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의 지각 개념의 연원
－지 개념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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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선진 그리고 한대 문헌에서 지(知)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① 지는 혈기를 가지는 동물과 인간의 생명 활동의 일부이며,
이 때문에 사물의 분류 기준이 된다. ② 지는 외부 대상에 대한 감각적 지
각과 인식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반응인 감정ㆍ욕망 등을 포함하는 활동이
다. ③ 지는 외부 대상의 자극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외부의 유혹에 끌
려갈 수 있는 활동이다. ④ 지는 신체의 활동 그리고 기(氣)의 활동과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소멸과 함께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주희의 지각(知覺) 개념은 용례상 지 개념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관련 논
의 역시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주희의 지각 개념에는 지 개념에 빠
져 있던 도덕적 의미가 추가되어 있다. 주희는 인심도심론을 전개하면서
지각을 도덕적 본성에 근거한 지각인 도심과 신체와 혈기에 근거한 지각인
인심으로 나누고 도심을 중심으로 한 수양 이론을 제시한다.

Ⅰ. 서 론
주희의 이론적 여정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해 보았을 때, 지각 개념
은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주희의 지각 개념은 주희가
자신의 이론을 수립하기 시작한, 호상학과의 논쟁 과정에서부터 등장
한다. 이 때 주희는 이정(二程)의 입장을 계승하여 미발의 지각,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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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의 관계에 대해 논하면서 마음의 주재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후 대학의 보망장(補亡章)을 쓰면서 격물치지론을 수립하면서 마음
을 허령지각으로 규정하고 지각에 근거한 수양론을 전개한다. 그리고
그의 만년인 60세 이후에는 인심도심론을 전개한다. 주희는 인심도심
론을 전개하면서 마음을 지각으로 이해하고 지각을 지각의 근거에 따
라 인심과 도심으로 나누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주희의 지각 개념에 대한 탐구는 그의 사상 여정 전체에 걸쳐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희의 지각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특히 해외의 연구성과는 거의 없는 편
이다. 오히려 주희의 지각 개념에 대한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
게 전개되고 있다. 주희의 지각론을 중심으로 이이 사상을 재평가했
던 정원재의 박사학위 논문 ｢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의의｣(서
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을 시작으로, 주희의 지각 개념
에 대해 개괄한 김태년의 ｢지각 - 세계를 인식하는 맑고 밝은 마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 : 예문서원, 2002), 주희의 지각 개념과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망라해 연구한 김우형의 ｢주희의 지각론 연구｣
(연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등의 연구성과가 나왔다. 이
외에도 지각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성과는 아니지만, 정원재의 상기
논문과 관련해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해외에서도 선행 연구를 찾아볼 수 없는 매
우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연구자들 중 모두 주희의
지각 개념의 연원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 놓지 않은 상태이다.
상기 연구 성과 중 가장 방대한 주제를 다루었던 김우형은 지각 개
념의 연원에 대해 한 장을 할애하여 논의했지만,1) 논의를 북송 시대
에 국한하고 그 이전 시대와 연관성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정원재는
지각 개념이 묵자와 순자가 사용한 지(知) 개념에 연원을 두고 있다
고 주장한 바 있지만,2) 이에 대해 자세히 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 김우형, ｢주희 지각론 연구｣ (2003)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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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 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않았다.
필자는 주희가 사용하는 지각 개념이 상당 부분 선진시대와 한나
라 시대 문헌에 나오는 지 개념을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시
대와 한나라 시대 문헌에서 지(知)는 개체로서 존재하는 생물체가 외
부 대상에 대해 지각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개념
으로 사용되었다.3) 이 때문에 지는 생물의 분류 기준으로, 즉 동물과
인간이 식물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이해되었고, 때로는 사후 세계 혹
은 귀신의 실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필자
는 주희가 사용하는 지각 개념이 그 용례상 바로 이러한 논의를 그
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 개념과 지각 개념
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한 지 개념
은 인간과 동물의 감각적 지각 활동이라는 의미에서는 주희의 지각
개념의 일부와 일치하지만, 격물치지론에서 나오는 지각과 주희가 인
심도심론에서 말하는 도심과 같은 도덕적 지각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이 부분 역시 주희는 상당 부분 선진시대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지각, 특히 인심도심론에
보이는 지각 이론은 주희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맹자의 대체소체론
을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먼저 선진시대와 한대 문헌에 나
오는 지 개념의 의미와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고, 이후 주희의 지각 개
념과 비교하도록 하겠다. 다만 본고의 목표는 주희 지각 개념에 담겨
있는 이전 시대의 유산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주희의 지각론
을 모두 다루지는 않고, 앞에서 지 개념과 지각 개념과의 관계, 그리고
맹자의 대체소체론의 계승한 인심도심론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2) 정원재, ｢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 (2001) 1장 3절.
