애초에 여대림이 사려분요를 

겪어 정이에게 가르침을 구했을 때, 정이는 경으로 이미 해법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이며,176) 그런 중에 여대림이 자신의 미발에 관한 입장을 독립적으로 세우고 그것

을 정이와 토론하면서 본격적으로 미발논변이 시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정이는 

애초에 사려분요에 대해 경으로 해법을 제시한 것과 같은 입장에서 경으로 미발논변

을 정돈한 것이 미발논변의 전체적 개요이다. 

175) 유서 15-192 與叔季明以知思聞見爲患, 某甚喜此論, 邂逅却正語及至要處, 世之學者, 大敝正在此, 
若得他折難堅叩, 方能終其說, 直須要明辨.

176) 유서 18-42 昔呂與叔嘗問爲思慮紛擾, 某答以但爲心無主, 若主於敬, 則自然不紛擾. 譬如以一壺水 

投於水中, 壺中旣實, 雖江湖之水, 不能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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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문장이 미발논변의 출발을 알리는 문장이라면 다음의 문장은 미발논변이 

마무리된 이후에 미발논변의 전체적 경과를 말하고 있는 문장으로 세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유서 02上-93 與叔所問, 今日宜不在有疑. 今尙差池者, 蓋爲昔有雜學, 故今日疑

所進有相似處, 則遂疑養氣爲有助, 便休信此說. 

여숙이 질문한 것은 지금 (더 이상) 의문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어긋나는 것은 이전에 잡스럽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배움에) 나아가는 

바에 (이전에 배운 것과)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여기는 즉, 양기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게 되어 이 설을 고수하고 있다. 

여대림이 고수하는 설(‘休信此說’)은 여대림의 미발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문장의 어세로 볼 때, 정이의 이 말은 미발논변이 마무리된 이후의 발언으로 보인다. 

‘여숙이 질문한 것(與叔所問)’은 지사문견과 미발 모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미발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논의의 경과와 내용을 이해하

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논문의 필자의 생각은 미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정이는 여대림의 미발에 대한 입장이, ‘전일의 사려분요’

에서 기인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여대림의 미발에 대한 입장, 곧 ‘금일의 허정’의 

추구가 양기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좌에 기초해서 사려를 끊고 양기하려는 

것이 여대림의 미발론의 실질적 내용이다. 위 문장과 이어지는 정이의 말에서 이 

내용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것을 병이라고 크게 뉘우쳐서 허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극단은 메마른 

나무나 불꺼진 재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니 또한 옳지 않다. 사람은 살아있는 사물인

데 어떻게 메마른 나무나 불꺼진 재가 될 수 있겠는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몸이 

움직이고 반드시 사려가 있다. 기어코 메마른 나무나 불꺼진 재가 되고자 한다면 

죽어서야 가능할 것이다. ‘충실과 믿음으로 덕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삿됨을 막으면 성실함은 저절로 보존되고, 성실함이 보존되면 이것이 충실과 믿음이

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삿됨을 막는 것인가?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삿됨은 곧 막힌다. 이로써 말하자면 어느 때에 몸은 메마른 

나무와 같아지고 마음은 불꺼진 재와 같아지겠는가? 네 가지를 끊은 뒤에는 필경 

어떠한가? 또 어느 때에 메마른 나무나 불꺼진 재처럼 될 수 있단 말인가? 경으로 

안으로 곧게 한다면 반드시 군주는 군주처럼, 신하는 신하처럼 될 것이다. 모든 

일에서 이와 같다면 크게 직절할 것이다.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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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는 여대림의 허정이 불교의 선정의 경향에 빠져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정은 무엇보다 사려를 끊는 것이며, 인간 신심의 자연한 활력을 폐하는 것이다. 

‘동작’과 ‘사려’가 요점이다. 정이의 미발논변과 관련한 기본적 입장은, 여대림이 

정좌에 기초해서 사려를 끊고 양기하려는 것에 대해서, 경에 근거해서 사려를 바르게 

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정이와 여대림의 미발논변을 

단지 여대림의 논중서, 소계명과의 문답 두 편의 좁은 문맥 안에서 보면 미발논변의 

전체적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미발논변을 전후로 한 양측의 수양론의 변화 

내지 확립이라는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 여대림의 미발론의 실질적 내용이 ‘정좌에 

기초한 양기’라면, 정이는 ‘경에 근거한 집의’의 입장을 확립한다. 정이의 도식 속에서 

양기는 ‘경과 집의’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양기 자체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여대림과 대척점에 있는 정이의 핵심적 입장이다. 결국 ‘경에 근거한 집의’는 ‘함양은 

반드시 경으로 하고, 배움의 진척은 치지에 달려 있다’는 정이 공부론의 골격이다. 

외적으로는, 사려를 끊고 지식을 지우려는 입장, 곧 반지성주의에 대한 비판과, 집의 

곧 외이방외가 없는 기에 대한 조장을 비판하는 것이 정이의 미발론의 실질이다. 

결국 정이의 미발론은 선정 비판과 동일한 맥락에 있으며, 경과 선정의 분변은 ‘지성

주의와 반지성주의의 분변’이다. 이것이 정이의 미발론의 본질적 의미이다. 정이의 

미발론은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매우 많으며, 내용적으로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논의를 

풀어나가는데 애로가 있다.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1)사려를 끊으려는 행태에 

대한 비판과 집의와 양기를 경에 근거하여 상보적, 순환적으로 보는 정이의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살펴보고, 2)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이 미발논변을 통해서 정립되는 과정

과 그 의미를 살펴 본 다음, 3)최종적으로 미발론의 이론적 의미와 성과를 논하는 

것으로 순서를 잡아서 논하도록 하겠다. 논의를 풀어나가면서 주희의 입장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다. 주희의 미발론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정이의 입장을 완전히 

계승하고 있다. 몇 가지 사항에서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 차원에

서 이론적 조율,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2) 집의와 양기

양기, 곧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에 대한 정이의 입장은 집의, 곧 의리를 실천하는 

177) 유서 02上-93其極欲得如槁木死灰, 又却不是, 蓋人, 活物也, 又安得爲槁木死灰. 旣活, 則須有動作, 
須有思慮. 必欲爲槁木死灰, 除是死也. 忠信所以進德者, 何也. 閑邪則誠自存, 誠存, 斯爲忠信也. 如何是閑
邪? 非禮而勿視聽言動, 邪斯閑矣. 以此言之, 又幾時要身如槁木, 心如死灰. 又如絶四後, 畢竟如何, 又幾時

須如槁木死灰. 敬以直內, 則須君則是君, 臣則是臣, 凡事如此, 大小直截也.



- 105 -

것의 축적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태식의 설이 병을 낫게 한다고 한다면 괜찮다. 하지만 그것을 道라고 한다면 성인의 

학문과는 상관이 없을뿐더러 성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정신이 머무르면 

기운도 머무른다(神住則氣住)’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비록 양기(養氣)를 말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일이다. 또 꼭 마음을 위주로 

해서, 그 마음이 자애롭고 은혜로우며 편하고 고요하고자하기 때문에 도에 보탬이 

된다고 하지만 또한 그렇지 않다. 맹자가 호연지기를 말한 것도 그와 다르다. 지금 

‘마음을 보존하고 기운을 기른다(存心養氣)’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 기운만을 위하는 

것이니 또한 추구하는 것이 작다.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에 힘쓰고 근본을 버리고 

말단으로 달려가니 또한 무슨 일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이제 도에 보탬이 된다고 

말하는 것도 다만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기 때문이며 그래서 고요함과 담박함을 

추구하려는 것일 뿐이니 또한 불교의 마음을 잡는 방법과도 다르다. 학문을 논하면서 

이와 같다면 매우 잡박한 것이다. 도를 얻지도 못하고,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앉아있을 때는 시동처럼 하고, 서 있을 

때는 가지런하게 한다’라고 한 것은 다만 그 뜻을 기르려는 것(養其志)일 뿐이다. 

어찌 이러한 기운을 기르기를 기다려야만 하겠는가? 또한 그와 같지 않다.178)

이 문장은 위에서 살펴본 여대림에 대한 비판을 보다 상세하게 말하고 있으며, 

여대림의 허정의 목적이 양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여대림의 양기의 

실질에 대해서 ‘마음이 자애롭고 은혜로우며 편안하고 고요하고자 한다(心欲慈惠安

靜)’고 말하고 있다. 자애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 마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정호편에서 여대림이 ‘방검과 궁색’, 곧 외적 규제의 습관 속에 있음을 

보았다. 여기에서 여대림이 외적 규제의 습관에서 발생한 자기강박적 태도, 곧 구박의 

태도를 버리고 그 반대편으로 전향했음을 보게 된다. 여대림은 자신의 외적 규제와 

자기강박적 태도, 그것이 발생시킨 마음의 불안정과 사려분요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懲)’ 이제는 그 반대편으로 전향해 자애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

다.179) 

178) 유서 02下-03 胎息之說, 謂之愈疾則可, 謂之道, 則與聖人之學不干事, 聖人未嘗說著. 若言神住則

氣住, 則是浮屠入定之法. 雖謂養氣猶是第二節事, 亦須以心爲主, 其心欲慈惠安<一作虛>靜, 故於道爲有
助, 亦不然. 孟子說浩然之氣, 又不如此. 今若言存心養氣, 只是專爲此氣, 又所爲者小. 捨大務小, 捨本趨末, 
又濟甚事. 今言有助於道者, 只爲奈何心不下, 故要得寂湛而已, 又不似釋氏攝心之術. 論學若如是, 則大段

雜也. 亦不須得道, 只閉目靜坐爲可以養心. ｢坐如尸, 立如齊｣, 只是要養其志, 豈只待爲養這些氣來, 又不如
是也. 

179) 다음의 정이의 언설은 여대림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서 18-21 “배우는 이들과 말하는 

것은 마치 술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것과 같다. 동쪽을 부축하면 서쪽으로 기울고 서쪽을 부축하면 동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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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단의 문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드시 마음을 위주로 해서(須以心爲主)’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정이가 내용적으로 ‘경을 위주로 해서(以敬爲主)’와 대비하고자 

말하는 것으로 마음, 정확히 말하면 ‘심기를 조장한다’는 뜻이다. 그 조장의 내용이 

‘마음이 자애롭고 은혜로우며 편안하고 고요하고자 한다(心欲慈惠安靜)’이다. 정이

는 여대림이 그렇게 하는 것이 ‘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今言有助於道者)’고 말하

고 있다. 여기서 ‘助’는 조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이는 반복해서 ‘양기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疑養氣爲有助)’, ‘도에 도움이 있다(於道爲有助)’, ‘지금 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今言有助於道者)’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이가 여대림이 허정양

기에 대해서 조장이라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도 단지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기 때문이며 

그래서 고요함과 담박함(寂湛)을 추구하려는 것일 뿐이다(今言有助於道者, 只爲奈

何心不下, 故要得寂湛而已).

이 말은 여대림의 지사문견에 대한 근심과 그로부터 성립된 허정을 위주로 한 

미발론이 애초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는 것’에서 발단되었음을 보여준다. 

학자들이 마음의 생각이 어지러워 편안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는데, 이것은 천하의 

공통적인 병이다. 학자들은 마음을 확립해야 할 뿐이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도리를) 

헤아려 생각할 수 있다.180)

사람의 마음에 주재가 확립되지 않으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아와 같아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갖 일과 마주치게 된다. 또한 허공에 매달린 거울과 같다. 

거울에 비춰지지 않는 사물이 없지만 (거울 자체에) 어떤 고정된 형체가 있었겠는가? 

<어떤 판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배우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살필 수 

없고, 배우고 나서야 이러한 상태가 해롭다는 것을 알고 살필 수 있다. (그렇다고) 

한 가지 생각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좋은 식견을 성취시킬 수 

있겠는가?> 마음에 하나의 주재를 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장천

기는 “나는 수년 이래 잠자리에 들어서는 어떤 일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그의 말 같으면) 일을 생각하지 않은 다음에는 억지로 그것을 붙들어 이 

마음으로 속박해야 하고, 또한 (그것에) 하나의 형상을 붙여서 의존해야 하니 모두 

자연스럽지 못하다. 군실(사마광)은 말하길 “내가 방법을 얻었다. 중(中)자를 외우면 

로 기울어서 끝내 길 가운데 똑바로 세울 수 없다.”(與學者語, 正如扶醉人, 東邊扶起却倒向西邊, 西邊扶起
却倒向東邊, 終不能得佗卓立中途.).

180) 유서 15-37 學者患心慮紛亂, 不能寧靜, 此則天下公病. 學者只要立箇心, 此上頭儘有商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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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했다. 이 또한 중에 속박당하는 것이다. 중이란 글자에 무슨 형상이 있단 

말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이 없고 어둑하며 무지한 것과는 다르지만, 또한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사람이 있는 

같기도 하다. 선을 하려고 하면 악이 있어서 간섭하려는 것 같고, 불선을 하려고 

하면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본래 두 사람이란 

없으니,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징험이다. (그러나) 그 뜻을 

붙잡으면 기운은 (뜻을) 어지럽히지 못하니, 이는 (또한) 크게 징험할 수 있다. 요컨대 

성현은 반드시 이러한 마음의 병에 의한 해가 없지만, 다른 (몸의) 병에 대해서는 

모를 일이다. 몸의 장기는 돌보지 않기 때문에 (병드는 것이니) 돌보는 것은 수양가

(修養家)들이 하는 일이다.181)

‘나고 듦에 일정한 때가 없는(出入無時)’ 마음은 주재하지 못하면 외물과의 인연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공중에 매달린 물레방아와 같다. 무수한 지(知), 식(識)이 

발생하며, 그것은 심기의 작용, 곧 지각작용이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도덕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규범에 근칙하려는 당시의 사대부들, 사마광과 

장천기와 같은 유자들이 마음을 주재할 줄 모르는 속에서 규범강박 속으로 빠져들고 

그것이 물레방아 마음과 결합하면 사려분요가 발생한다. 사려분요, 곧 생각의 들끓음

은 ‘규범에 대한 의식, 곧 생각’과 ‘물레방아 마음이 발생시킨 잡스럽고 혼란된 지(知), 

식(識)’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일단 그런 경향이 발생하게 되면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반복되며 그 당사자가 그런 상태를 매우 

곤혹스럽게 느끼지만 벗어나기가 힘들다. 다음의 정이의 언설이 이상에서 논한 문제

를 매우 직절하게 요약하고 있다. 

도에 들어섬에는 경만한 것이 없다. 경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앎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 사람들이 마음을 주재하여 안정시키지 못하고 마음을 원수나 

도적처럼 보면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일이 마음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일을 얽어매는 것이다. 천하의 사물에는 없어야 되는 사물은 하나도 없으니 (어떤 

것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182)

181) 유서 02下-18 人心作主不定, 正如一箇翻車, 流轉動搖, 無須臾停, 所感萬端. 又如懸鏡空中, 無物不

入其中, 有甚定形? 不學則却都不察, 及有所學, 便覺察得是爲害. 著一箇意思, 則與人成就得箇甚好見識?
<一作｢無意於學, 則皆不之察, 曁用心自觀, 卽覺其爲害. 存此紛雜, 竟與人成何見識!｣> 心若不做一箇主, 
怎生奈何? 張天祺昔常言, ｢自約數年, 自上著牀, 便不得思量事｣. 不思量事後, 須强把佗這心來制縛, 亦須

寄寓在一箇形象, 皆非自然. 君實自謂｢吾得術矣, 只管念箇中字｣, 此則又爲中繫縛, 且中字亦何形象? 若愚
夫不思慮, 冥然無知, 此又過與不及之分也. 有人胸中常若有兩人焉, 欲爲善, 如有惡以爲之間; 欲爲不善, 
又若有羞惡之心者. 本無二人, 此正交戰之驗也. 持其志, 便氣不能亂, 此大可驗. 要之, 聖賢必不害心疾, 

其佗疾却未可知. 佗藏府, 只爲元不曾養, 養之卻在修養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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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분요에 직면해서 생각을 끊으려는 것은 비유하자면 불을 불로 끄려는 것으로, 

그 의도에서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필사의 노력이지만 가망 없는 

시도이다. 특히나, 유자는 규범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그것은 규범의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였다. 마음을 주재,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스리지 

못하는 속에서 규범에 강박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혼란된 마음에 결정적 방아쇠를 

당긴 것과 같은 것이다. 정이는 여기서 마음의 분란상태의 본질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이하의 언설이 

그것이다. 그것은 마음이 ‘선악의 전쟁터(交戰之驗)’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정은 전쟁의 비유를 많이 사용한다. 유격기병의 비유가 대표적이다. 선악이 전쟁

터가 된 것은,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외부의 불선한 현실에 대한 대처의 곤경 속에서 

자신의 성(‘마음’)으로 퇴각하면서 외부의 적(‘삿됨’)을 뒤에 따라 붙이고 온 것이며, 

애초에 마음에 주재가 없었기 때문에 빈 성으로 적이 침입해 들어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선악의 전쟁터가 되는 것이다. 

삿됨을 막고 성실함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삿됨을 막으면 성실함은 저절로 보존된

다. 마치 집을 가진 사람이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도둑을 쫓아내면 다시 서쪽에서 들어오고, 한 도둑 쫓아내면 

다시 다른 도둑이 들어온다. 이것은 담장을 고쳐서 도둑이 저절로 이르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하다. 이 때문에 삿됨을 막으려 한다.183)

여대림, 장천기, 사마광의 병폐는 모두 동일하다. 애초에 마음에 주재를 세우지 

못하고, 외부의 불선에 대한 대처에서 곤경을 겪은 끝에 마음이 혼란되고 그것이 

규범강박과 결합되어 사려분요에 빠졌으며, 그 끝에 이제는 마음으로 도피해서 마음

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장의 양상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여대림은 자애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 하고, 장천기는 생각을 끊고 마음을 묶어두려 하며, 사마광은 

중(中)자를 외우는 방식으로 마음을 강박하는 것이다. 세 경우에서 동일한 것은 ‘생각

을 끊는 것’이다. 생각을 끊고 마음을 도피처로 삼는 행태, 그것이 곧 선정의 본질이다. 

배우는 이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본래 심지(心志)에 있다. (그러나) 보고 듣고, 

알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가에서 

182) 유서 03-98 入道莫如敬, 未有能致知而不在敬者. 今人主心不定, 視心如寇賊而不可制, 不是事累心, 
乃是心累事. 當知天下無一物是合少得者, 不可惡也.

183) 유서 15-178 閑邪存誠, 閑邪則誠自存. 如人有室, 垣墻不修, 不能防寇, 寇從東來, 逐之則復有自西

入; 逐得一人, 一人復至. 不如修其垣牆, 則寇自不至, 故欲閑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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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성(聖)을 끊고 지(智)를 버리는’ 것이다. 생각을 물리치려고 하면서 (생각이) 

어지러울까 근심하는 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좌선을 통해 선정에 들어가는 

(선학에) 빠질 것이다. 마치 밝은 거울이 여기에 있으면 만물을 모두 비추는 것은 

거울의 평상적인 작용이니, 도리어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힘들다. 사람의 마음

은 만물과 교감하지 않을 수 없으니 또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힘들다.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오직 마음에 주인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주인이 되는

가? 경일뿐이다. 184)

먼저 이 문장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해석상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보통 

연구들이 첫 번째 문장과 이하의 문장을 내용상 순접으로 보는데 잘못 본 것이다. 

이 문장은 ‘마음을 기르는 것’ 혹은 ‘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지사문견을 끊는 선정의 

경향성을 가지는 실천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첫 번째 문장의 ‘심지(心志)를 기른다’는 

표현은 ‘마음을 기르는 것’ 혹은 ‘기를 기르는’에 대한 정이의 입장, 곧 양기의 본질은 

‘양지(養志), 곧 뜻을 기르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사용된 표현이다. 이와 관련해서, 

‘함양은 반드시 경으로 한다(涵養須用敬)’에 대해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보통 

연구들이 거경함양을 말하지만, 원래의 문장인 ‘함양은 반드시 경으로 한다(涵養須用

敬)’에서 ‘반드시(須)’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바로 이 문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선정을 통해서 심지(心志)를 기르려는 것, 내용적으로 기를 기르려는 것(양

기)에 대한 비판이 함양은 ‘반드시’ 경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기를 기르는 

것’을 경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집의에 의한 양기’의 도식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경이 의로움의 실천과 순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마음의 혼란이다. 경은 마음의 혼란을 다스리는 방법, 곧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기를 기른다(養氣)’고 말하지만 마음이 일단 ‘안정(安)’되어야 기를 기를 

수 있다.185) 그러나 마음의 안정은 여대림처럼 ‘자애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 

한다거나 ‘마음을 묶으려’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안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정과 장재학파의 입장이 다른 것이다. 장재학파와 사마광과 같은 방식은 일종의 

대증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직접’ 마음에 작위를 가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려 하는 것이다. 정이는 그것은 조장이며, 올바른 처방 곧 원인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원인은 애초에 규범수행의 본지로서의 안(內)을 

184) 유서 15-177 學者先務, 固在心志. 有謂欲屛去聞見知思, 則是絶聖棄智. 有欲屛去思慮, 患其紛亂, 
則是須坐禪入定. 如明鑑在此, 萬物畢照, 是鑑之常, 難爲使之不照. 人心不能不交感萬物, 亦難爲使之不思
慮. 若欲免此<一本無此四字>. 唯是心<一作在人>有主. 如何爲主. 敬而已矣. 