3) 졸고,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2005) III부 3장. 필
자는 이 논문에서 선진시대 문헌을 중심으로 지 개념에 대해 논한 바 있
지만, 이후 시대의 문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상기 논
문 작성 이후 다른 문헌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들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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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진 시대와 한대 문헌에 보이는 지(知) 개념
1. 죽은 자에게 지(知)가 있다면
선진 시대와 한대 문헌 많은 곳에서 지(知) 개념은 사후 세계 혹은
귀신의 실존 여부와 관련된 논란에서 등장하곤 한다. 이와 관련된 가
장 초기의 용례들은 묵자｢명귀하(明鬼下)｣에서 볼 수 있다. 묵가는
귀신이 실존한다고 주장하면서 무고하게 살해당한 두백(杜伯)이 주
(周)나라 선왕(宣王)에게 복수한 일을 거론한다.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신하인 두백을 죽였는데, 사실 두백은 무
고했다. 두백이 말하기를, “임금께서 저를 죽이려 하시지만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만일 죽어서 지(知)가 없다면[若以死者爲無知] 그만이
겠습니다만 죽은 뒤에도 지(知)가 있다면[若死而有知] 3년 이내로 왕
에게 나타나 저를 알아보게 만들겠습니다.”4)

이곳에서 묵자는 두백의 말을 빌려 죽어서 죽은 뒤에 지(知)가 있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신의 실존을 논하고 있다. 이런 표현, ‘죽은
자에게 지가 있다면’이라는 조건문 형식의 표현은 묵자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시대 후기 그리고 한대로 가게 되면 다른
문헌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죽은 자에게 지(知)가 없다면 우리를 죽여 그 피를 북에 발라
도 아무런 보탬이 없을 것이고, 죽은 자에게 지(知)가 있다면 우리는
전투가 벌어질 때 북이 울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한비자(韓非子)｢설
림하(說林下)｣, 설원(說苑)｢봉사(奉使)｣)
만일 죽은 자에게 지(知)가 없다면 그만이지만, 죽은 자에게 지(知)
가 있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오자서를 볼 수 있단 말인가? (설원｢정
간(正諫)｣)
4) 같은 편에 또 다른 사례 하나가 더 수록되어 있다. 昔者燕簡公. 殺其臣莊
子儀而不辜. 莊子儀曰. 吾君王殺我而不辜. 死人毋知亦已. 死人有知, 不出三
年. 必使吾君知之. (이하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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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인용문은 내용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앞에서 보았
던 묵가｢명귀하｣의 인용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쪽
모두 죽은 뒤에 지가 없다면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양
쪽 모두 죽은 뒤에 지가 있다면 죽은 자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활동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죽은
뒤에 지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둔 이야기이다. 죽은 뒤에 지가 없으
면 별 문제가 없지만, 죽은 뒤에 지가 있으면 귀신이 실재한다는 것
이 입증되던 자기가 죽어 자기 때문에 죽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던
어떤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때로는
‘만일 죽은 뒤에 지가 없다면 그만일 것’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죽은
자에게 지가 있다면[若死者有知]’이라는 표현만 등장하기도 한다.5) 이
외에도 귀신에게 지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도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
저주를 돕거나 하소연을 들어주는 귀신에게 지가 없다면 저주나 하소
연이 아무 쓸모없겠지만, 귀신에게 지가 있다면 사악하고 거짓된 참
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6) ;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는데, 귀신에
게 지가 있다면 죽은 뒤에 저승에서 만나자고 약속한다.7) 이런 경우
에도 그 의미는 위와 마찬가지이다. 귀신에게 지가 없다면 별 일 없
겠지만, 지가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묵가들은 귀신이 존재하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복
수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죽은 자에
게 지가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했던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당
시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 지가 있는지 혹은 죽은 자가 귀신이 되었
을 때 그 귀신에게 지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
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 알기

5) 呂氏春秋｢知接｣ 若死者有知, 我將何面目以見仲父乎? 後漢書｢鄭孔荀列
傳｣ 若死者有知, 得見父母, 豈非至願! 晉書｢載記ㆍ劉聰｣ 若死者有知, 臣
要當上訴陛下於天, 下訴陛下於先帝.
6) 世說新語｢賢媛｣ 若鬼神有知, 不受邪佞之訴 ; 若其無知, 訴之何益? 漢書
｢外戚列傳｣ 使鬼神有知, 不受不臣之愬. 如其無知, 愬之何益?