185) 이것이 훗날 주희가 주정(主靜)을 말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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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게(直) 하지 못하고 마음이 외부로 팔려있었기 때문이며, 혼란된 마음을 다시 외적

으로 강제하는 것은 악순환에 빠져 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정호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규범에 대한 외적 관점, 외적 규제의 관점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마음을 

외적으로 규제하려는 것과 본질에서 동일한 것이다. 정이의 입장은 결국 ‘경으로 

안을 곧게 하는 것(敬以直內)’으로 귀결된다. 그것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이다. 

정이는 이학의 교조로 알려져 있지만 『유서』를 살펴보면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다. 그 많은 말들의 일관된 요지는 의를 축적해서(‘集義’)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며, 기에 대해 직접적인 조작(‘暴’)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언설 몇 구절을 보기로 한다. 

맹자의 성인(의 도)에 대한 공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중니는 단지 한 차례 인의를 

말했는데, 맹자는 입만 열면 곧 인의를 말했다. 중니는 단지 하나의 뜻(志)을 말했는

데, 맹자는 기를 기르는 수많은 말을 내놓았다. 단지 (養氣) 이 두 글자가 그 공이 

심히 많다.186)

기에는 선불선이 있지만 성에는 불선이 없다. 사람이 (자신의 본성이) 선한 줄을 

모르는 것은 기가 혼란되고 막혔기 때문이다. 맹자가 양기를 말한 까닭은 기를 

기르는 것이 지극하면 맑고 밝고 순수하고 온전해져 기의 혼란과 막힘이 없어지기기 

때문이다.187)

‘그 뜻을 지키고 기운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안과 밖이 서로 기르는 것이

다.188)

기운을 통솔하는 것은 뜻에 있고, 뜻을 기르는 것은 안을 곧게 하는데 있다.189)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미 타락한 기가 ‘맑고 밝고 순수하고 온전(淸明純全)’해진

다고 말할 수 없다. 정이는 기가 진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190) 

기가 ‘맑고 밝고 순수하고 온전해져서 기의 혼란과 막힘이 없어지는 것’은 의리의 

실천과 축적에 따른 순수한 기의 발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것이 

186) 유서 18-158 孟子有功於聖人不可言. 如仲尼只說一箇仁義[字], 立人之道曰仁與義, 孟子開口便說
仁義. 仲尼只說一箇志, 孟子便說許多養氣出來. 只此二字, 其功甚多.

187) 유서 21下-10 氣有善不善, 性則無不善也. 人之所以不知善者, 氣昏而塞之耳. 孟子所以養氣者, 養
之至則淸明純全, 而昏塞之患去矣. 

188) 유서 18-98 ｢持其志, 無暴其氣｣, 內外交相養也.

189) 유서 15-65 率氣者在志, 養志者在直內.

190) 주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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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작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합치한다. 의리의 

실천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는 ‘천지의 바른 기운(天地之正氣)’이다. 

사람은 천지의 바른 기를 얻어서 태어나니 사물과는 다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사람의 이치를 완전히 실현해야 한다.191)

호연지기는 천지의 바른 기운이다. 커서 어딘들 있지 않은 곳이 없고, 강해서 

무엇에 의해서도 꺾이지 않는다. 도에 곧고 이치에 순종해서 길러지면 천지를 채운

다. ‘의와 도에 짝한다’는 것은 기가 모두 의에 의해서 주재되어 어디서도 도가 

아님이 없다는 뜻으로, 조금이라도 사의가 끼어들면 주리게 된다는 것이다. ‘의를 

축적해서 생긴다는 것’은 일마다 모두 이치에 알맞고 의가 있다는 뜻으로, 밖으로부

터 엄습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192)

사람은 천지의 바른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며, 의리의 실천 속에서 그 내부(‘眞元’)로

부터 지속적으로 천지의 바른 기운을 발생시키며, 그것이 기의 경향적 타락을 방지하

고 호연지기의 양성을 가능케 하며, 점진적으로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193) 정주

도학의 기질변화론에서 해명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기질변화는 장재가 

내세운 학의 목표였다. 장재는 ‘마음을 크게 가진다’거나 ‘성심을 없앤다’거나 ‘예의 

실천’, 결정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는 것(虛靜)’을 통해서 기질을 변화시

키고자 했다. 이것은 이정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대한 조작’이다. 그것은 직접적으

로 마음에 가하는 작위로서, 조장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리의 실천을 양기에 

대해 ‘두 번째 일(第二節事)’, 곧 부차적인 일로 간주하는 것으로 결국 천리에 어긋나

는 것, 사의를 조장하는 것이다. 

191) 유서 18-119 人得天地之正氣而生, 與萬物不同. 旣爲人, 須盡得人理. 

192) 유서 01-59 浩然之氣, 天地之正氣, 大則無所不在, 剛則無所屈, 以直道順理而養, 則充塞於天地之
間. 配義與道, 氣皆主於義而無不在道, 一置私意則餒矣. 是集義所生, 事事有理而在義也, 非自外襲而取之

也.

193) 정이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것에 준하는 기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유서 18-169 “학정에 
감응하여 발생한 가뭄 같은 것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것으로, 참으로 그렇다. 그러나 사람에게 

선하지 못한 마음이 많이 축적된 경우에도 또한 충분히 하늘의 기운을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병의 
기운 또한 이와 같다. 일이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른 다음에야 알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요순의 백성들은 무슨 까닭으로 어질고 장수했겠는가? 걸주의 백성들은 무슨 까닭으로 비루하고 

요절했겠는가? 어질면 장수하고 비루하면 요절하는 것이니 장수와 요절은 선하고 악한 기운이 초래하기 
때문이다. 어짊은 선한 기운이니 감응히는 것도 선하다. 선한 기운이 생성하는 것이 어떻게 장수하지 
않겠는가? 비루함은 악한 기운이니, 감응하는 것도 악하다. 악한 기운이 생성하는 것이 어떻게 요절하지 

않겠는가?”(曰:且如水旱, 亦有所致, 如虐虐之政所感, 此人所共見者, 固是也. 然有不善之心積之多者, 亦
足以動天地之氣. 如疾疫之氣亦如此. 不可道事至目前可見, 然後爲見也. 更如堯·舜之民, 何故仁壽? 桀·紂
之民, 何故鄙夭? 纔仁便壽, 纔鄙便夭. 壽夭乃是善惡之氣所致. 仁則善氣也, 所感者亦善. 善氣所生, 安得不

壽? 鄙則惡氣也, 所感者亦惡. 惡氣所生, 安得不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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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일삼음이 있다는 것은 기를 기르는 것을 주로 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을 주로 해야 한다. 기필(正)하지 말라는 것은 작위하지 말라는 것이다. 

잊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일삼는다는 것이다. 조장은 곧 기필(正)이다.194)

‘반드시 일삼음이 있다’는 말은 여기(敬)에 일삼는다는 것이다. ‘기필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을 생각해보니 좋다고 여겨서 하는 것이다.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일삼음

이 있다. ‘조장하지 말라’는 ‘기필하지 말라’는 것이다. 뒤로 갈수록 말이 점점 무거워

지는데 반드시 하나를 주로 한다는 뜻을 취해 묵식해야 한다.195)

‘이것을 생각해보니 좋다고 여겨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의이자 조장이다. 

여대림이 ‘자애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도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196) 

정이의 언설 중에는 ‘경과 양기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 보이는 말들이 발견

된다. 

하나를 주로 하여 옮겨가지 않는다는 것은 경으로 안을 곧게 하는 것이니 곧 

호연지기가 있게 된다. 호연하다는 것은 반드시 실제로 몸소 체인해야 하니, 그것은 

강직하고 크게 곧아서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197)

물었다. 사람이 경으로 안을 곧게 하면 기운이 천지를 채울 수 있습니까? 

말했다. 기운은 반드시 길러야 하는 것이니 의를 축적해야 생긴다. 축적을 오래해

야 호연한 기상을 낳을 수 있다. 단지 사람이 기른 바가 어떠한가를 볼 뿐이다. 

일분을 기르면 일분이 있게 되고 이분을 기르면 이분이 있게 된다. 단지 경으로 

어떻게 천지를 채우는 곳에 이를 수 있겠는가? 또한 기는 몸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하나의 일이고 경은 그 자체로 경이니 어떻게 합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또한) ‘그 기는 의와 도에 짝이 된다’고 말했으니, 만약 기와 의를 원래 

194) 유서 01-62 ｢必有事｣者, 主養氣而言, 故必主於敬. ｢勿正｣, 勿作爲也. ｢心勿忘｣, 必有事也. ｢助長｣, 
乃正也.

195) 유서 15-55 ｢必有事焉｣, 有事於此<一作敬>也. ｢勿正｣者, 若思此而曰善, 然後爲之, 是正也. ｢勿忘

｣, 則是必有事也. ｢勿助長｣, 則是勿正也. 後言之漸重, 須黙識取主一之意.

196) 다음의 정이의 말을 참조할 수 있다. 유서 16-03 “조경평이 물었다. 공자께서는 이로움(利)과 

명(命)과 인(仁)을 드물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로움은 어떤 이로움입니까? 말했다. 재물의 이로움
만이 아니라 이로움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 꼭 자기에게 편안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 이로움을 헤아리는 마음이다. 성인은 의리를 이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의리에 편안한 곳을 이로움으로 여긴다. 불교는 모두 이익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趙景平
問:｢子罕言利與命與仁, 所謂利者何利?｣ 曰:｢不獨財利之利, 凡有利心, 便不可. 如作一事, 須尋自家穩便
處, 皆利心也. 聖人以義爲利, 義安處便爲利. 如釋氏之學, 皆本於利, 故便不是.｣)

197) 유서 15-04 主一無適, 敬以直內, 便有浩然之氣. 浩然須要實識得他剛大直, 不習無不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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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와 의를 합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198)

정이의 취지는 경에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경에 근거하되 의리의 실천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199) 그럼에도 분명 표현상에서 명백히 서로 어긋나는 방식으

로 경과 의, 경과 양기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가? 그것은 

불교의 선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정에게 불교의 선정은 

‘경이직내만 있고, 의이방외가 없는 것’이다. 이정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선정이 그 

자체로 옳지 못하고 유학의 경이직내와 같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선정이 

경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와 결합되지 않는 경’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로부터 이상과 같은 표현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이는 의의 축적을 말하고 있다. 의로 펼치지 않고 경을 붙들고 있으면 의의 

축적이 불가능하다. 경의 순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국 고립되어 선정과 같은 

형태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다. 정이에서 경과 의는 항상 순환 혹은 연속의 관계로 

말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을 일삼아서(‘必有事焉’) 꾸준히 지속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의 실천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의 지속 자체가 의의 실천을 

함축하며, 또한 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의의 축적이 불가능하다. 

배우는 사람이 만약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 또한 도리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치를 궁구해 가면서 경을 지키지 않아도 안 된다. 경을 지키지 않으면 도리를 

보아도 곧 모두 흩어져서 여기에 모이지 않는다.200)

이치는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동일한 것이지만(‘理一’), 배움의 견지에서는 축적해

야 하는 것이며, 축적이 되려면 이치가 모여야(‘聚’) 한다. 바로 ‘집의의 집’을 가능케 

하는 원리가 경이다. ‘집의’라고 말하는 것은 ‘지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 꾸준한 

경의 유지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경에 의한 ‘의의 축적’이 함양이며, 그 함양의 

내실이 호연지기, 곧 보편적 선의지이다. 

198) 유서 18-102 問: 人敬以直內, 氣便能充塞天地否? 曰: 氣須是養, 集義所生. 積集旣久, 方能生浩然氣
象. 人但看所養如何, 養得一分, 便有一分; 養得二分, 便有二分. 只將敬, 安能便到充塞天地處? 且氣自是氣

體所充, 自是一件事, 敬自是敬, 怎生便合得? 如曰其爲氣, 配義與道, 若說氣與義時自別, 怎生便能使氣
與義合?

199) 이는 정호가 이미 말한 바 있다. 유서 03-09 “얻은 다음에는 모름지기 열어젖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지키는 것일 뿐이다.”(旣得後, 便須放開, 不然, 却只是守.)

200) 주자어류 9-22 “學者若不窮理, 又見不得道理. 然去窮理, 不持敬, 又不得. 不持敬, 看道理便都散, 

不聚在這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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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숙은 기가 부족하다고 여겨 기를 길렀다. 이것은 스스로 기를 길러 병치레를 

하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니 이와 같다면 도가의 수양이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그러나 존상, 비승하려는 것이라면 안 된다.201)

대저 유자는 바른 도리에 마음을 기울여 어긋남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어긋남은 

처음에는 매우 작지만 결국에는 구제할 수 없게 된다. 마치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고 한 것과 같다. 성인의 바른 도리에 대해 사는 약간 도타움이 지나쳤

을 뿐이고, 상은 약간 미치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도타우면 점점 겸애에 이르게 

되고, 미치지 못하면 곧 위아에 이르게 된다.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은 똑같이 

유자에게서 나왔지만, 마지막에는 마침내 양주 묵적에 이르게 된다. 양주 묵적 또한 

아버지도 임금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맹자는 유추해서 곧 여기에까

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어긋나면 반드시 여기에 이르기 때문이다.202)

정이의 여대림의 허정양기에 대한 비판은 ‘의리의 관점’, 곧 ‘도덕적 기준(理)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불교의 선정에 대한 비판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정이는 여대림의 허정양기가 이단의 경향에 빠져드는 것으로 보았다.

201) 유서 02上-215 呂與叔以氣不足而養之, 此猶只是自養求無疾, 如道家修養亦何傷, 若須要存想飛昇, 
此則不可. ‘存想’은 도교의 내관법으로 신체에 머무는 체내신과의 교감을 통해서 불사를 추구하는 것이며, 
‘飛昇’은 신선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다. 정이의 다음과 같은 말은 천리에 입각한 합리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입장을 잘 보여준다. 유서 04-07 “기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선생에게 물었다. 선생님
도 (그와 유사한) 방술이 있습니까? 말했다. 나는 여름에는 갈옷 입고 겨울에는 갖옷 입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기욕을 절제하고 심기를 안정시킨다. 그 뿐이다.”(人有語導氣者, 問先生曰:｢君亦

有術乎?｣ 曰:｢吾嘗夏葛而冬裘, 饑食而渴飮, 節嗜欲, 定心氣, 如斯而已矣.｣)
202) 유서 17-13 大抵儒者潛心正道, 不容有差, 其始甚微, 其終則不可救. 如｢師也過, 商也不及.｣於聖人

中道, 師只是過於厚些, 商只是不及些, 然而厚則漸至於兼愛, 不及則便至於爲我, 其過不及同出於儒者, 其

末遂至楊·墨. 至如楊·墨, 亦未至於無父無君, 孟子推之, 便至於此. 蓋其差必至於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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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제엄숙과 주일무적

1) 정제엄숙

정이의 경설의 완성태로서 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은 여대림과 미발논변을 거치면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그 경과를 살펴보고 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의 의미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일’에 ‘무적’을 덧붙이고, 정제엄숙을 주일무적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을 내외의 관계로 정립한 것이 정이의 경설

의 완성이다. 

윗 장의 서두에서 정이의 여대림의 허정을 비판하는 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다음의 말이다. 

 이전에 사려가 들끓어서 지금 허정하려 하는 것인데,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여기

는 것이다. 이전의 사려분요는 예의(禮義) 때문도 아니고 일(事) 때문도 아니다. 

그와 같다면 미친 사람일 따름이다. 그것(사려분요)을 병이라고 크게 뉘우쳐서 허정

하려고 하는 것이다(유서 02上-93 蓋前日思慮紛擾, 今要虛靜, 故以爲有助. 前日

思慮紛擾, 又非禮義, 又非事故. 如是則只是狂妄人耳. 懲此以爲病, 故要得虛靜)

정이는 여대림이 정좌허정을 하는 이유가, 여대림이 ‘예의와 일’ 때문에 사려분요가 

발생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이는 그것이 잘못된 

진단이라고 보고 있다. 정이는 여대림의 잘못된 진단과 학설의 고수, 곧 여대림의 

미발에 대한 입장이 이전에 ‘잡스럽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3) ‘잡스럽게 

배웠다는 것’은 예학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학문에 널리 듣고 외우는 자들이 어찌 작겠는가? 그런 사람 중에 

선학으로 빠져들지 않는 이가 없다. 그 중에서 우뚝 서서 미혹되지 않은 이가 자후와 

요부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학설이 전해지면 그런 폐단을 면키 어려울 것이

다.204)

자후은 고재이다. 그 학문은 먼저 잡박한 (학문) 중에서 나온 것이다.205)

203) 유서 02上-93 與叔所問, 今日宜不在有疑. 今尙差池者, 蓋爲昔有雜學, 故今日疑所進有相似處, 則
遂疑養氣爲有助, 便休信此說. 

204) 유서 15-189 世人之學, 博聞强識者豈少? 其終無有不入禪學者. 就其間特立不惑, 無如子厚·堯夫, 
然其說之流, 恐未免此敝.

205) 유서 02上-157 子厚則高才. 其學更先從雜博中過來. 정이가 여대림이 이전에 ‘잡스럽게 배웠다’는 

것은 ‘博聞强識’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禮學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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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순자의 학문을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多聞多見)’으로, ‘바깥의 것을 구하는 

것(外求)’이라는 정이의 비판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순자의 예학을 말하는 것이며, 

위 문장에서 ‘널리 듣고 외우는 것(博聞强識)’ 또한 예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문장은 특히 여대림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다. 정이는 ‘널리 듣고 외우는(博聞

强識)’ 잡학이 결국에는 선학으로 빠져든다고 말하고 있다. 널리 듣고 외우는 잡학은 

왜 선학으로 빠져드는가? 그것은 앞서 살펴 본 바 있다. 널리 듣고 외우는 것은 

모방적 행태의 배움으로서 도의 자득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도덕적 주체성의 획득이 

불가능하다. 모방적 행태는 욕속과 조장의 경향을 가지며, 자득의 불가능과 욕속과 

조장의 행태가 겹쳐서 나아갈수록 힘들어지며 결국에는 지름길의 유혹에 빠져든다. 

그 귀결이 선학이다. 

정이는 예를 매우 중시하지만 예학은 비판한다. 

예는 반드시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예가 높이는 것은 의로움을 높이는 것이다. 

의로움을 잃고 도수에 급급하는 것은 축사의 일에 불과한 것이다.206)

세상의 풍속을 좇는 것은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일이 바르고 할 만한 줄을 

알고서 엄숙하고 꿋꿋하게 홀로 버티고 서는 것이 바로 시대를 따르는 것이다. 

예문(禮文)이나 거론하는 것은 한 때의 일일 뿐이다. 요컨대 크게 보충해서 후대에 

영향을 미치자면 단지 도를 밝혀야 한다.207)

『유서』에는 정이의 예에 대한 언설이 매우 많으며, 정이는 예를 심성의 교양의 

측면에서 매우 중시했다.208) 정이에 의하면, 예는 성인이 인정에 기초하고 풍속을 

참작하여 기물의 형식으로 발명한 것으로, 항상 현재(‘今’)의 풍속에 기초하여 손익해

야 하는 것이다.209)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의 본질은 기수(器數)가 아니라 의(義)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것이 ‘禮義’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이다. 널리 듣고 외우는 

것의 실제내용은 명물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예학을 비판하면

206) 유서 17-22 大凡禮, 必須有義[意]. 禮之所尊, 尊其義也. 失其義, 陳其數, 祝史之事也.

207) 유서 15-32 狥流俗非隨時, 知事可正, 嚴毅獨立, 乃是隨時也. 擧禮文, 却只是一時事. 要所補大, 
可以風後世, 却只是明道.