7) 魏書｢列傳ㆍ烈女｣ 第80 鬼神有知, 相期泉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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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은 뒤에 지가 있다고 말하거나 죽은 뒤
에 지가 없다고 말하거나 양쪽 모두 상례와 관련된 문제들을 일으키
기 때문이기도 했다. 공자가어에는 당시의 정황을 짐작케 해주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죽은 사람에게 지(知)가 있습니까?” 공자
가 말했다. “나로선 죽은 자에게 지(知)가 있다고 말하자니 효성스럽
고 순종하는 자손들이 죽은 자를 보내느라 그들의 삶을 망치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 죽은 자에게 지(知)가 없다고 말하자니 효성스럽지
않은 자손들이 [돌아가신] 부모를 팽개치고 장례를 치르지 않을까 걱
정되는구나. 사(賜)야, 너는 죽은 사람에게 지(知)가 있는지 없는지 알
고 싶으냐? 지금 서둘지 않아도 뒤에 자연히 알게 될 게다.”8) (공자
가어｢치사(致思)｣)

위의 대화대로 죽은 자에게 지가 있다면, 앞에서 보았던 대로 죽은
자는 살아 있을 때 있던 일 때문에 복수를 할 수도 있거나, 북이 울
리지 않게 만들 수도 있거나, 이미 죽은 누군가와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 죽은 부모에 대해 살아 있을 때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그에 준할 정도로 봉양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거대한 묘역을 조
성하고 막대한 양의 부장품을 함께 묻고 죽은 뒤에 그들을 모실 사
람과 짐승을 함께 묻어야 할지도 모른다.9) 앞에서 보았듯이, 묵가는
귀신의 존재, 그리고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
면서 죽은 자에게 지가 있다는 것을 논거로 사용했다. 그런데 바로
그 논리를 근거로 해서 묵가의 주장과는 반대로 후한 장례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죽은 자에게 지가 없다면, 평소에 효심이
8)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說苑｢辨物｣에도 보인다: 子貢問孔子, “死人有知
無知也?” 孔子曰, “吾欲言死者有知也, 恐孝子順孫妨生以送死也. 欲言無知,
恐不孝子孫棄不葬也. 賜, 欲知死人有知將無知也? 死徐自知之, 猶未晩也!”
9) 이런 가능성은 앞의 주에서 인용한 공자와 자공의 대화 그리고 예기에
기록된 명기(明器)와 관련된 논란에서 엿볼 수 있다. 禮記｢檀弓下｣ 孔子
謂, 爲明器者知喪道矣, 備物而不可用也. 哀哉, 死者而用生者之器也, 不殆於
用殉乎哉! 其曰明器, 神明之也. 塗車芻靈, 自古有之, 明器之道也. 孔子謂爲
芻靈者善, 謂爲俑者不仁, 不殆於用人乎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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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던 자식들은 죽은 부모를 내팽개칠지도 모른다. 죽은 자를 홀
대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또한 이렇게 패륜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 예컨대 앞과는 반대로 죽은 자에게 지가 없다는 것을 근거
로 사후에 시신에 입힐 화려한 옷과 관곽은 물론이고 묘역을 성대하
게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서한 시대 인물인 양귀
(楊貴, 字는 王孫)와 위(魏) 문제(文帝) 조비(曹丕, 187∼226)는 죽은
자에게 지가 없다는 이유로 간소한 장례를 주장했다. 양귀는 자손들
이 자신을 관곽이 없이 알몸으로 묻어주기를 원했고10), 조비는 성대
한 묘역을 조성하지 못하게 하였다.11) 일반적인 관행을 부정하는 약
간 극단적인 사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죽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에 논란은 예의 세목을 두고도 벌어질 수 있다. 예컨대 죽은 자와
함께 묻는 명기(明器)의 성격에 대해 이것이 죽은 자를 완전히 죽은
자 즉 지가 없는 자로 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 자 즉 지가 있는 자
로 대하는 것인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12)
이런 논란의 핵심에는 지 개념이 있다. 죽은 자에게 지가 있다고
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은 자가 산 자와 똑같지는 않을지라
도 그에 준하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지가 있을 경우에 가능한 활동은 상당히 다양하다. 그렇다면 지는 어
떤 능력이기에 이런 다양한 활동과 관련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라는 개념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일까? 다음
절에서는 위와 유사한 다른 용례들을 검토해 보면서 지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0) 漢書｢楊王孫傳｣, 說苑｢反質｣ 한서의 기록에 따르면 양귀는 황로학
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이었다.
11) 三國志｢魏志ㆍ文帝-丕｣
12) 禮記｢檀弓上｣ 孔子曰, “之死而致死之, 不仁而不可爲也. 之死而致生之, 不
知而不可爲也. 是故竹不成用, 瓦不成味, 木不成斲, 琴瑟張而不平, 竽笙備而不
和, 有鐘磬而無簨虡, 其曰明器, 神明之也.” ; 仲憲言於曾子曰, “夏后氏用明器,
示民無知也. 殷人用祭器, 示民有知也. 周人兼用之, 示民疑也.” 曾子曰, “其不
然乎! 其不然乎! 夫明器, 鬼器也, 祭器, 人器也. 夫古之人胡爲而死其親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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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바라 본 지(知)
앞 절에서 필자는 죽은 뒤에 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소
개하며 당대인들도 확실하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지
적했다. 그러나 전국시대와 한대의 꽤 많은 지식인들은 죽은 뒤에는
지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주학파의 저작
으로 추정되는 여씨춘추｢귀생｣에는 “죽음이란 지의 근거가 없는 것”13)
이라고 규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장자｢천하｣에는 돌처럼 지(知)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신도(愼到)의 주장에 대해 사람들이 산
자의 행실이 아니라 죽은 자의 도리라고 비웃었다14)는 내용이 나온
다. 그리고 순자 역시 ｢예론｣편에서 장례를 간소히 하자는 주장을 비
판하면서, “산자를 후대하고 죽은 자를 박대하는 것은 지가 있는 것
을 공경하고 지가 없는 것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한다.15) 또한
앞에서 본 양귀와 위 문제 조비 역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
리고 왕충(王充)은 논형(論衡)｢논사(論死)｣편과 ｢사위(死僞)｣편에서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죽은 자에게 지가 없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다.