208) 유서 17-27 “배움은 앎을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마음을 기르는 데는 예의보다 
큰 것이 없다. 옛사람들은 기르고 것이 많았으니, 음악으로 귀를 길렀고 춤으로 혈맥을 길렀다. 오늘날에
는 이 모든 것이 없어졌고 단지 의리로 기르는 것만 남았을 뿐인데 사람들이 구할 줄을 모른다.”(學莫大於

致知, 養心莫大於禮義. 古人所養處多, 若聲音以養其耳, 舞蹈以養其血脈. 今人都無, 只是箇義理之養, 人又
不知求.)

209) 유서 25-106 禮之本, 出於民之情, 聖人因而道之耳. 禮之器, 出於民之俗, 聖人因而節文之耳. 聖人

復出, 必因今之衣服器用而爲之節文. 其所謂貴本而親用者, 亦在時王斟酌損益之耳[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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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성의 교양에서 예를 중시하는 정이의 외견상 혼란스럽게 보이는 입장과 관련하

여 현재적 연구의 견지에서 일정한 이해의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정이가 말하는 

예는 ‘도덕성(仁義)의 현실적 형식으로서의 규범’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말하는 예의에 근접하는 것인 반면 명물도수를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예학과는 오히

려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210) 다음의 정이의 말들에

서 예는 ‘도덕성(仁義)의 현실적 형식으로서의 규범’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 그것을 쌓고 익히면 

참으로 공효가 있다. 예는 어디에 있는가?211)

예악은 단지 나아가고 돌아서는 사이(거동)에 있다. 성정의 바름을 얻는 것이

다.212)

안연이 어짊을 묻자 예로 일려 주었으니 어짊과 예가 과연 다른 것인가?213)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임(동작)에 이치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곧 예이다. 예는 

곧 이치다. 천리가 아니면 사욕이다. (이치를 모르면) 사람이 비록 선을 행하는 

것에 뜻을 가졌더라도 또한 예가 아니다. 인욕이 없으면 곧 모두 천리이다.214)

본래의 논의로 돌아가자. 정이는 유서 02上-93에서 여대림이 사려분요를 ‘예의

와 일’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비판하는 말에 이어서 ‘사물(四勿)과 군신의 

일(事)에 근거하는 한사존성’을 말한다.

 ‘충실과 믿음으로 덕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삿됨을 막으면 성실함은 

210) 정이는 『예기』의 이해와 관련하여 여대림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유서 19-43 “예기의 유행과 
경해는 전부 옳지 않다. 여여숙이 ‘유행편의 과장된 말은 공자의 말은 아니지만 또한 의리를 해치지는 

않습니다’라는 말에 대해, 선생은 ‘크게 의리를 해친다’고 했다.”(禮記儒行經解, 全不是. 因擧呂與叔解亦
云, 儒行誇大之語, 非孔子之言, 然亦不害義理. 先生曰, 煞害義理.) 이정은 예서의 많은 부분이 한대 유자들
의 찬술로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유서 04-11 孟子之時, 去先王爲未遠, 其學比

後世爲尤詳, 又載籍未經秦火, 然而班爵祿之制, 已不聞其詳. 今之禮書, 皆掇拾於煨燼之餘, 而多出於漢儒
一時之傳會, 奈何欲盡信而句爲之解乎? 然則其事固不可一二追復矣. 明道. 또한 공자의 예는 책(경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공자가 평소에 말했던 것이라고 한다. 평소에 말했던 예라는 것은 일상적인 예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서 09-21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 雅, 雅素之雅; 禮, 當時所執行而
非書也. 詩·書·執禮, 皆孔子素所常言也.

211) 유서 06-27 非禮不視聽言動, 積習儘有功, 禮在何處?

212) 유서 03-113 禮樂只在進反之間, 便得性情之正.

213) 유서 17-68 顔淵問仁, 而孔子告之以禮, 仁與禮果異乎?

214) 유서 15-17 視聽言動, 非理不爲, 卽是禮, 禮卽是理也. 不是天理, 便是私欲. 人雖有意於爲善, 亦是

非禮. 無人欲卽皆天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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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보존되고, 성실함이 보존되면 이것이 충실과 믿음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삿됨을 막는 것인가?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삿됨은 곧 막힌다. 이로써 말하자면 어느 때에 몸은 메마른 나무와 같아지고 마음은 

불꺼진 재와 같아지겠는가? 네 가지를 끊은 뒤에는 필경 어떠한가? 또 어느 때에 

메마른 나무나 불꺼진 재처럼 될 수 있단 말인가? 경으로 안으로 곧게 한다면 반드시 

군주는 군주처럼, 신하는 신하처럼 될 것이다. 모든 일에서 이와 같다면 크게 직절할 

것이다.215)

정이의 경의 견지에서의 선정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 취지에서 정호의 선정에 대한 

비판과 완전히 동일하다. 다른 점은 정호가 ‘사무사(思無邪)’를 비롯해서 유학 고전에 

산재하는 경의 실천조목들을 자유롭게 인용하는 반면에, 정이는 사물(四勿)로 경의 

실천조목을 집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경설의 완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대림이 사려분요의 원인이 예의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이가 사물(四

勿)로 경의 실천조목을 집약하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이의 언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발논변을 거치면서 경의 실천조목을 ‘사물(四勿)’로 집약하

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삿됨을 막으면 진실로 하나가 된다. 그러나 하나에 전일한다면 삿됨을 막는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몸가짐이) 단정하고 엄숙하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저절로 그릇되고 치우침이 간여할 수 없다. 이런 

뜻을 오래도록 무젖어 기르면 천리는 자연히 분명해진다.216)

일반적으로 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이 정이 경설의 두 축으로 말해지지만,『유서』

에서 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이 나오는 곳은 주일무적이 단 2곳, 정제엄숙이 위의 문장 

단 1곳이다. 정이의 경설과 관련하여 잘 알려져 있는 이 문장에 대해서 논문의 필자는 

이 문장이 내용적으로 여대림을 향한 언설이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한사존성은 정이 경설의 기본도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사존성은 장재학

파의 허정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된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는 것’에 

215) 유서 02上-93忠信所以進德者, 何也. 閑邪則誠自存, 誠存, 斯爲忠信也. 如何是閑邪? 非禮而勿視聽
言動, 邪斯閑矣. 以此言之, 又幾時要身如槁木, 心如死灰. 又如絶四後, 畢竟如何, 又幾時須如槁木死灰. 

敬以直內, 則須君則是君, 臣則是臣, 凡事如此, 大小直截也.

216) 유서 15-54 閑邪則固<一有主字>一矣, 然<一作能>主一則不消言閑邪. 有以一爲難見, 不可下工夫. 
如何<一作行>一者, 無他, 只是整齊<一作莊整>嚴肅, 則心便一. 一則自是無非僻之奸. 此意但涵養久之, 則

天理自然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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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이 ‘밖으로부터의 삿됨을 막고, 안의 성실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것이 

유서 02上-93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다. 정이의 경은 허정에 대한 비판이 핵심이

다.217) 이정의 경설 자체가, 처음 정호의 선정 비판에서 나타났지만 이후 장재학파와

의 관계 속에서 장재학파의 공부론을 비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성을 확충한 

것이다. 앞서 정호의 ‘공경하면서 편안함(恭而安)’과 ‘화평하고 즐거움(和樂)’이 그렇

고, 정이의 사물과 정제엄숙도 마찬가지 경우로 보인다. 이것이 첫째 이유이다. 다음

으로, 문장에서 주일에 대한 학자들의 이해와 공부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사려분요와 동일한 것이다. 말하자면 단지 주일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되지 못해 사려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장재학파의 학자들

을 주로 말하는 것이다.218)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정이가 여대림을 

비롯한 장재학파의 학자들에게 말한 경에 근거해서 마음의 주재를 세우는 것을 말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래도록 무젖어 기르면 천리는 자연히 분명해진다’는 말 

또한 정호의 『식인편』에서 ‘오래 보존하면 자연히 밝아진다(存久自明)’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경존양, 치지함양의 입장에서 장재학파의 외적 규제의 

도덕을 비판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제엄숙을 말하는 이 문장은 여대림을 비판하는 유서 02上-93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사물(四勿)과 군신의 일(事)에 근거하는 한사존성’을 ‘정제엄

숙에 근거한 주일’로 다시 요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정제엄숙은 내용적으로 사물(四勿)을 말하는 것이다. 정제엄숙은 

외면 경공부의 여러 조목들에 대한 일종의 통칭으로서, 외면 경공부의 조목들을 

사물(四勿)로 집약하는 과정에서 주일의 방법으로 정립된 것이다. 위 두 문장을 같이 

놓고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앞의 문장에서는 사물(四勿)을 ‘한사의 방법’으로 

말하고 있으며, 아래 문장에서는 정제엄숙을 ‘주일, 곧 존성의 방법’으로 말하고 

있다. 사물(四勿)과 정제엄숙은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한사와 존성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219)

217) 유서 15-105 敬則自虛靜, 不可把虛靜喚做敬. 居敬則自然行簡, 若居簡而行簡, 却是不簡, 只是所居
者已剩一簡字.

218) 소계명 또한 정이에게 자신의 사려의 혼란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했다. 유서 18-83 或曰:｢敬何以用
功?｣ 曰:｢莫若主一.｣ 季明曰:｢昞常患思慮不定, 或思一事未了, 佗事如麻又生, 如何?｣ 曰:｢不可. 此不誠之
本也. 須是習. 習能專一時便好. 不拘思慮與應事, 皆要求一.｣

219) 주희 역시 정제엄숙을 사물(四勿), 곧 극기복례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 주희집 권43-31「답임택지
9」(41세) “정자(程子)는 경에 대해서 ‘정제엄숙하고, 의관을 바로잡고, 눈길을 높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또 ’다리를 쭉 뻗고 앉았으면서 마음이 거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으니, 이것이 지론입니다. 

공자께서 극기복례를 말하면서 평범하게 ‘예(禮)’자 위에서 강설했는데도 매양 마음에 시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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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은 여대림과의 미발논변을 거치면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판단이 가능한 것은 위의 정제엄숙이 나오는 단 1곳의 문장 외에 주일무적이 

나오는 2곳의 문장 또한 모두 여대림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원문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유서 15-04 主一無適, 敬以直內, 便有浩然之氣. 浩然須要實識得他剛大直, 不習

無不利.

유서 15-177 學者先務, 固在心志. ...... 所謂敬者, 主一之謂敬. 所謂一者, 無適之

謂一.

첫 번째 문장은 호연지기를 말하고 있는데 여대림의 양기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잘 알려져 있는 문장으로, 앞서 부분적으로 인용했듯이 

여대림의 허정양기를 비판하는 내용이며, 그 이하로 사려분요에 대해 주일무적을 

말하고 있으며 뒷부분에서 ‘감히 속이지 않고 태만하지 않으며 방구석에 혼자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호연지기를 말하고 있다.220) 이런 내용들은 모두 주일무적과 정제

엄숙이 여대림과의 미발논변을 거치면서 정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립의 순서는 

사물(四勿), 정제엄숙, 주일무적의 순이다. 외면 경공부를 사물(四勿)로 요약하고 

그로부터 정제엄숙을 정립하고, 정제엄숙의 기초한 주일, 곧 주일무적을 정립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에 이어서 이하에서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이의 미발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큰 논란이 되는 견문(見聞)과 관련한 소계명

과의 문답에서도 정이는 사물(四勿)의 견지에서 말하고 있다. 

①누군가 말했다. 정좌할 때 사물이 앞을 지나가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말했다. 일이 어떤 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제사 같은 큰일이라면 앞가리개가 

반드시 ‘예(禮)’자를 ‘이(理)’자로 풀이한 뒤에라야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성인의 가르침이) 정미하고 
치밀하여 범상한 심정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程子言敬, 必以整齊嚴肅․正衣冠․尊瞻
視爲先, 又言未有箕踞而心不慢者, 如此乃是至論. 而先聖說克己復禮, 尋常講說於‘禮’字, 每不快意, 必訓

作‘理’字然後已. 今乃知其精微縝密, 非常情所及耳.)

220) 유서 15-177 學者先務, 固在心志. 有謂欲屛去聞見知思, 則是｢絶聖棄智｣. 有欲屛去思慮, 患其紛亂, 
則是須坐禪入定. 如明鑑在此, 萬物畢照, 是鑑之常. 難爲使之不照. 人心不能不交感萬物, 亦難爲使之不思

慮. 若欲免此, <一本無此四字.> 唯是心<一作在人.>有主. 如何爲主? 敬而已矣. 有主則虛, 虛謂邪不能入. 
無主則實, 實謂物來奪之. 今夫甁甖, 有水實內, 則雖江海之浸, 無所能入, 安得不虛? 無水於內, 則停注之水, 
不可勝注, 安得不實? 大凡人心, 不可二用, 用於一事, 則他事更不能入者, 事爲之主也. 事爲之主, 尙無思慮

紛擾之患, 若主於敬, 又焉有此患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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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作不一則二三矣.> 言敬, 無如聖人之言. <一無｢聖人之言｣四字.> 易所謂｢敬以直內, 義
以方外｣, 須是直內, 乃是主一之義. 至於不敢欺·不敢慢·尙不愧於屋漏, 皆是敬之事也. 但存此涵養, 久之自

然天理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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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덮고 귀마개가 귀를 막고 있으니 사물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②만약 (그렇지 않고) 별 일이 없을 때라면 눈은 반드시 보여야 하고 귀는 반드시 

들려야 한다. 

③누군가 말했다. 경에 처하고 있을 때, 비록 보고 듣지만 (보고 듣는 것을) 지나치

면서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말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물(勿)자’는 금지한

다는 말이다. ‘못한다(弗)’고 해서는 안 된다.221)

소계명과의 대화에는 ‘或曰’이 4번 등장하는데 아마도 토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으

로 보인다. 이 문장의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이 이어져 있다. ①제사에 참여한 상태에서 

견문의 여부, ②평소 일이 없을 때의 견문, ③사물(四勿)이다. 그런데 세 가지 내용에 

공통되는 것은 바로 ‘정좌’이다. 세 가지 내용이 모두 정좌를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초 질문자는 정좌에 대해서 물었고, 

정이는 ①제사와 ②일이 없을 때로 나누어 대답했으며, ③정좌를 전제하고 경에 

처했을 때에 대해 물은 것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봐야 한다. ③의 질문은 내용적으로 

②의 정이의 말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별 일이 

없을 때는 보이고 들리지만 경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을 마음에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은 것이다. ③의 질문에 대한 정이의 답변은 ‘보지 않고 

듣지 않음(勿視勿聽)’은 ‘보고 들을 수 없는 것, 곧 불능(弗)’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이의 이 답변은 ③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둘은 

유사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질문자가 

물은 것은 그와 가까운 것이다. 정이가 말하듯이 보고 들을 수 없는 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렇다면 정이가 말하고 있는 이론적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은 

‘비례를 일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눈앞에 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을 내가 ‘나의 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경으로서, ‘사물(四勿)을 일삼는 

것(必有事焉)’이다.222) 

221) 유서 18-83 或曰, 當靜坐時, 物之過乎前者, 還見不見 曰, 看事如何. 若是大事, 如祭祀, 前旒蔽明, 
黈纊充耳, 凡物之過者, 不見不聞也. 若無事時, 目須見, 耳須聞. 或曰, 當敬時, 雖見聞, 莫過焉而不留否. 
曰, 不說道非禮勿視勿聽. 勿者禁止之辭, 纔說弗字便不得也.

222) 이것이 정이가 경의 공능으로 말하는 ‘不接視聽’이다. 유서 15-88 有人旁邊作事, 己不見, 而只聞人
說善言者, 爲敬其心也, 故視而不見, 聽而不聞, 主於一也. 主於內則外不入, 敬便心虛故也. 必有事焉, 不忘, 
不要施之重, 便不好. 敬其心, 乃至不接視聽, 此學者之事也. 始學, 豈可不自此去? 至聖人, 則自是從心所慾

不踰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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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見聞)과 시청(視聽)이 ‘생각(思)의 발생여부’에서 구분된다는 것은 주희의 

잘 알려진 해석이다. 견문과 시청의 구분의 본질은 ‘일삼음의 여부’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위의 ①, ②, ③은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다. ①제사에서는 제사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 없는 일은 일삼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고 들리지 않는다. ②별 일이 없을 때는 보이고 들리지만 경을 전제한 

상태에서, 보이고 들릴 뿐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③비례는 보지 않고 듣지 않음(勿

視勿聽), 곧 나의 일로 삼지 않는 것이다. ①부분의 정이의 답변을 순전한 감각능력

(‘見聞’)의 차원에서 보면, 가리개가 막고 있어서 보이고 들리지 않는다는 정이의 

말은 이론적으로 무의미한 말이다. 탁월한 이론가인 정이가 그런 무의미한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이의 말은 주희의 해석이 올바르며, 주희 역시 이 문장을 

‘일삼음, 곧 전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청컨대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의 경계를 분별하여 분명하게 하시어 책에서 말한 

것과 합해서 본다면 그래도 그와 같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본 것이 분명하지 않으

면 여러 설들이 서로 맞물려 얽혀 미혹이 발생하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대는 

평소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때가 있습니까? 제사에서 만약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면 그 오르내리고 제사음식을 올리는 

것도 모두 그 시절의 마땅한 바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돕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역시 일러서 말해주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

로 전류주광(前旒黈纊)의 설도 또한 여기에 전일해서 다른 일이 섞이지 않게 하려는 

뜻을 말한 것이지, 제사를 받들 때 아무 것도 보이고 들리는 것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왕이 중(中)에 있으니 더욱 교섭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니, 

독서할 때에 이처럼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을 가장 꺼립니다. 하물며 평소 일없이 

있을 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자는 “일이 없는 때는 귀는 반드시 들려야 

하고, 눈은 반드시 보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미 귀는 반드시 들리고 눈은 반드시 

보인다고 했으면, 전항에서 답한 것과는 이미 같지가 않습니다. 또 어찌 왜곡시켜 

말하여 억지로 같은 뜻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고요한 때에는 다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있고, 아는 바와 깨닫는 바의 일이 없습니다.223)

223) 주희집 권48-10「답여자약38」(68세) 請且自反於心分別未發已發界分令分明却將冊子上所說來
合看還是如此否自心下看得未明便將衆說回互恐轉生迷惑斷置不下也. 且如子約平生還曾有耳. 無聞目無
見時節否便是祭祀若耳. 無聞目無見卽其升降饋奠皆不能知其時節之所宜, 雖有贊引之人亦不聞其告語之

聲矣. 故前旒黈纊之說亦只是說欲其專一於此而不雜他事之意非謂奉祭祀時都無聞見也. 所謂王乃在中尤
無交涉讀書最忌如此支蔓, 況又平居無事之時乎? 故程子云若無事時耳. 須聞目須見旣云耳. 須聞目須見, 
則與前項所答已不同矣. 又安得曲爲之說而强使爲一義乎至靜之時. 但有能知能覺者而無所知所覺之事此

於易卦爲純坤不爲無陽之象若論復卦, 則須以有所知覺者當之不得合爲一說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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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는 정이의 말을 ‘주사의 전일, 곧 주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제사라는 

일(事)에 전일한 것이다. ‘제사에의 주사’와 ‘사물(四勿)의 주일’은 경의 실천주체의 

입장에서 동일한 것이다. 외적 관찰의 관점에서 말하면 ‘일이 있고 없음(有事와 無事)’

의 구분일 뿐이다. 그러나 일이 없을 때라도 경의 실천주체의 관점에서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물의 경이 일(事)인 것이다(‘必有事焉’).224)

사물(四勿)은 당연하게도 ‘예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정숙선생을 위로하면서 말했다. “선생님은 사오십년을 예에 근실하셨

는데 매우 힘드셨겠습니다.” 

선생이 말했다. “나는 날마다 편안한 땅을 밟고 사는데 무슨 힘들 것이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위태로운 땅을 밟고 있으니 그것이 힘든 것이다.225)226)

사물(四勿)은 타인의 비례와 상관없이 자신의 예를 행하는 것, 그것에 ‘완전히 

전일한 것’을 말한다.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視聽言動)’은 행위주체의 자발

적 행위의 견지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이는 ‘불능(弗)’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예, 그것의 모체가 정제엄숙이다. 모든 예는 

정제엄숙에 기초해서 행해진다. 

이상의 논의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정제엄숙과 선정의 차이’에 기초

해서 문제들이 토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제엄숙은 기본적으로 ‘정좌의 형태’를 

가진다. 위 문장에서 제사 때의 정좌를 말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다. 정제엄숙의 

‘정좌’는 말 그대로 ‘조용하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것’이며, 그것에 기초해서 ‘자신의 

신심을 수렴하는 것(收斂身心)’으로서 선정과 같은 특정한 신체적 행동을 수단으로 

해서 마음에 모종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없는 평상한 행위이다. 그것은 

걷는 것만큼이나 천연자약한 행동이다. 단지, 사물(四勿)에서 경각된 의식을 수반한

다는 점이 더해질 뿐이다. 나아가 경각된 의식마저도 습관을 들여서 해소하는 바, 

그것이 ‘공경하면서 편안함(恭而安)’이다. ‘공경하면서 편안함(恭而安)’은 안(‘安’)과 

224) 정좌 혹은 경에 근거한 견문의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왜 중요할까? 도덕실천의 맥락에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감각능력과 관련된 순수한 이론적 문제가 놓여있다. 사실 이 문제, 정좌 혹은 경의 

의식상태의 해명에서 그것을 ‘도덕실천의 차원에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정신의 일반능력의 차원에서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매우 첨예한 이론적 쟁점이 된다. 논의의 편의상 뒷부분에서 독립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25) 유서 01-37 有人勞正叔先生曰:｢先生謹於禮四五十年, 應甚勞苦.｣ 先生曰:｢吾日履安地, 何勞何苦? 
佗人日踐危地, 此乃勞苦也.｣

226) 질문자는 예를 ‘외적 규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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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恭’)을 함께 일컫는 것으로서 ‘경, 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

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경에 근거한 불교의 선정에 대한 비판의 최종적 

귀결점은 정제엄숙이다. 선정 비판과 장재학파의 허정에 대한 비판은 동일한 궤도 

속에 있으며, 여대림과의 미발논변을 거치면서 정제엄숙이 주일무적을 방법으로 

정립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정은 벽불의 견지에서 선정을 비판하지만 다른 일면에서 

선정이 ‘경이직내, 곧 주일’과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단지 정호에서부터 

‘의이방외’가 없기 때문에 ‘경이직내’도 옳지 못하다는 논점을 취하고 있다. 이로부터, 

도학의 경과 불교의 선정을 구분하는 귀결처는 정제엄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붕우들과의 강론을 통해서 근세 학자들의 병통에 대해서 깊이 궁구해 보니, 다름아

닌 지경공부를 빠뜨려서 일마다 지리멸렬합니다. 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단지 ‘능히 이 마음을 보존하면 저절로 이치에 맞는다’고 말할 뿐, 용모나 말투에 

이르러서는 왕왕 전혀 공부을 하지 않으니, 설령 그렇게 해서 보존할 수 있다할지라

도 석씨나 노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상채의 설에도 이런 병통이 있습니다. 

하물며 마음의 염려가 거칠고 어둑한데 진실로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정자는 경에 

대해서 ‘정제엄숙하고, 의관을 바로잡고, 눈길을 높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또 

’다리를 쭉 뻗고 앉았으면서 마음이 거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으니, 이것이 

지론입니다. 그런데도 공자께서 극기복례를 말하면서 평범하게 ‘예(禮)’자 위에서 

강설했는데, 매양 마음에 시원하지 않아 반드시 ‘예(禮)’자를 ‘이(理)’자로 풀이한 

뒤에라야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성인의 가르침이) 정미하고 치밀하여 범상한 심정

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227)

극기복례, 사물은 ‘마음의 주체로서의 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도덕적 

시비판단(‘理之是非’)에 의한 것으로, 외적 규범으로서의 예를 나에게 스스로 강제하

거나 외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정주도학의 예를 순자와 

같은 외적 규범으로서의 예와 구분할 수 있고 경을 이해할 수 있다. 둘은 같지 않다. 

다음을 보자. 

물었다. 안자는 ‘문장으로 나를 넓혀주시고 예로 나의 행동을 요약해주셨다’고 

227) 주희집 권43-31「답임택지9」(41세) 比因朋友講論, 深究近世學者之病, 只是合下欠却持敬工夫, 

所以事事滅裂. 其言敬者, 又只說能存此心, 自然中理. 至於容貌詞氣, 往往全不加工. 設使眞能如此存得, 
亦與釋老何異? 上蔡說便有此病了. 又況心慮荒忽, 未必眞能存得耶? 程子言敬, 必以整齊嚴肅․正衣冠․尊瞻
視爲先, 又言未有箕踞而心不慢者, 如此乃是至論. 而先聖說克己復禮, 尋常講說於‘禮’字, 每不快意, 必訓

作‘理’字然後已. 今乃知其精微縝密, 非常情所及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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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말했다. 이것은 안자가 성인의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곳을 일컬은 것이다. 성인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이와 같다. 이미 문장으로 넓혀주고 그 다음에 예로 요약하도

록 했으니, ‘널리 배우고 상세히 말하는 것은 장차 돌이켜 요약함을 말하는 것이다’라

고 한 것처럼 넓음과 요약은 상대가 된다. 성인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이 두 

글자뿐이다. 넓다는 것은 널리 배우고 많이 알며 많이 듣고 본다는 말이다. 요약이란 

그 요점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또 물었다. ‘군자가 문장을 널리 배우고 예로 요약한다면 또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고 한 것은 이 말과 같은 뜻입니까? 

말했다. 이 구절은 알기 쉽게 설명한 것뿐이다. 많이 듣고 보고 예로 요약한다면 

도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도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선한 

사람과 군자는 과거의 말과 행실을 많이 알고서 예가 아닌 것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일 뿐, 안자가 공자에게 배웠던 이유를 말한 것은 아니다. 

또 물었다. 이것은 작은 성취가 아닙니까? 

말했다. 작은 성취조차 아니다. 도를 아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많이 듣고서 

좋은 것을 가려 따르며, 많이 보고서 기억해둔다면 이것은 아는 것의 다음 단계다’고 

했다. 보고 듣는 것과 아는 것은 매우 다르다. 이것은 들은 것일 뿐이다.228)

‘문장으로 나를 넓혀주시고 예로 나의 행동을 요약해주셨다(博我以文, 約我以禮)’

와 ‘문장을 널리 배우고 예로 요약한다(博學於文, 約之以禮)’가 일반적 해석에서 

정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정이는 전자는 성인의 요결이라고 말하고 있고, 후자는 ‘작은 성취조차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장을 세밀히 보면, 정이의 풀이에서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자에서는 ‘約’을 ‘요점을 알게 한다는 것(約只是使之知要也)’으로 해석하고, 후자에

서는 ‘約’을 ‘예로써 단속한다(約束以禮)’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정이의 치지의 

입장, 곧 앎을 강조하고 성인의 용모를 모방하는 외적 규제로서의 예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핵심적으로 두 문장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자에서는 ‘我’가 

있고, 후자에서는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정이는 ‘나(我)의 앎’에 근거하는 도덕적 자율

성의 입장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수행하는 ‘근거’가 다른 것이다. 

228) 유서 18-112 問:｢博我以文, 約我以禮.｣ 曰:｢此是顔子稱聖人最切當處. 聖人敎人, 只是如此, 旣博之
以文, 而後約之以禮, 所謂博學而詳說之, 將以反說約也. 博與約相對. 聖人敎人, 只此兩字. 博是博學多

識, 多聞多見之謂. 約只是使之知要也.｣ 又問:｢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與此同乎?｣ 
曰:｢這箇只是淺近說, 言多聞見而約束以禮, 雖未能知道, 庶幾可以弗畔於道. 此言善人君子多識前言往行
而能不犯非禮者爾, 非顔子所以學於孔子之謂也.｣ 又問:｢此莫是小成否?｣ 曰:｢亦未是小成, 去知道甚遠. 如

曰:多聞, 擇其善者而從之, 多見而識之, 知之次也. 聞見與知之甚異, 此只是聞之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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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으로 나를 넓혀주시고 예로 나의 행동을 요약해주셨다(博我以文, 約我以禮)’

의 아(我), 곧 안회의 배움은 어떤 것인가?

또 물었다. 안자는 어떻게 공자를 배워 그처럼 깊은 경지에 도달했습니까? 말했다. 

안자가 다른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점이 있다면 하나의 선을 얻으면 마음속에 품고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주 쌀독이 비었는데도 그럴 수 있었다.229)

공자가 말한 “일러주면 게으르지 않고 (행하는) 자는 회일진저”는 말에서 안자의 

게으르지 않음은 경이다.230)

안자는 ‘어기지 않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것 같은’ 배움을 후세에 남겨 자연스런 

화기를 가졌고 말없이 (스스로) 변화한 사람이다.231)

학자가 배움이 어긋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안자를 배워야 한다. 표준이 있게 된

다.232)

안회의 배움의 요체는 사물(四勿)의 경이며, 그것이 ‘예로 나의 행동을 요약해주셨

다(約我以禮)’의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경이 ‘나(我)’, 곧 도덕실천 주체의 도덕적 

자율성의 실천원리가 된다. 안회는 스스로 배우고 덕으로 나아가는 배움의 주체의 

전범(‘凖’)이다. 안회의 ‘하나의 선을 얻으면 마음속에 품고 놓지 않았다’는 함양을 

의미하며, 그 외적 실천형식이 사물이다. 이것이 ‘함양은 반드시 경으로 한다(涵養須

用敬)’의 실질적 모습이다. 세 번째 인용문에서 안회가 ‘자연스런 화기(自然之和氣)’

를 지녔다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바로 ‘공경하면서 편안함(恭而安)’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물, 정제엄숙’은 안회를 배움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며, 

필유사언의 물망물조를 ‘사물(四勿)’로 그 구체적 방법을 확립한 것이다. 이것은 

경이 ‘심술’로부터 ‘규범이론’으로 전환된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럴 때, 규범이론의 

요체는 공경이며, 공경이 ‘의로 밖을 바르게 한다(義以方外)’의 의(義)의 기본형이 

된다. 이것이 바로 앞서 논한 바, 정이에서 예의 의미,  ‘도덕성의 현실적 형식으로서의 

규범’, 곧 ‘예의’이다. 

물었다. ‘군자는 경하여 잃지 않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대목을 한 구절로 

229) 유서 22上-12 又問:｢顔子如何學孔子到此深邃?｣ 曰:｢顔子所以大過人者, 只是得一善則拳拳服膺, 
與能屢空耳.｣

230) 유서 11-110 子曰:｢語之而不惰者, 其回也與!｣顔子之不惰者, 敬也.

231) 유서 05-02 顔子示｢不違如愚｣之學於後世, 有自然之和氣, 不言而化者也

232) 유서 03-41 學者要學得不錯, 須是學顔子. 有凖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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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했다. 안 된다. 경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공손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공손하여 예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마땅히 이처럼 해야 함을 

말한다. 요즘 천박한 이들이 서로 즐거이 친압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전혀 절도가 없는 것을 서로 기뻐하며 좋아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와 같이 하고서 

어떻게 오래갈 수 있겠는가? 오래가려고 한다면 공경해야 한다. 군신이나 붕우나 

모두 공경을 위주로 해야 한다.233)

결국, 여대림의 ‘자애롭고 은혜로운 마음’과 대비해서 정이는 ‘공경’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경이 의(義)의 실천의 기본형식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리를 

행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 공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또한 공경은 

경을 본지로 하는 것,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신을 분명히 정립하는 것에 기초한다. 

이와 같은 공경의 견지에서 보면, ‘자애롭고 은혜로운 마음’은 자기(己)와 사물(物)의 

구분을 허무는 것으로 본질에서 자신의 도덕적 주체성의 동요이자 의리의 실천을 

일정하게 포기하는 경향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정호의 『정성서』와 『식인

편』에서 일관되게 비판하고 ‘자기를 사물에 합하려는 것(以己合彼)’의 모습이다. 

여기서 정이의 경설을 핵심으로 하는 도학사상이 정호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연속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이의 ‘공경’은 정호의 ‘공이안’, ‘화락’과 동일한 

문제의식과 의미맥락에 있다. 여대림은 외부의 불선한 도덕적 현실과 관련하여 사물

과의 대립과 도덕적 자기고립에 빠졌던 것으로부터 의리의 실천을 포기하고 일종의 

‘외부와의 화해’라는 태도로 전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대림의 이와 같은 모습은 

애초에 장재학파의 도덕이론과 공부론이 외재적 도덕, 외적 규제의 도덕을 벗어나지 

못했던 데서 비롯한 것이다. 여대림은 규범강박과 그로부터 발생한 사려분요로부터 

이제는 그 반대편의 자족적 도덕감의 체험으로 전향한 것이다. 

공경, 곧 자신의 의리를 행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 공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공자가 말한 ‘질박하고 정직하며 의로움을 좋아하고, 말을 살피고 얼굴빛을 관찰하

며, 헤아려 남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어째서 통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말했다. 그것이 바로 통달한 것이다. 의로움을 좋아하고 몸을 낮추는 것만으로 

이미 통달한 것이다. 사람이 남에게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은 통달하지 못했기 

233) 유서 18-09 問:｢人有以君子敬而無失與人爲一句, 是否?｣ 曰:｢不可. 敬是持己, 恭是接人. 與人恭
而有禮, 言接人當如此也. 近世淺薄, 以相懽狎爲相與, 以無圭角爲相懽愛, 如此者安能久? 若要久, 須是恭

敬. 君臣朋友, 皆當以敬爲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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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234)

앞서 논했던 장천기의 왕안석과의 사건을 생각해보자. 장천기는 의리의 실천에 

맹렬했지만 자신을 낮추지 못했던 것이고, 그로부터 일이 어그러지게 되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기가 뜻을 움직이는 것’이다. 장천기 본인은 의리를 실천한다고 생각

했겠지만 혈기에 이끌리고 만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리를 주장할 때 사람은 독선 

혹은 독단의 경향성을 갖게 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무례를 범하게 

된다.235) 무례는 특별히 눈에 띄는 예의를 어기지 않더라도 난폭하거나 강압적인 

기상 혹은 기세로 나타난다. 그것이 ‘뜻이 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氣動志)’, 곧 혈기의 

조장이다. 안회의 사물공부는 ‘화를 옮기지 않고(不遷怒), 과실을 반복하지 않는(不貳

過)’ 절실한 공부로 나타난다.236) 이것이 바로 ‘중화를 극진히 하는 것(致中和)’이다. 

정제엄숙은 단지 주일무적의 방법만은 아니다. 정제엄숙은 ‘뜻이 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氣動志)’, 곧 혈기의 조장을 방지하는 것이며, 그에 기초해서 주일무적과 결합하여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궁극적 의미가 있다. 그 이상적 도달의 경계가 ‘공경하면서 

편안함(恭而安)’, ‘화평하고 즐거움(和樂)’이다. 

2) 주일무적

이제 주일무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주일무적의 핵심적 내용은 ‘주일(主一)’

과 ‘주사(主事)’의 결합이며, 그것은 또한 ‘경(敬)과 의(義)의 연속과 통일’이다. 그리

고 이 내용이 정이 미발론의 내용적 본질이다. 

먼저, 주일과 주사의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장욱의 예화를 살펴보면서, 장욱이 항상 필법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경의 

주일 혹은 전일’과 정신의 형태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논했다. 장욱에서 보는 주일 

혹은 전일의 도덕실천 속에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234) 유서 18-152 問:｢質直而好義, 察言而觀色, 慮以下人, 何以爲達?｣ 曰:｢此正是達也. 只好義與下
人, 已是達了. 人所以不下人者, 只爲不達.

235) 유서 18-47 “성인은 넓고 느긋하게 일을 한다. 오늘날 의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야 다시 말할 
것이 없지만, 의리를 알게 되면 곧 (마음이) 급하고 좁아진다. 성인은 느긋하고 여유가 있다.”(聖人作事甚

宏裕. 今人不知義理者, 更不須說, 纔知義理便迫窄. 若聖人, 則綽綽有餘裕.)

236) 유서 18-114 “물었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는다’는 어떤 것입니
까? 어록에는 갑에 대한 노여움을 을에게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지요? 말했다. 그렇다. 말했다. 

그렇다면 아주 쉬운 것인데 어떻게 안회여야 가능한 것입니까? 말했다. 말을 성글게 한다. 제군들은 
쉽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問:｢不遷怒, 不貳過, 何也? 語錄有怒甲不遷乙之說, 是
否?｣ 曰:｢是.｣ 曰:｢若此則甚易, 何待顔氏而後能?｣ 曰:｢只被說得粗了, 諸君便道易, 此莫是最難. 須是理會

得, 因何不遷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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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여여숙이 생각이 어지러운 것을 물어서, 내가 마음에 주재(주인)가 없기 

때문이니 경을 주로 하면(主於敬) 자연히 어지럽지 않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병에 

물을 채운채로 물속에 넣으면 병 속에 이미 (물이) 차있기 때문에 강이나 호수의 

물이 (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과 같다고 답했다. 

말했다. 생각이 올바른 데서 나온 것이라면 해로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말했다. 종묘에 있을 때는 공경을 주로 하고(宗廟則主敬), 조정에서는 장경을 주로 

하며(宗廟則主敬), 군대에서는 엄숙을 주로 하는 것(軍旅主嚴)과 같은 것이다. 생각

이 때에 맞지 않게 일어나고 어지러워 법도가 없다면 올바른 데서 나왔다고 해도 

또한 잘못이다.237)

정이의 경설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 언설, 특히 ‘主於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경을 생각하는 것, 경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뒷부분에 있다. 올바른 생각이면 생각이 많아도 해로울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이는 때(장소)에 맞아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그 예로 

‘宗廟則主敬, 朝廷主莊, 軍旅主嚴’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主敬’, ‘主莊’, ‘主嚴’의 

‘主’는 여대림에게 말한 ‘主於敬’의 ‘主’와 같고 문장형식도 같다. ‘於’가 들어간 문장은 

문법적으로 보다 갖추어진 것일 뿐이다. 여기서 主는 직역하면 ‘주로 한다’이며, 

그 뜻은 ‘일삼는다(爲事)’이다. ‘主於敬’은 경을 일삼는다는 것, 곧 필유사언이며,238) 

그것은 ‘경을 마음의 일로 삼는 것, 마음에 두는 것‘이다.239) 다음의 문장을 보면 

237) 유서 18-42 昔呂與叔嘗問爲思慮紛擾, 某答以但爲心無主, 若主於敬, 則自然不紛擾, 譬如以一壺水 
投於水中, 壺中旣實, 雖江湖之水, 不能入矣. 曰:若思慮果出於正, 亦無害否. 曰:且如在宗廟則主敬, 朝廷主
莊, 軍旅主嚴, 此是也. 如發不以時, 紛然無度, 雖正亦邪.

238) 결국 ‘必有事焉, 반드시 일삼음이 있다’는 것은 ‘無不敬, 思事敬’과 같은 뜻이다. 必有事焉의 事는 
敬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事일 수도 있다. 경을 일삼는 것은 특별한 의도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반대로 구박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의도적으로 단속하고 다그치는 의도적 
행위이다.

239) ‘경을 마음의 일로 삼는 것, 마음에 두는 것’이 以心使心의 실제의미이며, 以心使心을 가능케 한다. 