그리고 범진(范縝, 450∼515)은 신멸론16)에서 왕충의 관점을 이어
받아 인간이 죽으면 지가 없다는 것을 논거로 삼아 윤회가 불가능하
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의 관련 주장들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
를 사물의 분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과 불은 기(氣)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生]은 없다. 초목은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지(知)가 없다. 금수는 지(知)가 있지만 의로움[義]이

13) 呂氏春秋｢貴生｣ 所謂死者, 無有所以知.
14) 莊子｢天下｣ 故曰, 至於若无知之物而已, 无用賢聖, 夫塊不失道. 豪桀相與
笑之曰, 愼到之道, 非生人之行而至死人之理, 適得怪焉.
15) 荀子｢禮論｣ 夫厚其生而薄其死, 是敬其有知, 而慢其無知也.
16) 神滅論은 梁書 권48 列傳第四十二ㆍ儒林에 수록된 내용을 저본으로 사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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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인간은 기(氣), 생명, 지(知)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의로움도 가지
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세상의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 (순자｢왕제｣)
죽어서 초목처럼 지(知)가 없는 상태. (예기｢단궁상｣에 대한 공영
달(孔穎達)의 정의(正義)에 인용된 하윤(何胤)의 설17))
묻는다. “사람의 자질[質]이 나무의 자질과 다른 점은 지(知)가 있
다는 사실 뿐이다. 사람이면서 지가 없다면 나무와 무엇이 다른가?”
답한다. “사람에겐 지가 없는 자질이 없다. 나무가 지가 있는 신체
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범진의 신멸론)

위 인용문들에서 주목할 것은 식물에 지가 없다고 간주한다는 것
이다. 이 점에 주의하여 위 인용문에 나온 지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는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하는 활동이다.
물론 죽은 뒤에 지가 없다고 간주하는 이상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추가된다 : 모든 존재가 지를 갖지는 않는다 ;
무생물과 식물은 지를 갖지 않는다 ; 그러나 동물과 인간은 지를 갖
는다. 애초에 무생물은 생명체가 아니므로 죽음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죽은 뒤에 지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
데 식물은 생명체이므로 죽을 수 있지만 식물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지가 없다. 요약해 보자면 지는 세상에 있는 존재 중 생명체 일부인
동물과 인간만 가지며, 살아 있는 동안만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식물은 생명이 있지만 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
까? 그리고 왜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에 대한 이해의 단서는 훗날 성리학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 ‘통증
과 가려움에 대한 지[痛癢之知]’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범진의
신멸론에는 “손 같은 부분들은 통증과 가려움에 대한 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시비를 따지는 사려 능력[是非之慮]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삼
국지｢위지(魏志)ㆍ문제(文帝)－비(丕)｣에는 “[죽은 자의] 뼈에는 통증
17) 공영달은 ‘죽음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완전히 죽은 자로 대우하는 것[之死
而致死之]’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죽은 자로 대우한다는 것은 지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며 위의 하윤의 설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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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려움을 느끼는 지[痛痒之知]가 없으며 무덤은 신(神)이 깃드는
집이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범진과 조비 두 사람은 지를 감각적 지
각 능력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범진은 인간이 죽으면 바로 그러
한 지가 없기 때문에 윤회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조비는
죽은 이는 그러한 지가 없기 때문에 죽은 이에게 화려한 장례는 아
무런 의미도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말하자면 식물에 지
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식물은 통증이나 가려움
을 느끼지 못하며 이에 따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앞에서 죽음을 식물과 같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도 위의 인용문
과 결합시켜 이해해 보자면 이미 죽은 뒤에는 식물처럼 어떤 자극도
느끼지 못하며 또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
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가 이렇게 감각적인 지각 능력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물도 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동물도 지를 갖고 있는 이상, 이곳에서 말하는 지를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지가 동물과 인간이
갖는 저급한 능력이라고 평가할 필요 역시 없다. 오히려 지 개념 전
체가 포괄하는 영역이 그만큼 넓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동물과 인간이 갖는 감각적 지각 능력으로서의 지의 활동을 간단
히 요약하자면, 지는 기본적으로 좋아함과 싫어함[好惡]와 같은 반응