유서 18-85 “사람의 마음은 안정되어야 한다. 마음이 생각해야 할 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옳다. 지금 
사람은 모두 마음대로 할 뿐이다. 말했다. 마음은 무엇이 부리는 것입니까? 말했다. 마음이 마음을 부리는 
것(以心使心)은 괜찮다. 사람의 마음은 제멋대로 하면 곧 놓쳐버리게 된다.”(人心須要定, 使佗思時方思乃

是. 今人都由心.｣ 曰:｢心誰使之?｣ 曰:｢以心使心則可, 人心自由便放去也.｣) 경을 마음에 두는 일은 ‘二本
(마음의 분열), 二用(마음을 두 갈래로 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다스림 혹은 안정’은 결국 어떤 방식으
로든 실천주체가 자신의 마음에 ‘조치’를 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앞서 살펴본 바처럼 

당시의 일반적 방법은 사물에 조치를 가하는 것처럼 외적 방식, 곧 마음을 특정한 형태로 붙잡아두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외적 사물과 다르기 때문에 정이가 말하듯이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혼란과 분열’을 더할 뿐이다. 정이는 ‘경에 마음을 두는 것, 경을 일삼는 것’을 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론적 차원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人心), 정확히 말하면 
의식이 가진 자기통일성의 기제이다. 경이 바로 의식의 자기통일성을 기제를 완전히 하는 것이다. 그것을 
정주도학은 ‘마음을 잡는다(操存)’라고 말한다. ‘操存’은 첨예한 이론적 관점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학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실, ‘操存의 문제, 곧 잡으면 보존된다는 것,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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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더욱 명백하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갈래로 쓸 수 없다.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쓰면 다른 일은 다시 

들어올 수 없으니, 그 일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오히려 생각이 흐트러질 염려가 없는데, 경을 주로 한다면 또 어찌 이런 

걱정이 있겠는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경이라고 한다. ‘하나’란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것을 하나라고 한다. 우선 하나에 집중한다는 뜻에 충분히 젖어들려고 

해야 한다. 하나가 되면 둘 셋으로 나뉘는 일은 없어진다.240)

여기서 정이는 ‘涵泳主一之義’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를 주로 한다(하나를 일삼는

다)는 뜻을 함영하라는 것’, 그 뜻을 묵묵히 생각하고 음미하여 젖어들도록(‘涵’) 

하라는 것이다.241) 주일의 뜻을 함영하는 것과 경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일의 

뜻을 함영하는 것’ 자체가 경이다. ‘의리를 함영하는 것’과 ‘주일을 함영하는 것’은 

마음의 활동형식(형태)에서 동일한 것이며, 대상이 다를 뿐이다. 넓게 보면, 주일도 

으로 ’(마음을) 잡는다(操)‘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정주도학 내부와 외부를 포괄하는 
학술적 토론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다. 다음의 주희의 여자약에게 보낸 편지는 그런 사정을 요약하고 

있다. 
  주희집 권47-13「답여자약13」(45세) “마음은 형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이 바로 (본래) 이와 

같은 것이지 당신과 우연히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요한 본체가 자못 밝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하신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개 잡으면 보존되는 것이니 본체이니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오래도록 하고 또 익숙해지면 자연히 의리에 편안하고 망령된 움직임이 없기 되니 소위 ‘고요하다’는 
것은 찰식을 기다리지 않고 절로 드러납니다. 이제 아주 짧은 사이에 보존된 것에 대해 찰식을 가해 

그 고요한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고요한 본체를 반드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위 
찰식이란 것도 움직임으로 옮겨가는 것을 부추겨 어지럽고 급박한 가운데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정부자
께서 ‘생각하면 이미 발한 것이니, 발하기 전에 함양하는 것은 가하지만 발하기 전에 중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논하신 것도 이 뜻입니다. 마음은 하나일 뿐이니 잡아 보존한다고 하는 것도 어찌 마치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서 놓지 않듯이 이 하나의 사물로 저 하나의 사물을 잡는 것이겠습
니까? 또한 ‘하나에 집중하여 옮김이 없음’라고 하니, 예가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에 주재가 

있어서 마음이 저절로 보존됩니다. 성현의 온갖 말은 그 발단과 귀숙을 고구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
다. 그대가 이미 그 단서를 알았으니 따로 의심스런 생각을 낼 필요가 없으며, 단지 이에 따라서 공부하기
를 오래하여 그치지 않으면 저절로 도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所示心無形體之說, 鄙意正謂如此, 

不謂賢者之偶同也. 然所謂寂然之本體殊未明白之云者, 此則未然. 蓋操之而存, 則只此便是本體, 不待別
求. 惟其操之久而且熟, 自然安於義理而不妄動. 則所謂寂然者, 當不待察識而自呈露矣. 今乃欲於此頃刻之
存遽加察識, 以求其寂然者, 則吾恐夫寂然之體未必可識, 而所謂察識者, 乃所以速其遷動而流於紛擾急迫

之中也. 程夫子所論‘纔思便是已發, 故涵養於未發之前則可, 而求中於未發之前則不可’, 亦是此意. 然心一
而已, 所謂操存者, 亦豈以此一物操彼一物, 如鬪者之相捽而不相舍哉? 亦曰主一無適, 非禮不動, 則中有主
而心自存耳. 聖賢千言萬語, 考其發端, 要其歸宿, 不過如此. 子約旣識其端, 不必別生疑慮, 但循此用功, 

久而不息, 自當有所至矣.)

240) 유서 15-177 大凡人心, 不可二用, 用於一事, 則他事更不能入者, 事爲之主也. 事爲之主, 尙無思慮

紛擾之患, 若主於敬, 又焉有此患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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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作不一則二三矣>.

241) 정상봉은 ‘主一’의 ‘主’는 『논어』의 ‘主忠信’의 ‘主’의 의미를 계승한 것이라고 말한다. 정상봉, 

｢주희의 격물치지와 경공부｣, 철학 61, 1999.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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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의리이기 때문에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주일의 경’과 ‘주사의 의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宗廟則主敬, 朝廷主莊, 軍旅主嚴’은 그 외적 형태에서 ‘주사’이

지만 내적 본질에서 ‘주일, 곧 주경’이다. 

논의하셨던 ‘하나에 집중하는 것(主一)’과 ‘일에 집중하는 것(主事)’이 다르다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主一)’이란 ‘하나에 오로지 하는 

것(專一)’일 뿐이니, 대개 일이 없으면 담담한 자세로 편안하고 고요하여 움직임으로 

치닫지 않고, 일이 있으면 일에 따라 응대하고 변화하면서 다른 것에 미치지 않습니

다.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 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정자의 글에서 논의한 경(敬)

을 말한 곳을 종류별로 모아서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42)

‘主於敬’, 곧 ‘경을 일삼는다는 것(必有事焉)’에 정주도학 이론체계의 가장 근본적

인 원리가 함축되어 있다. 정이는 ‘일을 일삼아도 생각이 제멋대로 발생하는 혼란이 

없는데, 경을 일삼는다면 또 어찌 이런 걱정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장욱의 ‘초서’

는 일(事)이다. 초서를 ‘경’으로 바꾸어 보자. 이는 항상 경을 생각하는 것이며, 처음에

는 경을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지속하면 장욱이 초서를 마음에 항상 두고는 있지만 

의식으로 현전하는 생각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경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에 항상 

두고 있지만 의식으로 현전하지 않게 된다. 이를 ‘경을 잊음(忘敬)’이라고 말한다.

물었다: 경은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까? 말했다. 처음에 어떻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무런 일도 없게 될 것이다.243)

(익숙해서) 경을 잊은 이후에 경하지 않음이 없다.244)

이제 경과 의의 관계에 대한 정이의 언설을 살펴보기로 하자.

물었다. 반드시 일삼음이 있다는 것은 경을 쓰는 것입니까? 

말했다. 경은 함양하는 일이다. 반드시 일삼음이 있다는 것은 마땅히 의를 모아야 

한다. 단지 경만 쓰고 의를 모을 줄 모르면 도리어 일삼음이 없게 된다. 

또 물었다. 의는 이치에 맞는 것이지요? 

말했다. 이치에 맞는 것은 일(事)에서이다. 의는 마음 안에 있다. 의를 주재하지 

242) 주희집 권47-8「답여자약8」(45세) 所論主一主事之不同, 恐亦未然. 主一只是專一, 蓋無事則湛然
安靜而不騖於動, 有事則隨事應變而不及乎他. 是所謂主事者, 乃所以爲主一者也. 觀程子書中所論敬處, 類

集而考之, 亦可見矣. 

243) 유서 18-35 問, 敬還用意否. 曰, 其始安得不用意. 若能<一無此字>不用意, 却是都無事了. 

244) 유서 03-91 忘敬而後無<一作毋>不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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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호연지기가 어디서 생겨나겠는가? 이치는 발현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 공경의 경우에, 폐백이 아직 베풀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공경하는 것이니 비록 

폐백과 위의가 베풀어진 이후에 밖으로 (분명한 모습으로) 발현하는 것이지만 반드

시 (폐백이 베풀어지기 이전에) 여기에서 공경한 연후에 분명하게 발현된다. 만약 

마음이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이른바 덕(德)은 (자기가) 얻음

(得)이다. 반드시 자기가 얻은 연후에 덕(德)이라고 말한다.245)

표면적으로 보면, 위 부분에서는 필유사언은 집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 부분을 보면, ‘폐백이 베풀어지기 전’에 공경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을 중간부분에서, 내용적으로 정이는 ‘의로움을 주재함(主義)’과 ‘이치에 

알맞음(中理)’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이 있기 전에는 지경으로 의로움를 주재하고(‘主

義’), 일이 발생하면 이치에 알맞도록(‘中理’) 하는 것이다. 필유사언은 보통 주경을 

말하는 것이지만 주경, 곧 주일과 주사는 나눠지지 않으며, 그런 맥락에서 정이는 

문장의 앞에서 필유사언을 집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일(주경)이 

없다면 주사가 불가능하며, 주사가 없다면 주일(주경)은 도리어 ‘일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주사의 의리가 없는 경은 함양이라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함양의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만 붙들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함양은 

반드시 경으로 하고, 배움의 진척은 치지에 달려 있다(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의 

원형이다. 주일과 주사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외적 일에서도 그렇고 외적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렇다. 외적 일에서는 주사 속에 주일이 있으며, 일이 발생

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일(주경) 속에 주사, 곧 함양이라는 일(事)이 있는 것이다.246) 

위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일과 주사의 연속의 기초는 정제엄숙

이다. ‘공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제엄숙의 뜻을 가진다. 정이의 언설에서 단지 

‘경’ 혹은 ‘주일’을 말하는 부분과 위의 인용문처럼 ‘공경’을 말하는 부분은 구분되어

245) 유서 18-101 問:｢必有事焉, 當用敬否?｣ 曰:｢敬只是涵養一事. 必有事焉, 須當集義. 只知用敬, 不知
集義, 却是都無事也.｣ 又問:｢義莫是中理否?｣ 曰:｢中理在事, 義在心內. 苟不主義, 浩然之氣從何而生? 理
只是發而見於外者. 且如恭敬, 幣之未將也恭敬, 雖因幣帛威儀而後發見於外, 然須心有此恭敬, 然後著見. 

若心無恭敬, 何以能爾? 所謂德者得也, 須是得於己, 然後謂之德也.｣ 幣之未將之時, 已有恭敬, 非因幣帛而
後有恭敬也.

246) ‘必有事焉而勿正心, 勿忘勿助長’ 구절에 대에서, 정호는 ‘必有事焉而勿正心, 勿忘勿助長’으로 구두를 

찍는데, 정이는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勿助長’으로 구두를 찍는다. 유서 01-66 侯世與云:｢某年十五
六時, 明道先生與某講孟子, 至勿正心, 勿忘勿助長處, 云二哥以必有事焉而勿正爲一句, 心勿忘勿助長
爲一句, 亦得. 정이의 구두는 ‘心’을 뒤로 붙인 것이 핵심이다. 정이의 구두와 해석은 ‘必有事焉而勿正’을 

단지 ‘心’에 대한 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일(事)’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心勿忘勿助長’, 곧 마음을 놓치거나 선정이나 구박과 같이 마음을 특정한 상태로 묶어두는 행태에 대한 
비판하는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다. 정이의 취지는 일관된다. ‘경을 유지하면서, 경에 고립되지 

않는 것’, 곧 ‘경과 의의 연속과 통일’이 정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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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공경을 말하는 곳은 ‘정제엄숙에 기초한 경’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물(四勿)을 실질로 하는 정제엄숙에 기초해서 주일과 주사의 연속이 실질적

으로 가능하다. 정제엄숙에 기초하기 때문에 ‘폐백이 베풀어지기 전에도 공경하는 

것’이며, 그에 기초해서 ‘폐백이 베풀어진 이후에 밖으로 분명하게 발현하는 것’이다. 

정이는 호연지기를 말하고 있다. 이 문장을 마저 살펴보고 논하기로 한다. 

물었다. 경과 의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말했다. 경은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고, 

의는 옳고 그름이 있는 줄을 아는 것이다. 이치에 따라 실천하는 것은 의다. 하나의 

경이라는 글자만 지키고 의를 축적할 줄 모른다면 아무것도 일삼을 것이 없을 것이

다. 예를 들어 효를 실천하려 한다면 하나의 효라는 글자만을 붙잡고 지켜서는 

안 된다. 반드시 어떻게 효를 실천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하니 모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 

뒤에야 효도를 극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물었다. 의는 단지 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했다. 안팎이 하나의 이치인데 어찌 일에서만 의에 합치되기를 

구하겠는가?247)

이 부분은 위에서 ‘경과 의’를 연속과 통일로 보는 기본관점을 확립한 다음의 일종

의 각론(세부)이다. ‘경과 의의 연속과 통일’의 실질적 내용을 말하고 있다. 효를 

실천하는 것을 주사의 관점에서 주효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주효에서의 주일’은 ‘효를 

극진히 하는 것(盡孝道)’인데, 그것은 ‘효를 행하는 방법(所以爲孝之道)’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事)에서의 일반원칙이다. 어떤 일을 극진히 하려는 것은 그 일을 

‘잘 하려는 것’이며, 그 일의 세부와 관련하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방법을 강구하

지 않는 것은 일을 ‘잘 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며 관성적 업무처럼 행하는 것이다. 

효의 경우로 말하면, 효를 관성적 업무처럼 행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효를 통해서 

‘얻는 것(得)’이 없으며, 그 사람의 경은 ‘내용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효를 관성적 업무처럼 하는 사람이 경을 실천하지는 않으며, 경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효를 극진히 하지도 않는다. 

‘경과 의로움의 연속과 통일의 실질적 내용’은 ‘所以’이다. 정이는 여기서 ‘효를 

행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에는 ‘효를 해야 하는 이유(所以當然之故)’가 

포함된다. 효를 극진히 하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관성적 업무처럼 행하는 사람은 

왜 효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거나 알려 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며, 본질에서 

247) 유서 18-101 問:｢敬義何別?｣ 曰:｢敬只是持己之道, 義便知有是有非. 順理而行, 是無義也. 若只守
一箇敬, 不知集義, 却是都無事也. 且如欲爲孝, 不成只守著一箇孝字? 須是知所以爲孝之道, 所以侍奉當如

何, 溫凊當如何, 然後能盡孝道也.｣ 又問:｢義只在事上, 如何?｣ 曰:｢內外一理, 豈特事上求合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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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효를 해야 하는 이유’는 ‘효를 행하는 방법’과 순환적

이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효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유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선의 인식이며, 오로지 ‘나’에 의해서만 인식

되는 것이다. 모든 ‘이유’의 본질, 모든 이유의 이유는 ‘선’이며,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의해서만 인식되는 것이다. 타인이 나에게 ‘효의 이유’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타인은 나에게 이유를 ‘가르쳐 줄’ 수 없다. 

타인은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다. 타인이 나에게 ‘이유’를 가르치려 

드는 것은 나를 ‘강제’하는 것이다. 공자가 안회에서 일렀던 ‘사물(四勿)’은 극기복례

의 ‘방법’이었다. 그것은 안회를 자기책임적인 도덕적 주체로 대하는 것이자 방법에 

근거해서 인을 스스로 얻기를 바란 것이다. 

효를 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은 ‘도덕적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효를 행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 자기인식이 없는 혹은 흐릿한 

사람이다. 이것이 주효와 결합되어 있는 주일, 곧 경의 실질적 내용이다. 효를 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이 가지는 도덕적 자기인식, 효의 실행과 폐백이 베풀어지기 

전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 자기인식은 ‘그 사람의 인격적 동일성’이다. 

물었다. 논어에서 ‘문을 나서서는 큰 손님을 뵙듯이 하고, 백성들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라’고 했는데, 문을 나서지 않고 백성을 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했다. 이것이 ‘엄숙하게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 할’ 때다. 문을 나왔을 때 그 

공경함이 이와 같다면 문을 나서지 않았을 때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만하다. 하물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백성들을 부리고 문을 나선다는 것은 

일이다. 이 일로 인해서 공경함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 평소에 공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성실함으로 시물을 대하면 사람들은 모두 성실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은 평소부터 성실하다는 것이지 사물을 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실함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다. 엄숙하게 의관을 바로잡고, 눈길을 높이면 그 가운데 저절로 

경이 있다. 모양이 없다지만 경을 스스로 볼 수 있다.248)

효를 행하는 사람의 도덕적 자기인식은 효를 행하는 당처에 있든 아니든 ‘자기자신

248) 유서 18-10 問: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方其未出門未使民時, 如何? 曰:此儼若思之時也. 
當出門時, 其敬如此, 未出門時可知也. 且見乎外者, 出乎中者也. 使民出門者, 事也. 非因是事上方有此敬, 
蓋素敬也. 如人接物以誠, 人皆曰誠人, 蓋是素來誠, 非因接物而始有此誠也. 儼然正其衣冠, 尊其瞻視, 其中

自有箇敬處. 雖曰無狀, 敬自可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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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덕적으로 유지하는(持己) 일, 평소의 경(素敬)’이다. 정이는 ‘일이 없을 때의 

도덕적 자기인식, 평소의 경(素敬)’을 ‘엄숙하게 의관을 바로잡고, 눈길을 높이면 

그 가운데 저절로 경이 있다. 모양이 없다지만 경을 스스로 볼 수 있다’로 말하고 

있다. ‘평소의 경(素敬)’은 정제엄숙의 맥락에서 있는 것이다. ‘모양이 없다지만 경을 

스스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호연지기를 말할 때의 수사와 동일하다. 

맹자의 양기 일편은 제군들이 마땅히 마음을 푹 잠가서 완색해야 한다. 반드시 

실제로 알아야 비로소 된다.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하는 것은 단지 양기의 

방법이니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기르겠는가? 어떤 사물이 있어야 비로소 기른다고 

말하는 것이니 사물이 없다면 또 무엇을 기른단 말인가? 호연지기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사물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안자는 ‘우뚝하게 서 있는 듯’이라 했고, 

맹자는 ‘뛰어 오르는 듯’이라고 했다. 우뚝하고 뛰어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아야 된다.249)

호연지기는 기라고 말하는 이상 크게 형체가 있는 것이다. 뜻(志)을 말하면 무슨 

자취가 있을까만 그래도 또한 어쨌든 형상이 있다. 호연지기는 의로움을 축적해서 

생기는 것이니, 이미 이 기운이 생겼다면 그 본체로 말하면 도와 합치하고 그 작용으

로 말하면 의로움이 아닌 것이 없다. 쇠붙이로 그릇을 만드는 것에 비유하자면 

그릇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쇠그릇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것이다.250)

이정과 주희의 언설에서 숱한 순환적 언설방식은 전체적 취지의 차원에서 감안해

야 한다. ‘모양이 없다지만 경을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지경으로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을 전제한 속에서의 호연지기에 대한 체인을 말하는 것이다. 호연지기는 

경이직내의 직내와 동시적인 것, 그 때의 기상이다.251) 이것이 위에서 살펴 본 일에서

가 아닌 마음에서의 ‘의로움을 주로 함’의 실질이다. “이치에 맞는 것은 일(事)에서이

다. 의는 마음 안에 있다. 의를 주재하지 못하면 호연지기가 어디서 생겨나겠는가?(中

理在事, 義在心內. 苟不主義, 浩然之氣從何而生)” 정이는 ‘엄숙하게 의관을 바로잡고 

249) 유서 18-96 孟子養氣一篇, 諸君宜潛心玩索. 須是實識得方可. 勿忘勿助長, 只是養氣之法, 如不識, 
怎生養? 有物始言養, 無物又養箇甚麽? 浩然之氣, 須見是一箇物. 如顔子言｢如有所立卓爾｣, 孟子言｢躍如
也｣. 卓爾躍如, 分明見得方可.

250) 유서 15-42 浩然之氣, 旣言氣, 則已是大段有形體之物. 如言志, 有甚迹, 然亦儘有形象. 浩然之氣是
集義所生者. 旣生得此氣, 語其體則與道合. 語其用則莫不是義. 譬之以金爲器, 及其器成, 方命得此是金器. 

251) 유서 15-04 “하나를 주로 하여 옮겨가지 않는다는 것이 경으로 안을 곧게 하는 것이니 곧 호연지기
가 있게 된다. ‘호연하다(浩然)’는 것은 반드시 실제로 몸소 체인해야 하니, 그것은 강직하고 크게 곧아서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主一無適, 敬以直內, 便有浩然之氣. 浩然須要實識得他剛大

直, 不習無不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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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높이면 그 가운데 저절로 경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제엄숙을 말하는 

것이며, 일이 없을 때에 정제엄숙을 견지하는 속에서의 호연한 기상의 체인을 말하는 

것이다. 일이 없을 때의 의리함양의 실질이 호연지기의 체인 혹은 배양이다. 

이로써, 이제 미발논변과 관련한 정이와 여대림 양측의 전체적 모습이 파악되었다. 

요점은 다음의 말에 있었던 것이다.