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태어나 고요한 상태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다. 외부 대상
의 자극을 받고서 움직이는 상태가 본성의 욕망이다. 외부 대상이 이
르게 되면 지(知)가 지(知)하게 되니, 그렇게 된 후에 좋아함과 싫어함
[好惡]이 드러나게 된다. 좋아함과 싫어함이 안에서 절제가 없어서 지
가 외부에 의해 끌려가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마음속의]
천리(天理)는 없어지게 된다. (예기｢악기｣)

추측컨대 죽은 뒤의 지가 있다고 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시
대 후반 그리고 한대 초반에는 지(知)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 방식이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악서(樂書)｣에는 위와 거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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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용이 보이고, 회남자｢원도훈(原道訓)｣과 여씨춘추｢치악(侈樂)｣
에도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서로 일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삶이란 애초에 고요한 상태[靜]이지만,
외물이 다가와 어떤 자극을 줄 때, 인간의 내부에선 어떤 움직임[動]
이 일어나고, 그 움직임은 좋아함과 싫어함[好惡]이라는 감정적 반응
으로 표출되게 된다. 그리고 좋아함과 싫어함이란 외물에 의해 야기
되는 것으로, 뭔가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외부에 의해 끌려가기 쉬운
수동적인 것이다. 이 때 좋아함과 싫어함[好惡]이란 직접적인 감정이
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 대상에 대한 반응을 크게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
다. 실제로 다른 문헌들과 비교해 보면 좋아함과 싫어함[好惡]은 조금
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회남자｢원도훈｣
에서는 거의 같은 내용임에도 좋아함과 증오함[好憎]으로 표현되었고,
순자에서는 욕망함과 싫어함[欲惡]이라는 표현이 보이고18), 상군
서에서는 좋아함과 싫어함[好惡]과 욕망함과 싫어함[欲惡]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19) 정리해 보자면 동물과 인간 모두가 갖는 능력이
라는 점에서 지(知)는 외부적 자극 혹은 대상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
으로 이에 대한 감각적 지각과 반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동물과 인간이 추위를 느끼고 따뜻한 곳을
찾거나, 배고픔을 느끼고 먹을 것을 찾거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지를 인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
해하자면, 기쁨ㆍ성냄ㆍ슬픔ㆍ즐거움[喜怒哀樂]과 같은 감정들은 좋아
함과 싫어함이라는 기본적인 반응이 분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
실 좋아함과 싫어함으로부터 이 네 가지 감정이 분화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뿌리가 깊다. 이런 견해는 좌전 소공(昭公) 25년의 기사에
처음 보인다.

18) 荀子｢富國｣ 欲惡同物, 欲多而物寡, 寡則必爭矣.
19) 商君書｢說民｣ 民之有欲有惡也. 商君書｢錯法｣ 人生[君]而有好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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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에게는 좋아함ㆍ싫어함ㆍ기쁨ㆍ분노ㆍ슬픔ㆍ즐거움[好惡喜怒
哀樂]이 있는데, 이는 모두 여섯 가지 기[六氣]에서 생겨난다. 이러한
까닭에 본받을 것을 살피고 같은 종류들을 합당하게 하여 여섯 가지
감정[六志]를 제어한다. ... 기쁨[喜]은 좋아함[好]에서 생겨나고 분노
[怒]는 미워함[惡]에서 생겨난다. ... 삶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이요,
죽음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樂], 싫어하는 것은 슬픈 것이다[哀].

위 인용문의 화자인 정(鄭)나라 공자 태숙(大叔)은 여섯 가지 감정
은 여섯 가지 기인 음ㆍ양ㆍ바람ㆍ비ㆍ어두움ㆍ밝음[陰陽風雨晦明]에
서 나온다고 이해하고 있다. 뒷부분에서 좋아함과 싫어함으로부터 기
쁨ㆍ성냄ㆍ슬픔ㆍ즐거움이 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건대, 태숙
은 음ㆍ양의 기로부터 바람ㆍ비ㆍ어두움ㆍ밝음이 분화된다고 이해하
고 이를 인간의 감정 발생의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
직 여기에는 지(知)가 나오지 않는다. 좋아함과 싫어함[好惡]을 본성
[性]과 연결시키고 외부 대상[物]을 좋아함과 싫어함의 대상으로 이해
하는 논리는 곽점초묘(郭店楚墓) 출토 죽간인 성자명출(性自命出)에
도 나오지만20) 이곳에서도 지와 좋아함과 싫어함이 결합하지는 않는
다. 앞에서 필자가 지와 관련해 인용한 자료들이 모두 전국시대 중반
혹은 후반기 이후의 자료들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감정의
분화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일찍 출현했지만, 지 개념은 아마도 전국
시대 중ㆍ후반기를 거치면서 끼어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전국시대 중ㆍ후반기에 이전부터 내려오던 감정의 분화에 대한 논의
에 본성과 감정의 관계가 결합하고 뒤이어 지 개념이 끼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서 지(知)는 자연스럽게 사물의 분류의 기
준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 분화와 관
련해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본성(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고요한 상태)→외부의 자극 혹은 대상
20) 好惡, 性也. 所好所惡, 物也. 性自命出의 원문은 郭沂, 郭店竹簡與先秦學
術思想(上海 : 上海敎育出版社, 1999)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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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지(知)→좋아함과 싫어함[好惡]→기쁨ㆍ성냄ㆍ슬픔ㆍ즐거움[喜怒
哀樂].

앞에서 어느 정도 지적한 바이지만, 지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
고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표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명시적으로 말한 문헌은 없지만, 위 정리 결과를
사물의 분류에 맞추어 말하자면, 무생물의 경우에는 애초에 본성 혹
은 생명이 없으므로 외부의 자극 혹은 대상 이후의 과정이 있을 수
가 없다. 식물의 경우에는 비록 생명 혹은 본성이 있더라도 지가 없
기 때문에 지 이후의 과정이 있을 수 없다. 예컨대 식물은 생명에 해
가 되는 대상이나 자극에 대해 동물과 인간처럼 이를 회피하거나 거
부하는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동물과 인간은 지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복잡한 감정
과 고도의 지적인 활동까지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는 현재 사용하
고 있는 ‘의식’이나 ‘정신’과도 상당히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지(知)가 현대어에서 말하는 ‘의식’이나 ‘정신’과 유사한 의미를 갖
는다고 할지라도 외부의 대상 그리고 대상의 자극에 대해 지각하고
반응하는 능력인 한, 지가 감각 기관을 포함한 신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간단히 말해 지와 관련된 활동 대부분은 신체
를 매개로 해야만 가능하다. 더 나아가 죽은 뒤에도 지가 있다는 주
장이나 죽은 뒤에 지가 없다는 주장은 결국 신체와 지가 어떻게 관
계를 맺고 있는지 암시적으로라도 전제할 것이 분명하다. 다음 절에
서는 바로 이런 문제에 주목하여 지와 신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
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3.신체와 지(知)의 관계
신체와 지(知)의 관계에 대해 가장 먼저 명시적인 규정을 제시한
것은 후기 묵가였다. 후기 묵가는 묵자｢경상(經上)｣에서 “살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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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신체가 지와 함께 있는 것[生, 刑(形)與知處也]”이라고 정의한
다.21) 이런 규정은 앞에서 보았던 지의 의미와 그런대로 맞아떨어지
는 듯이 보인다.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느끼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죽은 사람은
고통과 가려움[痛癢]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후기 묵가가 죽은 뒤에 지가 없다고 말하는 측의 주장을 떠올리게
하는 규정을 제시한다고 해서 후기 묵가가 전기 묵가와 달리 귀신의
실존을 거부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죽은 뒤에 지가 신체와 분리될
수 있다고 본다면,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정의해도 아무런 문제
가 없기 때문이다. 앞의 논의를 고려해 보자면 살아 있음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아마 당시의 일반적인 관념과도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살아 있다는 것을 신체에 지의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거나, 기절한 순간, 심지어 미동
도 없는 평온한 상태는 거의 죽은 상태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앞에
서 본대로 세상일에 대해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드러내지 않아 지
가 없는 태도를 갖기를 권했던 신도(愼到)에 대해 사람들은 그것은
죽은 자의 도리라고 비웃었고, 왕충은 죽은 뒤에 지가 없다고 주장하
며 사람이 죽는 것은 잠드는 것, 기절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22) 그렇다면 깊이 잠 들어 있는 상태 혹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는 왕충의 표현대로 “‘지’하는 바가 없으므로[無所

21) 이와 유사한 내용이 莊子｢德充符｣에서도 보인다. 三日而候能外天下. 已
外天下矣, 吾又守之, 七日而後能外物. 已外物矣, 吾又守之, 九日而後能外
生. ... 顔回曰, 墮肢體, 黜聰明, 離形去知, 同於大通, 此謂坐忘. 장자는 ‘삶
을 도외시하는 것[外生]’이란 ‘신체를 떠나보내고 지를 버리는 것[離形去
知]’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다. (成玄英은 ‘삶을 도외시한다[外生]’
는 말의 의미를 ‘좌망(坐忘)’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본다면,
장자 역시 삶을 신체와 지의 결합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22) 論衡｢論死｣ 人之死也, 其猶夢也. 夢者, 殄之次也 ; 殄者, 死之比也. 人殄
不悟則死矣. 案人殄復悟, 死從(復)來者, 與夢相似, 然則夢ㆍ殄ㆍ死, 一實也.