비록 양기(養氣)를 말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일이다. 또 꼭 마음을 위주로 

해서, 그 마음이 자애롭고 은혜로우며 편하고 고요하고자 때문에 도에 보탬이 된다고 

하지만 또한 그렇지 않다. 맹자가 호연지기를 말한 것도 그와 다르다. 지금 ‘마음을 

보존하고 기운을 기른다(存心養氣)’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 기운만을 위하는 것이니 

또한 추구하는 것이 작다.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에 힘쓰고 근본을 버리고 말단으로 

달려가니 또한 무슨 일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252)

미발논변은 실천적으로 ‘호연지기의 배양과 규범실천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며, 

정이는 선험적 법칙(性, 理)의 층위에 근거를 갖는 도덕적 자기인식(中)의 차원에서 

둘의 순환과 상보라는 입장에 있는 반면에, 여대림은 정이와 같은 선험적 층위에 

대한 이해는 없는 일반적 차원의 ‘순수한 도덕적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애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추구한 것이며, 그것은 사려분요로부터의 출로였다. ‘적자지심’이

라고 말하는 것의 실질이 그것이다. 여대림의 순수한 도덕적 마음은 본질에서 규범실

천을 의리의 수준에서 주재하지 못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최종적 결과에서 일정하게 

포기한 것이다. 외적 규제의 도덕으로부터 주관적인 심리적 차원의 자족적인 도덕감

으로 돌아선 것이다. 여대림의 모습은 맹자가 말한 ‘묵적에서 벗어나면 양주로 간다’

는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 정이는 성(性)을 ‘선험적 차원의 법칙(道)’의 입장에 근거하

여 이해하는 반면에, 여대림이 말하는 성(性)은 ‘심리적 상태’이다. ‘중이 곧 성이다(中

卽性)’의 실제 의미가 그것이다. 여대림의 논중서에서 ‘성과 도의 관계’에 대한 정이와 

여대림의 입장 차이의 본질은 이것이다. 정이가 말하듯이 중은 성을 형용하는 것으로 

중‘이’ 성일 수는 없다. 여대림은 그림자를 보고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적자지

심을 미발이라고 말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갓난애 혹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인간의 선한 본성이 드러난 한 모습이지 자기책임하에서 자각적 능동적으로 

도덕실천을 이끌어가는 마음의 본체가 아니다. 심리적 상태로서 성을 간주하는 것은 

252) 유서 02下-03 雖謂養氣猶是第二節事, 亦須以心爲主, 其心欲慈惠安<一作虛>靜, 故於道爲有助, 
亦不然. 孟子說浩然之氣, 又不如此. 今若言存心養氣, 只是專爲此氣, 又所爲者小. 捨大務小, 捨本趨末, 

又濟甚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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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의 혐의를 면할 수 없다. 정이의 미발은 ‘도는 중이 아님이 없다(道無不中)’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현실적 심리적 차원에서는 꾸준한 호연지기의 존양과 

체인 속에서 그 기상을 분명하게 해나가는 자득과 묵식의 차원에 있는 것이다.253)

주일(主一)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 혹은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마광 같은 대유를 포함한 장재학파의 학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러 언설과 정황을 보면 모두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

으로 생각을 끊으려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순전히 마음의 차원에서 그것을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마음이 쉼 없이 외부와 교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마음의 하나됨’을 마음에서 구하면 오히려 사려분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외부에 교감하면서 경향적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에 대해서 순전히 마음의 

차원에서 그 흐트러짐을 통제하려 하면 옥상옥 혹은 양파껍질과 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려분요를 낳고, 그에 대한 처방 역시 마음의 차원에서 

사려를 끊으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사려분요의 문제에서 파악해야 할 것은 사려분요의 현실적 모습이다. 사려분요의 

현실적 모습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마음과 생각이 혼란되어 

있는 것이다. 소계명이 하나의 일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다.254) 결국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쉼 없이 일어나고, 또 일이 발생하면 생각과 일이 뒤섞여서 더욱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출구는 ‘마음으로 마음을 통제하려는’ ‘마음의 폐쇄회로’로부터 빠져나

오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 행태 속에서 마음은 강박적 구조를 가진 일종의 감옥이 

되기 때문이다. 정제엄숙은 마음의 폐쇄회로를 벗어나는 출구이다. 정제엄숙은 마음

의 하나됨의 기초를 몸(신체)에 두는 것이다. 정제엄숙에 의해서 ‘사려분요’, 그 현실

적 모습으로서의 ‘마음의 안정과 사물에 대한 대응의 무질서한 착종과 혼란’의 기제가 

정돈될 수 있는 해결의 가능성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성서』에서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정과 장재학파를 포함한 그 주변 학자들의 핵심적 문제였음을 우선 

확인하자. 

물론 정제엄숙을 한다고 해서 단번에 이전의 사려분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253) 이상의 내용은 문집 9-19「與呂大臨論中書」참조. 주희의 「未發已發說」은 이 내용의 논점을 
잘 요약하고 있다. 주희집 권67「已發未發說」참조. 

254) 유서 18-83 季明曰:｢昞常患思慮不定, 或思一事未了, 佗事如麻又生, 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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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가 말하듯이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습관을 들이는 과정’은 맹목적

인 것이 아니다. 정제엄숙은 사물(四勿)을 핵심으로 하며, 사물(四勿)은 자발적 도덕

판단(‘是非’)에 기초한 도덕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사물(四勿)과 정제엄숙은 행동

의 기제 속에 있다. 사물(四勿)과 정제엄숙은 가장 기초적인 도덕실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마음의 안정과 사물의 대응’을 주재하는 마음의 본체를 확립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부이자 도덕실천이다. 이는 정호가 극기복례를 ‘도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때 이미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며, 또한 초월적 경도를 비판하고 

비근한 인륜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의 실질적 내용이다. 정호의 경설이 정이로 그대로 

이어져서 완성된 것이 정제엄숙에 기초한 주일무적이다. 

미발과 이발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의 안정과 사물의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정제엄숙은 일이 있건 없건 그 자체로 유지되고 지속되는 공부로 미발과 

이발에 공통분모로 지속되는 것이며, 그 기제 속에서 주경과 주사, 경과 의의 연속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주일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무적’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과 ‘일에 집중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 주일무적은 정제엄숙이 정립됨으로써 

정립된 것, 곧 ‘주일’에 ‘무적’을 덧붙임으로써 정립된 것이며, ‘무적’의 의미는 주경과 

주사, 경와 의에 공통되는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로서의 사물과 정제엄숙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일무적은 『유서』의 단 2곳에 나올 뿐이며, 그 

문장들은 모두 여대림의 양기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을 원래부

터 있었거나 혹은 다른 경공부의 조목들처럼 애초에 유학의 고전들에 있었거나 유사

한 내용을 조금 정돈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막연히 간주하는 것은 이정 경설의 

실제 사실이 아니다. 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은 정이가 여대림과의 미발논변을 거치면

서 핵심적으로 여대림의 허정양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경설의 완성태이며, 

정이의 미발론을 실천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정이 미발론의 최종명제는 ‘경이

무실’이다. 

경을 유지해서 놓치 않는 것이 곧 ‘희노애락이 발하지 않은 것을 일컬어 중이라고 

한다’이다. 경을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경을 유지해서 놓치 않는 것이 곧 중의 

방법이다.255)

중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정정당당하고 위와 아래를 곧장 꿰뚫는 

바른 이치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옳지 않다. 오직 경을 유지해서 놓치 않는 것이 

255) 유서 02上-202 敬而無失, 便是｢喜怒哀樂未發之謂中｣也. 敬不可謂之中, 但敬而無失, 卽所以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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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극진하다.256)

경이무실은 내용적으로 ‘정제엄숙에 기초하는 주일무적’을 말하는 것이다. ‘경이무

실’은 정제엄숙의 측면에서 마음을 안정시켜 ‘뜻이 기에 의해 움직이는(氣動志)’, 

곧 혈기의 조장을 방지하는 것에 기초해서, 주일무적과 결합하여 의(義)의 실천 속에

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것이 실천주체의 기질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의리에 점점 밝아지게 되는 존양공부의 실질이며, 그 이상적 경계가 

‘공경하면서 편안함(恭而安)’, ‘화평하고 즐거움(和樂)’이다.257)

256) 유서 11-167 ｢中者,天下之大本.｣ 天地之間, 亭亭當當, 直上直下之正理, 出則不是, 唯敬而無失最

盡.

257) 첫번째 유서 02上문장은 정이의 말로, 두번째 유서 11은 정호의 말로 보인다. 특히 두 문장은 
내용적으로 동일하지만, 첫 번째 문장은 미발론의 맥락에서 말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첫 

번째 문장의 출처인 유서 02上은 「동견록」으로 누구의 말인지 표시가 없으며, 두 번째 문장은 정호의 
말로 편제되어 있는 유서 11에 나온다. 주희는 문집과 어류에서 두 말에 대해서 통칭해서 정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 문장에서 대해서는 정이의 말로 말하는 구절이 보인다. 어류62:79 “戒愼

恐懼是未發, 然只做未發也不得, 便是所以養其未發. 只是聳然提起在這裏, 這箇未發底便常在, 何曾發?” 
或問: “恐懼是已思否?” 曰: “思又別. 思是思索了, 戒愼恐懼, 正是防閑其未發.” 或問: “卽是持敬否?” 曰: 
“亦是. 伊川曰: ‘敬不是中, 只敬而無失卽所以中.’ ‘敬而無失’, 便是常敬, 這中底便常在.” 淳. 주희는 두 

문장을 모두「이발미발설」에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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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발의 의미와 경의 이론적 의의

이하에서는 미발지중을 도덕적 자기의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논지를 주로 삼아 

한편으로 생각(思), 다른 한편으로는 경의 정신적 특성을 두 축으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겠다. ‘경의 정신적 특성’과 ‘생각의 근원성’의 결합, 그것을 도덕적 자기의식으

로 보려고 한다. 생각은 ‘성스러움의 근원(思曰睿睿作聖)’이자 ‘마음의 혼란의 근원

(思慮紛擾)’이다. 한편, 경은 생각의 들끓음을 에 해결할 수 있는 모종의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미발논변은 ‘생각과 경’의 주위를 돌고 있다. 

정이와 여대림의 미발론은 애초에 ‘생각의 들끓음’이라는 문제에서 촉발된 것이다. 

정이의 미발론은 사려분요에 대해서 경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발전, 

정립된 도식이며, 생각을 끊으려고 하는 경향적으로 선정을 향하는 실천행태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있다. 내용적으로, 경은 사람의 생각이 감각지각에 의해서 제멋대로 

발생하고(‘紛擾’), 마음이 외부로 달려나가는(‘走作’) 것을 통제함으로써258), 결과적

으로 사물에서의 의리를 올바르게 생각하고(‘思慮’), 감정이 경향적으로 애초에 그 

발생에서부터 중절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발생한 감정에 대한 살핌(‘察’)과 반성(‘省’)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감정의 부중절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생각이 감각지각

에 따라 제멋대로 발생하는 것에 있다. 그 기제가 통제됨으로써 경향적으로 감정이 

중절하게 된다. 이런 ‘마음의 주재’의 기강이 강화, 순숙해지면 발생한 감정에 대한 

‘살핌과 반성(省察)’이 쉬워진다. 

경(敬)字는 동(動)과 정(靜)을 관통해 있습니다. 단지 미발(未發)의 상태에서는 

혼연(渾然)하니, 이는 경(敬)의 체(體)입니다. 미발인 것을 알고서 경(敬)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하게 되면 일에 따라 성찰(省察)하여 경(敬)의 용(用)이 행해집니

다. 그러나 체(體)가 평소에 서 있지 않으면 성찰(省察)의 공(功)이 베풀어질 근거가 

258)『주희집』권40-17「답하숙경7」(38세) “‘이목(耳目)의 기능이 곧 마음의 기능이다’는 말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목과 심(心)은 각각 주관하는 것이 있으니 어찌 똑같이 하나의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

까? 보고 들음에 얕은가 막히는가는 방법이 있고 마음의 신명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는 사이에 반드시 마음으로 제어한 연후에 그 올바름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목의 욕심을 
좇는데 마음이 그것을 주재하지 못하면 사물에게 이끌리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상채(上蔡)가 

논한 안자와 증자가 공부한 곳을 살펴보면 ‘먼저 그 큰 것을 세운다’는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경에
서 ‘귀와 눈에 사역당하지 말아 온갖 법도를 바르게 하소서’라고 한 것도 이 뜻입니다.”(耳目之官卽心之官
也’, 恐未安. 耳目與心各有所主, 安得同爲一官耶? 視聽淺滯有方, 而心之神明不測, 故見聞之際必以心御

之, 然後不失其正. 若從耳目之欲而心不宰焉, 則不爲物引者鮮矣. 觀上蔡所論顔曾下功處, 可見先立乎其大
之意矣. 書之“不役耳目, 百度惟貞”亦此意也.) 마음의 감각기관에 대한 통제능력은 『맹자』 고자상15
의 大體小體에 관한 문장에서의 心과 耳目의 관계를 말하는 것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마음의 직능은 

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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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敬)과 의(義)는 두 가지로 딱 끊어진 일이 아니고, 반드시 

일삼음이 있되 기필하지 않으며, 마음에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않는다면, 이 마음

이 우뚝하여 동정(動靜)을 관통하니 경이 서고 의가 행해져 어디를 가든 천리(天理)

의 바름이 아님이 없습니다.259)

사단을 포함한 희노애락의 감정을 품고 있고, 감정이 발생했을 때 성찰을 가능케 

하며, 생각의 발생이 없이 그 자체로 깨어있는 동시에 또한 사태에 즉해서 생각을 

내는 본체로서의 ‘미발의 의식’은 ‘도덕적 자기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경과 의의 연속과 통일 속에 있는 마음의 본체, 주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일’의 

의미이기도 하다. 도덕적 자기의식은, 그 형식에서 자기의식 곧 자기자신으로 향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각지각에 의해서 생각이 제멋대로 일어나는 의식의 

외화를 통제한다. 또한 그 내용에서 ‘도덕적 인식’을 본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 자기의식은 감각지각에 의해서 외부로 치닫는 욕망의 기제를 반대로 

돌려서 ‘사물(四勿)’, 곧 예가 아니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도덕실천을 주재한다.260)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차원의 도덕실천이지만, 그 

속에는 ‘경과 의의 연속과 통일’이 있다. 소계명과의 긴 문답록은 정이가 ‘사물(四勿)’

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정이의 사물(四勿)과 관련한 주희의 다음의 언설은 사물(四勿)을 실천하는 근거에 

‘생각(思)’이 놓여있으며, 그것이 의식으로 현전하는 것이 아닌 근원적 차원의 ‘도덕

적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지각, 곧 도덕적 자기의식’임을 말하고 있다.261)

259)『주희집』권43-43「답임택지21」(40세) 敬字通貫動靜, 但未發時則渾然是敬之體, 非是知其未發, 

方下敬底工夫也. 旣發則隨事省察而敬之用行焉, 然非其體素立, 則省察之功亦無自而施也. 故敬義非兩截
事,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 則此心卓然, 貫通動靜, 敬立義行, 無適而非天理之正矣.

260) “또 물었다. 맹자가 ‘마음은 드나듦에 일정한 때가 없다’고 한 것은 어떻습니까? 말했다. 마음은 
본래 드나듦이 없다. 맹자는 붙잡고 놓치는 것에 근거해서 말했을 뿐이다. 백온이 물었다. 사람이 외물을 
좇는 것은 마음이 좇는 것 아닙니까? 말했다. 마음은 드나듦이 없으니, 외물을 좇는 것은 욕망이다. 

유서 22上-97 又問:孟子言心出入無時, 如何. 曰:心本無出入. 孟子只據操舍言之. 伯溫又問:人有逐
物, 是心逐之否. 曰:心則無出入矣, 逐物是欲.”

261) 우리는 현재도 ‘의식’을 단지 ‘감각지각’의 차원에서 말하지 않고, 생각 심지어는 사상적 내용과 

관련시켜 말한다. ‘그 사람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는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자기주견, 자기생각을 가진 
사람, 나아가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포함할 수 있다. 논문의 필자는 바로 이와 같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의식’이란 말이 주희의 ‘心의 知覺’의 실제 뜻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미발시의 ‘思慮未萌而

知覺不昧’는 그 형태에서 ‘의식이 깨어있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渾然在中’. ‘一性渾然, 道義全具’이다. 
『주희집』 권46-43 「답호백봉3」 (42세) “그러나 ‘지각(知覺)’이라는 두 글자가 가리키는 것에는 
본디 깊고 얕음이 있습니다. 만약 얕은 것으로 말하자면 지각이란 역시 천리와 인욕의 구분을 아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천리와 인욕의 구분이 있은 뒤라야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 인을 실천하는 공부를 
할 수 있으니,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위의 문장과 연속하여 읽으면서 다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다면 
지각이라는 것이 인에서 스스로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다면 ‘각(覺)’자가 가리키는 뜻이 이미 

깊어서 인에 힘씀을 오래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으니, 아무런 연고도 없이 먼저 스스로 깨우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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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기(克己)하는 것의 항목에서 생각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논하신 바는 

대개 괜찮습니다만,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홍범(洪範)의 

다섯 가지 일은 ‘생각’을 주로 삼고 있는데, 대개 볼 수는 없지만 네 가지의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아 간직하기를 점진적으로 하여 반드시 그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법도로 삼는다면 절근하고 명백하여 쉽게 유지하여 지킬 수 있습니

다. 그래서 다섯 가지 일의 차례에서 생각이 가장 뒤에 있는 것이고, 공자도 이 

가운데서 사물(四勿)은 골고루 들었으면서도 생각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개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고 쉽게 지킬 수 있는 법도를 따라서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마음을 기르도록 하려 한 것입니다. 오래도록 꾸준히 해서 

해이하지 않으면 안밖이 하나로 되어 사사로운 뜻이 용납되지 없습니다. 정자의 

사물잠(四勿箴)의 뜻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세히 음미하신다면 또한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262)

홍범의 다섯 가지 일은 ‘용모(貌), 말(言), 보기(視), 듣기(聽), 생각(思)’으로, 사물의 

시청언동에 생각(思)이 덧붙여져 있다.263) 주희는 오사가 생각(思)를 주로 하지만 

순서에서 마지막에 놓인 것은 ‘용모(貌), 말(言), 보기(視), 듣기(聽)’를 실천하는 사이

에서 행해지는 생각(思)을 ‘잡아 보존(操存)’하게 하려는 뜻을 가진 것이며, 사물도 

기본적으로 오사와 동일하며, 생각(思)을 말하지 않은 것은 ‘볼 수 있고 쉽게 지킬 

수 있는 법도(可見易守之法)’에 따라서 배우는 자가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마음(不

可見不可係之心)’을 스스로 기르도록(‘養’)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물(四

勿)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오래도록 꾸준히 해서 해이하지 않으면 안밖이 

하나로 되어 사사로운 뜻이 용납되지 않는 것(至於久而不懈, 則表裏如一而私意無所

容)’은 미발을 말하는 것이다.

도덕적 자기의식(未發知覺)은 그 자체는 고요하지만 내용적 본질에서 자신의 예의

와 의리를 실천하는 능동적 의식이다. 여기에 견문과 시청의 구분, 그 문제의 해답이 

도리어 깨우친 뒤에 비로소 힘쓰는 터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然覺知二字, 所指自有淺深. 若淺言之, 
則所謂覺知者亦曰覺夫天理人欲之分而已. 夫有覺於天理人欲之分, 然後可以克己復禮而施爲仁之功, 此則
是也. 今連上文讀之而求來意之所在, 則所謂覺知者乃自得於仁之謂矣. 如此則‘覺’字之所指者已深, 非用力

於仁之久, 不足以得之, 不應無故而先能自覺, 却於旣覺之後方始有地以施功也.)

262)『주희집』권43-16「답진명중39」(39세) 克己之目不及思, 所論大槪得之, 然有未盡. 熹竊謂洪範五

事, 以思爲主, 蓋不可見而行乎四者之間也. 然操存之漸, 必自其可見者而爲之法, 則切近明白而易以持守. 
故五事之次, 思最在後, 而夫子於此, 亦徧擧四勿而不及夫思焉. 蓋欲學者循其可見易守之法, 以養其不可見
不可係之心也. 至於久而不懈, 則表裏如一而私意無所容矣. 程子四箴, 意正如此. 試熟玩之, 亦自可見. 學固

以至聖爲極, 習固是作聖之方, 然恐未須如此說. 且當理會聖賢之所學者何事, 其習之也何術, 乃見入德之
門. 所謂切問而近思也.