人夢不能知覺時所作, 猶死不能識生時所爲矣. 人言談有所作於臥人之旁, 臥
人不能知, 猶對死人之棺, 爲善惡之事, 死人不能復知也. 夫臥, 精氣尙在, 形
體尙全, 猶無所知, 况死人精神消亡, 形體朽敗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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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 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知)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대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인용했던 예기｢악기｣에는 “지가 지한다[知知]”는
표현이 보인다. 그리고 묵자｢경상｣에는 “잠들어 있는 상태란 지에
아무런 지도 없는 것[臥, 知無知也]”이라는 정의가 나온다. 분명히 앞
의 ‘지’와 뒤의 ‘지’는 의미가 구분된다. 묵자｢경상｣에는 관련된 정
의가 하나 더 나온다. “평정이란 지에 욕망과 혐오가 없는 것이다[平,
知無欲惡也].” 이 정의에 따르자면 지가 있어도 욕망과 혐오와 같은
기본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위에 나온 두 가지 ‘지’ 가운데에서 앞의 지는 반응을 내놓을 수 있
는 근거 혹은 능력으로, 그리고 뒤의 지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
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 혹은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현재 논의에 맞추어 정리하자면, 어떤 이유로 후자 즉
구체적인 활동인 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한, 전자 즉 근거
로서의 지는 신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죽은 상태 혹은 신체
에서 지가 사라진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동일한 개념을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묵
자와 예기 뿐 아니라, 순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순자는 ‘지’ 뿐
만 아니라 성(性)ㆍ지(知)ㆍ능(能) 세 개념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所以]와 대상과 접촉해서 나타난 결과 양쪽 측면에서 정의한
다.23) 훗날 주희는 예기｢악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체용론으로
이해하여 “지가 지한다[知知]”라는 표현에서 전자의 ‘지’는 체(體) 후
자의 ‘지’는 용(用)이라고 규정하게 된다.24)
이처럼 최소한 살아 있는 동안 인간과 동물 내부에 지가 잠재적인
형태로라도 항상 있다고 했을 때, 지의 활동 대부분은 감각 기관을
23) 荀子｢正名｣ 生之所以然者謂之性. 性之和所生, 精合感應, 不事而自然謂之
性 ... 所以知之在人者謂之知, 知有所合謂之智. 所以能之在人者謂之能, 能
有所合謂之能.
24) 朱子語類 87:134 問: “知知”字. 曰: “上‘知’字是‘致知’之‘知’.” 又曰: “上‘知’
字是體, 下‘知’字是用. 上‘知’字是知覺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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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분모인 지는 기
본적인 생존 그리고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활동들과 관련되며 이런
활동들은 모두 감각 기관을 경유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
시 사람들은 감각 기관을 지의 활동이 시작되는 곳 혹은 지의 활동
의 경로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25) 오히려 신체와
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신체에 있는 지의 근거로 본 것은 감각 기관
이 아니라 혈기(血氣)였다. 많은 곳에서 혈기가 있으면 지의 활동이
있다거나 혈기를 지의 활동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주장이 보인다.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 중 혈기(血氣)를 가지고 있는 족속은 반드시
지(知)가 있다. 지(知)가 있는 족속은 모두 자신과 같은 종류의 생물을
사랑하지[愛] 않는 경우가 없다. ... 혈기를 가진 생물 가운데 인간보다
지(知)가 뛰어난 것이 없으니, 그런 까닭에 인간이 부모에 대해 갖는
감정은 죽음에 이르러도 다하지 않을 것이다.(순자｢예론｣ㆍ예기｢삼
년(三年)｣)
무릇 혈기(血氣)를 갖고 있는 것들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없
다. (예기｢중용｣)
무릇 백성들은 혈기와 심지의 본성[血氣心知之性]을 가지고 있지만,
희노애락의 일정함은 갖고 있지 않다. (예기｢악기｣)
[성왕은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는 묵자의 주장에 대해 정번(程繁)이
반발하며] 이는 비유컨대 말에 멍에를 매고 풀어주지 않고, 활을 당기
고서 풀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혈기를 가진 존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묵자｢삼변(三變)｣)

위 인용문들 중 첫째와 셋째 인용문에는 지(知)와 혈기(血氣)가 모
두 나오고 둘째와 넷째 인용문에는 지가 나오지 않고 혈기만이 나온
다. 그러나 위 인용문들은 거의 비슷하게도 혈기를 가진 존재는 모두
는 외부 대상에 대해 어떤 감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
25)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후기 묵가의 설명이 참고할만하다. 墨子｢經下｣
知而不以五路, 說在久. 墨子｢說下｣ 智者(智)以目見, 而目以火見, 而火不
見. 惟以五路, 智久不當. 以目見若以火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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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를 앞에서 보았던 무생물-식물-동물-인간의 구분에 적용
해 보자면, 동물과 인간의 경우에는 최소한 살아 있는 동안은 혈기가
있고 이 때문에 지의 활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혈기가 지(知)와 관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회남자｢원도훈｣에서
볼 수 있듯이 심장[心]을 중심으로 혈기가 온몸을 흐르며26) 지의 활
동의 대부분은 마음[心]의 작용과 겹치므로 온몸을 흐르는 혈기가 신
체 각 부위에서 지의 활동을 하고 이를 마음에서 종합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혈기와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
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별도의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판
단을 보류해 두도록 하겠다.