263)『상서, 주서』 「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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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 -

있다. 경에 의해 확립되는 도덕적 자기의식(未發知覺)은 견문에 이끌리는 수동적 

차원의 감각지각의 기제를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의 일, 곧 예의와 의리의 실천에 

전일한 속에서 시청을 주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시청은 시비판단을 기초로 

한다. 그로부터 최종적 결과에 있는 것이 사물, 곧 ‘예가 아니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임(동작)에 이치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곧 예이다. 예는 

곧 이치다. 천리가 아니면 사욕이다. (의로움을 모르면) 사람이 비록 선을 행하는 

것에 뜻을 가졌더라도 또한 예가 아니다. 인욕이 없으면 곧 모두 천리이다.264)

예는 반드시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예가 높이는 것은 의로움을 높이는 것이다. 

의로움을 잃고 도수에 급급하는 것은 축사의 일에 불과하다.265)

‘예가 아니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예를 행하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묻게 되는 것은 ‘예를 행하라’고 

하지 않고, 왜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가이다. 그것은 예가 시비판단, 

형식에서 자기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예를 행하라’는 것은 순자와 

같은 자기판단이 없는 외적 규제의 도덕이 될 수 있다. 자기의 시비판단에 근거하는 

예의 실천이 ‘의를 높이는 것(尊其義)’이다.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는 한 문장이 

‘마음에서의 시비판단’과 ‘몸에서의 예의 실천’을 포괄한다. 그것이 ‘극기’와 ‘복례’이

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 그것을 쌓고 익히면 

참으로 큰 공효가 있다. 예는 어디에 있는가?266)

예악은 나아가고 돌아서는 사이(거동과 행실)에 있다. 성정의 바름을 얻는 것이

다.267)

극기복례는 자신의 거동과 행실(‘進反’)로 단지 외적 규범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정의 바름(‘性情之正’)을 얻는 것이다. 극기복례는 함양의 실제적인 일로서 

264) 유서 15-17 視聽言動, 非理不爲, 卽是禮, 禮卽是理也. 不是天理, 便是私欲. 人雖有意於爲善, 亦是
非禮. 無人欲卽皆天理.

265) 유서 17-22 大凡禮, 必須有義[意]. 禮之所尊, 尊其義也. 失其義, 陳其數, 祝史之事也.

266) 유서 06-27 非禮不視聽言動, 積習儘有功, 禮在何處?

267) 유서 03-113 禮樂只在進反之間, 便得性情之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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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 차원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극기복례는 

마음의 차원에서 시비판단에 근거하면서 자신의 거동과 행실을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행하는 행위로서 그것에는 이미 ‘경과 의의 연속과 통일’이 있으며, 본질에서 함양이

며, 높은 차원의 함영의리의 기초가 된다.

흠부의 미발(未發)에 관한 논의는 참으로 분별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 

요즈음에 와서야 경(敬)이라는 한 글자가 진실로 성학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요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반드시 먼저 앎을 이룬(致知) 뒤에라야 경에 

힘을 쓸 수 있다고 한 논의는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대개 옛 사람들은 소학(小學)을 

거쳐서 대학(大學)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물뿌리고 비질하고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때에 잡아 지키는 것이 굳고 안정되어 함양공부가 순수하고 익숙했으며, 

그렇게 오래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대학의 순서는 특히 소학에서 이미 이룬 

성취에 기초해서 사물에서의 격물치지로 시작을 삼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루도 

소학에 종사한 적이 없으면서 반드시 먼저 앎을 이룬 뒤에라야 경을 베풀 곳이 

있다고 말하니, 무엇을 위주로 하여 사물에 이르고 앎을 이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는 말하기를, ‘도(道)에 들어가는 데는 경(敬)만 한 것이 없다. 앎을 

다할 수 있으면서 경에 있지 않은 이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경(敬)을 논하여 

이르기를, ‘다만 경을 오래도록 간직하면 천리(天理)가 저절로 밝아진다’라고 하였습

니다. 미루어서 올라가면 옛 성현들의 말도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상고하여 몸으로 체험해 보시면, 지금 사람들의 말과 정자의 말의 득실(得失)을 

볼 수 있습니다.268)

지금 사람들은 소학에 대한 함양공부가 없이 단지 대학이 격물(格物)을 맨 처음으

로 한다는 것을 보고서, 곧바로 사려(思慮)와 지식(知識)으로써 구하려고 하고 다시 

잡아 보존해야 할 곳에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설사 (사려와 지식으로) 십분 헤아린다

할지라도 의거할 만한 실제적 바탕이 없습니다. 경(敬)자는 위와 아래를 꿰뚫는다는 

의미이고, 격물치지(格物致知)는 그 사이에서 절차에 따라 나아가는 곳입니다.269)

268)『주희집』권42-1「답호광중1」(41세) 欽夫未發之論誠若分別太深 ...... 近來覺得‘敬’之一字眞聖學
始終之要, 向來之論謂必先致其知然後有以用力於此, 疑若未安. 蓋古人由小學而進於大學, 其於灑掃應對

進退之間, 持守堅定, 涵養純熟, 固已久矣. 是以大學之序, 特因小學已成之功而以格物致知爲始. 今人未嘗
一日從事於小學, 而曰必先致其知然後敬有所施, 則未知其以何爲主而格物以致其知也. 故程子曰: ‘入道莫
如敬, 未有能致知而不在敬者.’ 又論敬云: ‘但存此久之, 則天理自明.’ 推而上之, 凡古昔聖賢之言, 亦莫不如

此者. 試考其言而以身驗之, 則彼此之得失見矣.

269)『주희집』권43-41「답임택지19」(41세) 今人從前無此工夫, 但見大學以格物爲先, 便欲只以思慮
知識求之, 更不於操存處用力. 縱使窺測得十分, 亦無實地可據. 大抵敬字是徹上徹下之意, 格物致知乃其間

節次進步處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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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기복례와 소학공부는 이론적으로 동일한 차원에서 말해지는 것이다. 극기복례

의 방법은 사물 곧 경이며, 소학공부의 실질 또한 극기복례이며, 소학의 망실을 복구

하고 대학의 격물치지의 기초가 되는 것이 경이다. 극기복례, 사물에는 이미 낮은 

수준의 ‘경과 의의 연속과 통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래도록 보존하면 자연히 밝아진다(存久自明)’, ‘천리는 자연히 밝아진다(天理自然

明)’라는 주장의 본질은 ‘경과 의의 연속과 통일’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극기복례, 

사물의 수준에서의 예’에 근거하는 것이다. ‘경과 의의 연속과 통일’을 가지는 ‘극기복

례, 사물의 수준에서의 경’의 본체가 ‘미발지각, 도덕적 자기의식’이다. 도덕적 자기의

식은 ‘극기복례, 사물’의 수준에 이미 분명한 것이며, 그에 기초해 전개되는 보다 

높은 수준의 격물치지와 함영의리에도 항상 동일한 것이다. ‘사물(四勿)’은 이 모든 

이론적, 실천적 차원의 내용들을 집약하고 있는 것이다. 

정주도학의 경설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요점은 경에 감각수용에 대한 통제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물(四勿)의 이론적 의의이자, 경의 이론적 

의의이다. 인간 정신의 감각수용에 대한 통제능력은, 외부로부터 감각지각과 관련하

여 그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주체의 실천적 관심에 근거하

여 걸러내고 정돈함을 말한다. 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명백한 것이다. 가장 명백

한 사례가 수면상태의 꿈이다. 정이는 꿈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한다. 

물었다. 낮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밤이 되어 꿈에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말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의 꿈에 보이

는 일들이 어떻게 하루 나절에 있었던 일 뿐이겠는가? 또 한 수십 년 전의 일도 

있다. 꿈에서 보이는 것은 예전부터 이 일이 마음속에 담겨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감응하게 되거나, 혹은 기운이 서로 감응하게 된 뒤에 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낮에 싫어했던 것도 때로 꿈에 보이는 것이다. 비유하자

면 물이 파도에 흔들려 일단 물결이 일어나면 바람이 잦아들더라도 물결은 솟구치며 

그치지 않는 것과 같다. 보존하고 기르는 노력이 오래된 사람은 이와 같지 않다. 

그래서 성현은 그런 꿈은 꾸지 않고, 조짐이 있는 경우에만 꿈에 드러날 뿐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기운이 맑아서 꿈을 꾸지 않는 이가 있는 반면에 기운이 탁해서 

꿈을 꾸지 않는 이도 있다. 성인이 꿈을 꾸지 않는 것은 기운이 맑기 때문이다.270)

270) 유서 18-84 問:｢日中所不欲爲之事, 夜多見於夢, 此何故也?｣ 曰:｢只是心不定. 今人所夢見事, 豈特

一日之間所有之事, 亦有數十年前之事. 夢見之者, 只爲心中舊有此事, 平日忽有事與此事相感, 或氣相感, 
然後發出來. 故雖白日所憎惡者, 亦有時見於夢也. 譬如水爲風激而成浪, 風旣息, 浪猶洶湧未已也. 若存養
久底人, 自不如此, 聖賢則無這箇夢. 只有朕兆, 便形於夢也. 若孔子夢周公之事, 與常人夢別. 人於夢寐間, 

亦可以卜自家所學之淺深, 如夢寐顚倒, 卽是心志不定, 操存不固.｣如揚子江宿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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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일반인과 달리 잡스런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다. 수면은 마음을 완전히 

놓은 상태이며, 외적인 감각이 없지만 마음에 저장된 기억감각 속에서 생각이 제멋대

로 일어나는 상태이다. 수면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인간의 정신에 감각수

용에 대한 통제능력이 있음을 명백히 확정할 수 있다. 수면상태에서는 정신을 완전히 

놓고 있기 때문에 기억감각에 의해서 생각이 제멋대로 발생한다. 수면상태가 아닌 

깨어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근원을 두고 발생하는 감각지각을 그 수용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신이 깨어있는 것이며 이론적으로 의식의 

자기통일성, 실천적으로 인간이 정신적 삶을 영위하는 본체로서의 주재적 의식, 

곧 자기의식이다. 사려분요의 바탕은 외부의 감각에 의해서 생각이 제멋대로 일어나

는 것에 있다. 정이의 말을 면밀히 보면 정이는 일반사람들은 수면상태가 아니더라도 

혼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보존하고 기르는 노력을 오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주재가 확립되지 않으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아와 같아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갖 일과 마주치게 된다.271)

경이 감정을 중절을 가능케 한다는 것은 경에 감각지각의 수용에 대한 통제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의 부중절은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그 현실적 바탕은 

감각에 의해 생각이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에 있다. 일단 그 바탕의 기제가 안정되어야 

올바른 시비판단의 조건이 성립된다. 이것이 경이 감정의 중절을 가능케하는 기초가 

되는 이유이다. 경은 무엇보다 마음이 ‘바깥으로 제멋대로 내달리지(外馳, 向外走作)’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자가 인(仁)을 묻는 문인들에게 답변한 것이 서로 다르지만, 큰 요점은 경(敬)을 

입문처로 삼음으로써 일상생활의 익숙한 곳에서 깨달아 함부로 내달리지 못하도록 

한데 있습니다. 지금의 배우는 사람들이 앞과 뒤(知와 行)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실천과 이해가 서로 바탕이 되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272)

경이 갖는 감각수용에 대한 통제능력은 정신의 일반능력이다. 우리가 많은 실수와 

착오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정신이 가진 감각수용에 

대한 통제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정신의 감각수용에 대한 통제능력이 없다면, 

정신적 삶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아마도 미쳐버릴 것이다. 바로 정이가 여대림에 

271) 유서 02下-18 人心作主不定, 正如一箇翻車, 流轉動搖, 無須臾停, 所感萬端.

272) 주희집 권42-24「답석자중5」(39세) 觀夫子答門人爲仁之問不同, 然大要以敬爲人門處, 正要就

日用純熟處識得, 便無走作. 非如今之學者, 前後自爲兩段, 行解各不相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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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말한 것이 그것이다. “이전의 사려분요는 예의(禮義) 때문도 아니고 일(事) 

때문도 아니다. 그와 같다면 미친 사람일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을 비전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도학의 경설과 마음이론을 일반적인 차원의 정신과 마음에 대한 

이론과 다른 어떤 특별한 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273) 

사물,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의 

일반역능으로서의 감각수용에 대한 통제능력, 나아가 자발적 행위능력을 도덕적 

관점과 결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사물(四勿)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勿視勿聽)’ 정신의 감각수용에 대한 통제능력, 나아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勿言勿動)’ 자발적 행위능력에 기초하는 것이며, 정이는 사물에

서 정신의 일반능력, 곧 경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감각수용에 대한 통제능력, 

경에 본래 도덕적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가 포함한다. 말하자면, 감각수용에 대한 

통제능력 혹은 정신의 일반능력으로서의 경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성격을 가진다는 

뜻이다. 경은 ‘인간의식의 자기통일적 역능(主一)’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경의 정신적 특성’이며 통상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의

식의 자기통일적 역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敬이다. 인간의 의식은 외부세계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이것이 대요점이다. 정이는 경의 정신적 특성과 도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은 예로 말하고 있다. 

허발이 아들과 창을 사이에 두고 잠을 잤는데, 허발은 그의 아들이 책을 읽는지 

읽지 않는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선생은 “이 사람이 경을 유지하는 것이 이와 

같다. 어찌 이런 성인이 있었던가!”라고 했다.274)

다른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자기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좋은 말을 

단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경건히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에 전일하기 때문이다. 

안에 전일하면 바깥의 것은 들어오지 못한다. 경하면 마음이 비워지기 때문이다. 

반드시 일삼되 잊지 말아야 하니, 진중하게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좋지 않게 될 

273) 유서 15-49 “‘경으로 안을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안에 주재가 있으면 텅 비어져 저절로 그르고 

치우친 마음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데 어떻게 텅 비지 않겠는가? ‘반드시 일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반드시 경을 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우며 또한 공부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사람들이 논한 것과 비슷하지만 (이렇게) 그것을 (오래) 유지하면 반드시 구별이 

있다.”(｢敬以直內｣, 有主於內則虛, 自然無非僻之心. 如是, 則安得不虛? ｢必有事焉｣, 須把敬來做件事著. 
此道最是簡, 最是易, 又省工夫. 爲此語, 雖近似常人所論, 然持之<一本有久字.>必別.)

274) 유서 03-84 許渤與其子隔一窗而寢, 乃不聞其子讀書與不讀書. 先生謂, 此人持敬如此. 曷嘗有如此

聖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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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 보고 들음에 접하지 않는데 이르게 되니 이것이 

배우는 자의 일이다. 배움의 시작에서 어찌 여기에서부터 해나가지 않을 수 있겠는

가? 성인의 단계에 이르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275)

정주도학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하여 대략적으로 말해서 세 수준의 층위를 놓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순수선험적인 천리유행의 차원, 미발지각의 차원, 

감각지각의 차원이다. 덕성지와 문견지는 지각의 차원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수준을 실천적 차원에서 종합하고 있는 것(‘大本’)이 

미발지각, 곧 도덕적 자기의식이며, 그 실천적 강령이 경이다. 감각수용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가지는 정신의 일반능력 혹은 특성으로서의 경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자기

의식, 곧 인간의식의 외부세계에 대한 독립성’이다. 그것을 정주도학은 ‘주일’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며, 경을 통해서 생각과 외부지각의 무한한 교감 속에서 

발생하는 혼란한 의식, 곧 사려분요를 그치게 하고 주재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276) 

‘생각(思)’과 ‘앎(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하나는 감각지각과 결합

하여 흔히 말하는 대로 ‘외부로 달려 나가거나’, ‘사물에 얽매이게’ 되어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는’ 방향이다. 반대 방향은 앎과 생각이 내부에 머무는 것이다. 앎과 

생각이 내부에 머무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내밀하게는 함영의리이며 

외적으로는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이다. 경은 ‘전환의 기틀’이

다. 곧 외부로 흐트러진 마음을 내부로 수습해서 ‘하나가 되게(主一)’ 하는 것이 

경이다. 이 기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생각(思)’이다. 생각은 내외로 쉼없이 횔동

하고 있다. 앎과 비교하면, 앎이 거북이라면 생각은 아킬레스라고 말할 수 있다. 

“들고 남에 때가 없고 그 방향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의 본질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의 실행조목으로 ‘생각으로 바르게 함(正思慮)’이 말해지는 이유는 

275) 유서 15-88 有人旁邊作事, 己不見, 而只聞人說善言者, 爲敬其心也, 故視而不見, 聽而不聞, 主於一

也. 主於內則外不入, 敬便心虛故也. 必有事焉, 不忘, 不要施之重, 便不好. 敬其心, 乃至不接視聽, 此學者之
事也. 始學, 豈可不自此去? 至聖人, 則自是從心所慾不踰矩. 이 문장은 ‘보고 들음에 접하지 않는 것(不接
視聽)’, 곧 사물(四勿)을 구체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276)『중용혹문』 當其未發，此心至虛，如鏡之明，如水之止, 則但當敬以存之, 而不使其小有偏倚. 至於
事物之來, 此心發見, 喜怒哀樂各有攸當, 則又當敬以察之, 而不使其小有差忒而已. 未有如是之說也. 且曰
未發之前, 則宜其不待著意推求, 而了然心目之間矣. 一有求之之心, 則是使爲己發, 固已不得而見之, 況欲

從而執之, 則其爲偏倚亦甚矣, 又何中之可得乎. 且夫未發已發, 日用之間固有自然之機, 不假人力. 方其未
發, 本自寂然, 固無所事於執. 及其當發, 則又當即事即物, 隨感而應, 亦安得塊然不動而執此未發之中耶. 
此爲義理之根本, 於此有差, 則無所不差矣. 此呂氏之說, 所以條理紊亂, 援引乖刺, 而不勝其可疑也. 程子譏

之, 以爲不識大本, 豈不信哉. ‘마음과 눈 사이에서 분명한 것(了然心目之間)’. 그것은 ‘자기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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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생각(思)’에 의해서 

성인과 광인이 나누어진다. 

‘경의 정신적 특성’과 ‘생각의 근원성’의 결합은 도덕적이다. 이것이 함양의 본질이

다. 함양은 격물치지를 통해서 얻은 의리를 자기의 것으로 익히고 의미화시키는 

과정(‘習’, ‘熟’)이며, 생각이 깊어지고 익어가는 과정이다. 사물(四勿)과 공경(恭敬) 

속에 이 기제와 과정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 사물과 공경은 평상하고 비근한 

인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이다. 

음식과 언어의 도를 다할 수 있으면 거취의 도를 다할 수 있다. 거취의 도를 다할 

수 있으면 삶과 죽음의 도를 다할 수 있다. 음식과 언어, 거취와 사생은 크고 작을 

뿐 형세가 똑같다. 그러므로 군자의 배움은 은미한 곳으로부터 현저한 곳으로 나아가

고, 작은 것으로부터 모양이 갖추어진 것으로 나아간다. 주역에서는 ‘삿됨을 막고 

성실함을 보존한다’고 했다. 삿됨을 막으면 성실함을 저절로 보존된다. 삿됨을 막는 

것은 바로 언어와 음식, 진퇴, 그리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에 있을 뿐이다.277)

다수의 연구들이 정주도학의 경이 불교의 선정에서 취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와 같은 견해는 분명 보고 있는 점이 있긴 하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선정에서 

취한 것이 아니고 선정에서 자극을 받고 선정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학 본연의 ‘심술’을, 

논어의 ‘修己以敬’, ‘敬而無失’, ‘克己復禮, 四勿’, ‘忠信篤敬, 參前倚衡’과 맹자의 ‘必有

事焉, 勿忘勿助’를 요점으로 삼고 유학 고전에 산재해 있는 경과 관련된 실천조목들에 

근거해서 경설로 발명한 것이다. 경과 선정은 ‘주일’에 유사점이 있다. 마음 혹은 

의식의 차원에서 보면 경과 선정은 구분하기 어렵다. 차이는 신체와 행동의 차원에 

있다. 정주도학이 경의 실천방법으로 사물(四勿)과 정제엄숙을 말하는 이유이며, 

그로부터 정주도학과 불교의 모든 사상이론적 차이가 결정되어 있다.278) 정호 벽불

론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는 『유서』2上-84의 문장은 최종적 결론으로 불교의 선정

이 일종의 ‘경이직내’이지만 ‘그 뿌리가 옳지 않다(其本亦不是)’고 말하는 있는 바, 

그 말은 이후로 전개될 정주도학의 경설과 그 체계의 전체적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정과 주희가 도학의 내외에서 비판하고 있는 학파들은 결국 불교에 사상이론

277) 유서 25-15 能盡飮食言語之道, 則可以盡去就之道; 能盡去就之道, 則可以盡死生之道. 飮食言語, 
去就死生, 小大之勢一也. 故君子之學, 自微而顯, 自小而章. 易曰:｢閑邪存其誠.｣ 閑邪則誠自存, 而閑其邪

者, 乃在於言語飮食進退與人交接之際而已矣.

278) 유서 15-97 釋氏之說, 若欲窮其說, 而去取之, 則其說未能窮, 固已化而爲佛矣. 只且於迹上考之. 
其設敎如是, 則其心果如何. 固難爲取其心, 不取其迹. 有是心則有是迹. 王通言心迹之判, 便是亂說, 不若且

於迹上斷定不與聖人合. 其言有合處, 則吾道固已有. 有不合者, 固所不取, 如是立定, 却省易<一作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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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젖줄을 대고 있었던 사상적 경향성들이다. 송대학술의 대세는 불교에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도학의 내부토론에서 이정과 주희에 의해 비판된 장재학파와 호남학

파가 애초 강력한 벽불론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이정과 주희는 ‘우리의 도의 자립

(吾理自立)’이라는 견결하고 순정한 입장에 입각했으며, 그 속에서 불교에 대한 포폄

이 자유로울 수 있었다.279) 선불교로 전개된 불교의 학술의 요지는 의식(知覺)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정주도학과 불교의 공통지반과 차이는, 정주도학이 

이미 불교에 의해서 추궁되고 깊이를 완성한 마음이론, 인간 의식에 대한 이론에 

‘도덕적’이라는 결정적인 내용적 수사를 덧붙인 것 혹은 인간 의식의 본질을 도덕성

(‘天命之性’, ‘天理’)으로 규정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의 자기의식은 본질에서 

도덕적 자기의식이며, 정주도학은 그것을 ‘未發’로 말하고 있다. ‘未發之中’, ‘主宰知

覺處’, ‘思慮未萌而知覺不昧’, ‘虛靈知覺’, ‘虛靈不昧’, ‘渾然在中’, ‘渾然一性, 道義全

具’ 등등으로 의론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말해지는 이 말들은 모두 ‘인간의 도덕적 

자기의식’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다. 정주도학은 인간 의식의 외부세계에 대한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신체적 기초 속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이며, 인간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행동<의> 의식’이다. 행동 속에서, 행동에 

대한 주의(注意) 속에서 마음은 안정될 수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것이다. 

“앉아서 잊으려는 것은 앉은 채로 생각이 치달리는 것이다.”

279) 유서 02上-159 今異敎之害, 道家之說則更沒可闢, 唯釋氏之說衍蔓迷溺至深. 今日<今日一作自>是
釋氏盛而道家蕭索. 方其盛時, 天下之士往往自<一作又>從其學, 自難與之力爭. 惟當自明吾理, 吾理自立, 
則彼不必與爭. 15-48 釋氏之學, 更不消對聖人之學比較, 要之必不同, 便可置之. 今窮其說, 未必能窮得他, 

比至窮得, 自家已化而爲釋氏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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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1. 본 논문은 경에 대해서, 단지 마음의 안정으로 요약되는 경공부의 목적을 넘어 

경이 가진 정신적 특성을 해명해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로 경이 감각수용에 대한 

통제능력을 가진다는 점을 밝혔다. ‘감각수용에 대한 통제능력’은 인간의 정신 혹은 

의식의 외부에 대한 독립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의식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감각수용에 대한 통제능력과 인간 의식의 본질은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이는 결국 경이 인간 의식의 본질로서의 ‘자기의식’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논문에서 밝힌 내용은 인간의 자기의식의 심오함에 견주면 초보적 

수준의 것이다. 그럼에도, 정주도학을 이해함에서 일정한 성과도 없지 않았다. 경, 

미발, 지각, 주일과 같은 정주도학의 가장 핵심적 개념들은 분명 인간 정신의 본질 

혹은 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적 수준에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인간 의식의 

본질로서 ‘자기의식’의 문제를 정주도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과 방법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

2. 논문의 필자가 파악하는 바로는 정주도학은 단지 형이상학적 주장이 아니라, 

이론체계의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상당한 정도로 완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경을 방법으로 해서 마음을 보존하는 공부를 꾸준히 하면 천리가 자연히 밝아진다는 

정주도학의 주장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의(注意) 속에서 정신의 각성을 

유지하는 삶(생활)을 꾸준히 지속하면 천리(도덕률)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분명한 

인식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은 도덕적 자기인식, 곧 도덕적 자율

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함양과 격물치지’는 이와 같은 과정에 내용과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그 내용의 대체는 비근하게는 인륜도덕(‘五倫’)이며 높게는 

천지만물에 대한 이론적 관조와 사유(‘理照’, ‘思索’)로 나아간다. 

3. 경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신의 각성, 깨어있음’인데, 정주도학은 정신의 각성을 

단지 ‘깨어있는 정신적 상태’로서 파악하는 것을 한층 넘어서 본질적으로 천리유행과 

연속적인 ‘의식의 자기통일성’으로 보았으며, 그와 같은 의식의 자기통일성이, 행위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의(注意)와 영위(營爲)라는 신체적 기초 

속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정과 주희가 ‘주일’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의식의 자기통일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제엄숙을 ‘주일의 방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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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은 의식의 자기통일성이 신체적 기초, 행동의 기제 속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주도학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매우 이론적이다. ‘도덕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 선천적이고 자연한 능력의 발현, 정주도학의 개념으로 ‘본성을 실현하고 따르는 

솔성’의 과정에서 자연히 ‘천리’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모종삼은 정주도학의 ‘敬과 

天理自明’을 깨달음의 성격이 없는, 신체가 단련되는 것과 유사한 고된 수련을 통해서 

理가 마음에서 ‘겨우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주장은 정주도학의 이론적 

성격에 무지한 그 자신이 형이상학적 주장에 몰두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주도학의 

‘天理流行’, ‘天理自明’은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기제, 곧 신심이론에 기초하고 있으

며, 이는 매우 이론적인 것으로 도덕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주장 혹은 전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모종삼과 같은 입장에서 정주도학의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면모는 자신

의 ‘도덕형이상학’의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4. 정주도학 체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원점(‘大本’)은 ‘의식의 자기통일성(主一), 곧 

개별인격의 자기의식(未發知覺)’이다. 정이가 말하고 있듯이 도둑질금지(穿窬不可

爲)와 같은 도덕률(義理)의 앎을 인간이면 누구나 아는 현행적 사실로서 승인한다면, 

개별인격의 자기의식은 도덕적 본질(性善)을 가진다. 현실적으로 불선의 경향성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 삶의 본령에서 잠재적 불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경각하는 의식적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도덕적 삶의 영위에서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로서 주어진다. 도덕적 노력이 마땅하다는 것은 도덕적 권장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비롯함을 뜻한다. ‘경으로 내면을 곧게 한다(敬以直

內)’는 것은 온전히 그 자신의 일, 곧 자신의 자각 속에서 실행될 수 있는 일일 뿐이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경으로 내면을 곧게 한다(敬以直

內)’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 자기인식이 본래적으로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호연지기를 말하는 맥락이 이것으로 보인다. 호연지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도덕적으

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며, 경으로 안을 곧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한 순전한 자기자신의 일이다. 경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첨예한 

자기의식으로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잠재적인 소란이나 혼란으로 발전될 수 

있는 도덕적 파동들에 대해서 내적으로 주의하고 경각하는 정신적 노력 혹은 기강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경이직내는 이상의 인간의 도덕적 삶의 기반적인 영역을 넓게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 존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천주체의 공부의 차원에서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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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해야 하는 것이며, 일(事)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딱히 특별한 일이 아닌 일, 항상 

해야 하는 일이다(‘必有事焉’). 

5. 미발지각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본체(원리)로서의 본질적으로 도덕적 

성격으로 가지는 개별인격의 자기의식으로서, 현실적 기질의 제약과 마음의 혼란에

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는 ‘온전한 것’이며, 그 자체는 공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현실적으로 기질의 제약과 마음의 혼란 속에서 그 기상과 체단이 개별인

격 자신에게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大本雖庸聖皆同, 但庸則憒憒, 聖則湛然’) 지경

존양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주도학은 개별인격의 자기의식이 외부세계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면서 고요하면서도 우뚝하게 깨어있는 것(‘寂然不動’, ‘在中’)으로,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식적 내용들을 가지지 않지만(‘虛’), 잠재적으로 도덕적 내용들을 

가지고 사물에 영활하게 응하는 것(‘靈’), 본질에서 도덕적인 자기의식으로 보았다. 

‘未發之中’, ‘主宰知覺處’, ‘思慮未萌而知覺不昧’, ‘虛靈知覺’, ‘虛靈不昧’, ‘渾然在中’, 

‘渾然一性, 道義全具’ 등등으로 의론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말해지는 이 말들은 

모두 ‘인간의 도덕적 자기의식’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다. 

6. 이정의 도학은 경의의 연속과 통일(‘敬義夾持’, ‘敬以直內와 義以方外’)을 실천의 

기본도식으로 정립하고 있다. 경의의 연속과 통일은 ‘정제엄숙을 방법으로 하는 

주일무적, 곧 경’의 확장된 형식이며, 그 근본적 구조는 낮은 수준의 경의의 연속과 

통일(‘四勿’)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경의의 연속과 통일(‘涵泳義理’)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낮은 수준의 경의의 연속과 통일로서의 ‘四勿’은 높은 수준의 경의의 연속

과 통일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경의의 연속과 통일’은 ‘미발이발의 순환’과 이론

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이럴 때, 경은 확장된 형태에서 ‘경의의 한쪽’, ‘미발공부’로 

말해지지만 ‘정제엄숙과 주일무적의 경’은 경의와 미발이발에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

며, 그 본체는 ‘개별인격의 동일한 도덕적 자기의식(主宰知覺)’이다. 여기에는 도덕본

체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 없다. 미발지각은 인간의 본래적인 도덕적 자기의식으로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해서도 안 되며’ 단지 지경을 통해서 그 ‘기상과 체단(卓爾와 

躍如, 亭亭堂堂과 直上直下)’에 대한 내적 자기인식(‘默識’)을 강화하고 순숙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7. 이정 도학체계의 본질은 ‘생각(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생각(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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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단서를 드러내었을 뿐, 정주도학에서 ‘생각(思)’의 문제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발논변은 생각과 경의 주위를 돌고 있다. 미발

논변은 애초 사려분요의 문제에서 촉발된 것이며, 경이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생각은 

‘성스러움의 근원(思曰睿睿作聖)’이자 ‘마음의 혼란의 근원(思慮紛擾)’이다. 경은 마

음의 혼란의 근원인 생각을 성스러움의 근원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진 것으로 말해

진다. 미발논변의 내용들은 경과 생각이라는 줄기로 모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미발논

변과 관련하여, 미발이 도덕적 자기의식을 의미함을 논구하는 방법으로 ‘경의 정신적 

특성과 생각의 근원성의 결합’이라는 일종의 도식을 제시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능력은 감각(聞見)도 아니고 앎(知)도 아닌 생각(思)이다. 인간의 삶의 양식으로서의 

도덕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을 제시하려면 ‘생각(思)’의 문제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정주도학은 생각(思) 속에서 도덕체계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론적 방법

이 경으로 보인다. 지(知)를 원리로 하는 도덕론과 생각(思)을 원리로 하는 도덕론이 

비교될 수 있다고 보인다. 정이는 순자를 외재적 모방의 도덕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순자는 지(知)를 원리로 하는 도덕론이다. 정이의 도덕론, 넓게는 정주도학의 도덕론

은 격물치지를 강조하지만 ‘경’이 더욱 근본적인 공부로 말해지고 경이 ‘생각을 바르

게 함(正思慮)’을 내용으로 가진다는 점에서 정주도학은 지(知)의 도덕체계처럼 보이

지만 본질적으로 사(思)의 도덕체계로 볼 수 있다. 

8. 경은 하학이상달의 실천원리이다. 경은 낮은 수준의 경의의 연속과 통일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경의의 연속과 통일에까지 일관된 실천원리이다(‘徹上徹下’, ‘徹頭徹

尾’). 경의의 연속과 통일의 요체는 ‘사물(四勿)’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四勿)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할애했다. 일반적으로 인에 대해서 충서(忠恕)가 많이 논해진다. 

그러나 이정의 경설, 특히 정이의 경설은 사물(四勿)에 기초하고 있다. 사물(四勿)은 

정이에게서 굉대한 이론적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대표적으로 시청과 

견문을 비롯하며 미발과 관련된 이론적 논점이 사물(四勿)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으로 

이정은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생각과 경, 생각의 근원성과 경의 정신적 특성의 결합, 

그 결합의 실천적 방법이 사물(四勿)이며, 사물(四勿)은 미발을 함축한다. 모든 수준

의 도덕실천은 사물(四勿)을 기초하며, 사물(四勿)이 경의의 연속과 통일의 실천적 

기초이다. 사물(四勿)은 단지 외면공부가 아닌 것으로 정이와 주희는 말하고 있다. 

성정을 기르는 것이며, 생각을 기르는 것으로 말해진다. 사물(四勿)은 함양공부이다. 

사물(四勿)은 모든 수준의 경의의 연속과 통일에 공통된 함양공부이다. 경의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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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일의 도식에 기초하는 정주도학의 함양론은 사물(四勿)에 기초하는 것이다. 

경의의 연속과 통일은 도덕실천의 주체가 사물(四勿)의 경공부을 유지하는 속에서 

도덕적 자율성의 기본적 체격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일용인륜의 실천과 격물치

지가 상호발양적으로 얼마든지 호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지경함양(‘行’)과 

격물치지(‘知’)는 유연한 흐름 속의 반복으로 자리한다. 이 도식은 ‘축적(積, 久)’을 

원리로 하며, ‘축적에 근거한 지속적인 자득’, ‘익힘(習)과 순숙(熟)’이 과정의 본질이

다. 이 전체적 과정을 논문의 필자는 ‘경의 지행론’으로 이름할 수 있다고 본다. 

경의 지행론은, 본질적으로는 도덕적 자기의식에 근거하는 자율적 도덕판단, 곧 

‘소이연’을 추구하는 것을 본질로 하되, 현실적으로는 비근한 인륜 속에서의 ‘소당연’

의 실천과 항상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럴 때 ‘소이연’은 ‘소당연(오륜)’의 

실천을 내용적으로 더욱 잘 하기 위한 ‘방법(所以孝)’의 강구이며, 방법의 강구는 

그 형태에서 ‘생각(思慮)’이며, ‘생각(思慮)’은 ‘원리(理)에 대한 인식, 이해’를 추구한

다. 결국, 경의 지행론은 도체의 차원에서 이치(理)를, 마음의 차원에서 ‘생각(思)’을 

원리로 하는 실천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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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heory of Reverent Attentiveness (敬) and the 

Neo-Confucian System of the Cheng brothers (二程)

Kim, Su Gil

East Asian Philosoph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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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posits that the Neo-Confucianism of the Cheng brothers 

has as its main problematic concern ‘reverent attentiveness (敬)’ and seeks 

to delve into the process of its theoretical formation and development. In 

addition, the dissertation also expounds on the view that reverent 

attentiveness represents the means for self-transformational study through 

its critique of externally-imposed compulsive morality and its advocacy of 

the stability of the body-mind and moral vitality of the subject.

The Neo-Confucian philosophy of the two Cheng brothers (二程) is based 

on the position “human nature is good” (性善). The concrete practice of virtue 

based on the precept of the inherent goodness of human nature in the Chengs’ 

philosophy  consists in preserving and nurturing the good, and in knowing 

and carrying out in person the proper principles of humanity. Reverent 

attentiveness (敬) is presented as the most basic and fundamental means 

for the procurement of knowledge and as providing the necessary condition 

for knowledge. Reverent attentiveness is a basic virtue in that it settles and 

stabilizes the externally disorganized and confused mind so that it is possible 

to embark on the pursuit of wisdom and knowledge (“入道莫如敬”). It also 

awakens the moral consciousness and establishes moral identity inter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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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ent attentiveness is a fundamental means of regulating external behavior 

to be upright by keeping one’s comportment neat and solemnly dignified (整齊

嚴肅), and is a basic means of maintaining the state of moral awareness by 

centering oneself on oneness (主一無適). As the inner and outer aspects of 

reverent attentiveness, these two are as inseparable as the unity of body 

and mind. The principle of making the inner realm upright through reverent 

attentiveness (敬以直內) and rectifying the outside by righteousness (義以方外) 

is the basic structure of the Neo-Confucian system of self-cultivation based 

on the unification of the inner and outside realms. The Neo-Confucian 

philosophy of the Chengs is a system with reverent attentiveness as the 

principle guiding practice or a system of the extension of reverent 

attentiveness. 

In Cheng Hao (程顥), reverent attentiveness first appeared in the critique 

of the Buddhist meditative practice (禪定). Cheng Hao’s critique of the Buddhist 

meditative practice is based on fostering the preservation and growth of one’s 

heart-mind and human nature by adhering to reverent attentiveness (持敬存

養). Cheng Hao reinterpreted Gaozi’s “that which is inborn is human nature” 

in light of the Mencian position that human nature is good, and presented 

the preservation and growth of one’s heart-mind and human nature through 

reverent attentiveness by means of “neither forgetting nor instigating before 

time” the growth of a flood-like qi as the main spirit of moral effort. Fostering 

the preservation and growth of one’s heart-mind and human nature by 

adhering to reverent attentiveness is also the process of coming into 

awareness of the reality of the Heaven-mandated principle at work in the 

world while the agent of moral action experiences the deep moral interior 

vitality of the heart-mind. Cheng Hao's preservation and growth of one’s 

heart-mind and human nature by adhering to reverent attentiveness has an 

ontological dimension in that it represents the undivided continuum of Heaven 

and the human or the incessant unfolding of that which is pure and the sincerity 

of the Heavenly Way. It is achieved however in the humdrum enac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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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human virtues through efforts at overcoming selfish desire. The 

debate between Cheng Hao and Han Chiguo (韓持國) on overcoming selfish 

desire shows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Confucian and Buddhist thought 

are clearly revealed in their respective standpoints on the immanence and 

transcendence of the Dao, and on the present efficaciousness and normativity 

of moral effort. Cheng Hao criticized Buddhism's extreme speculative ontology 

as giving rise to moral self-forgetfulness due to indiscriminate tendencies, 

and criticized Buddhist meditation as a form of making the inner realm upright 

through reverent attentiveness that has a misguided foundation. For him it 

represented a selfish act that denied the normativity of human moral principles 

and sought transcendental salvation of the self.

Cheng Hao's Dingxingshu (定性書) and Shirenpian (識仁篇』) have 

generally been regarded as the precursor work to the theme of unity of all 

existence in previous studies. The two treatises were seen as expounding 

Cheng Hao’s views on the lack of self and ren based on the theory of the 

unity of all existence vis-à-vis the settling of nature (定性) of Zhang Zai 

(張載), and of the safeguarding of one’s heart-mind (防檢) and the making 

an exhaustive study of prescriptive norms (窮索) of Lü Dalin (呂大臨). Such 

an interpretation does not reveal the real content of the actual specific issues 

that were debated between the Chengs and the school of Zhang Zai. The 

school of Zhang Zai’s settling one’s nature, safeguarding one’s heart-mind, 

and making an exhaustive study of prescriptive norms as well as emptying 

the heart-mind and making it tranquil (虛靜) are manifestations of a form 

of fear of moral failure and obsession with norms characterized by moral 

anxiety and obsessive consciousness at its core, and represent very important 

issue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Neo-Confucianism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While scholars belonging to the school of Zhang Zai could not escape 

the moral view of external regulation stemming from Confucian ritualism, 

their high moral aspirations made them captive to moral anxiety and obsessive 

consciousness. Moral anxiety and obsessive-compulsive consciousnes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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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ot causes behind the scholars of the Zhang Zai school falling into 

predicament due to excessive and conflicting teeming thought. Their efforts 

to get out of such a predicament resembled that of Buddhism. Cheng Hao’s 

presentation of being respectful while being comfortable (恭而安) and being 

peaceful while being joyous (和樂) as ideal states for reverent attentiveness 

has as its goal relief from moral anxiety and obsessive compulsiveness. Cheng 

Hao’s precepts of sincerity and reverent attentiveness (誠敬) and of making 

the inner realm upright through reverent attentiveness (敬以直內) represent 

his theoretical position of upholding the internal establishment of a moral 

subjectivity that is critical of the morality of external regulation. 

Key Words : reverent attentiveness (敬), to center oneself on oneness (主一  

            無適), to keep one’s comportment neat and solemnly dignified  

            (整齊嚴肅), the four proscribed dictates (四勿), the pre-intentional  

            realm of the mind before the actual arising of emotion and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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