아무튼 이처럼 지가 혈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혈기가 있기 때문에
지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은 기론(氣論)의 발전과 함께 보다
체계화된다. 이런 흐름을 체계화시켜서 정리한 사람은 왕충이었다.
정신(精神)이란 본래 혈기(血氣)를 주인으로 삼는데 혈기는 언제나
신체[形]와 결합되어 있다. 신체가 비록 썩어버릴지라도 정신이 남아
있다면 귀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는 지(知)하
는 바가 없다.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엔 원기(元氣)의 한 가
운데 있고, 죽은 뒤에는 원기로 돌아간다. 원기는 아무런 형체도 없는
데 사람의 기(氣)는 그 가운데 있다.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지(知)가 없었고 죽으면 지(知)가 없는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지가 있겠는가? ...신체는 기(氣)에 의존해 완성되고 기는 신체
에 의존해 지(知)하게 된다. 세상에 [연료가 없이] 혼자 타오르는 불이
없거늘 도대체 어디에 신체 없이 독립적으로 지(知)하는 정기(精氣)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상 논형｢논사｣)

왕충은 인간의 생사를 기(氣)의 운동으로 설명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 그리고 죽은 뒤에는 인간은 원기(元氣)
의 일부로 있게 된다. 그런데 원기는 애초에 어떤 형체나 한정[形]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에는 나와 너 같은 어떤 구분도 없을 것이
26) 淮南子｢原道訓｣ 夫心者, 五藏之主也, 所以制使四支, 流行血氣, 馳騁于是
非之境, 而出入于百事之門戶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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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개인의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 혹은 영혼 등과 같은 어떠한 개
체성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뭔가 느끼고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개체의 존재를 전제해야만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왕충의 입장에 따
르자면, 개체성이란 신체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신체가
없으면 개체성이 없고, 개체성이 없다면 당연히 뭔가 느끼고 반응하
며 더 나아가 복수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훗날 범진은 이런 입장을 계승하여 지(知)와 신(神)은 신체(形)에
의존한다는 주장을 통해 불교의 윤회설을 비판하게 된다.27) 이러한 입
장에 따를 때 지의 활동은 신체와 기(氣)에 근거를 둔 활동이며 동물과
인간 개체가 생명을 영위하는 활동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본 왕충과 범진의 입장은 죽은 뒤에 지가 없다는 입장이
지의 활동이 신체에 의존적이라는 입장 즉 기(氣)에 의존적이라는 입
장으로 발전한 사례이다. 물론 민간에는 귀신이 실존한다거나 죽은
뒤에 지가 있다는 입장이 여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죽은 뒤에
지가 있다는 입장이 이론적으로 발전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
다. 물론 불교의 경우 윤회의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윤회라는 주제가
발생한 지적 배경이 완전히 다르므로 위에서 본 철학사의 맥락과 바
로 연결시켜 다룰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의 활동
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왕충과 범진을 거치면서 논의의 큰 틀이
한 차례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지 개념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다
음과 같다. ① 지는 혈기를 가지는 동물과 인간의 생명 활동의 일부
이며, 이 때문에 사물의 분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② 지는 외
부 대상에 대한 감각적 지각과 인식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반응인 감
정ㆍ욕망 등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③ 지는 외부 대상의 자극과 연결
되어 있는 것으로 외부의 유혹에 끌려가기 쉬운 활동이다. ④ 지는
신체의 활동 그리고 기(氣)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승환, ｢범진 신멸론의 심리철학적 이해｣(2005)
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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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소멸과 함께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4.지와 본성의 관계
앞 절까지의 내용으로 볼 때, 지 개념은 인간과 동물이 갖고 있는
감각적 욕망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도덕
성 혹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에서 보이는 각종 반응 방식들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가 넓게는 고도의 지적
능력까지 포함하는 용어였음은 분명하지만, 영리하다고 해서 도덕적
인 것은 아니다. 게다가 앞에서 보았던 문헌들 어디에서도 지가 도덕
성에 근거한 활동이라고 지적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28) 예컨대
순자는 혈기가 있으면 지가 있고 지가 있으면 동족[類]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부모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런 설명은 부모의 상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슬픔은 매우 자연스러
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도덕적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의
입장에 따르자면, 부모의 상에 슬퍼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예와 같은 사회적 기준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감정의
표현이란 인간이 가진 동물적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즉 어떤 사태,
어떤 자극에 대해 보이는 즉각적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도덕적
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 개념이란 내용상 인간의
본성에 도덕성을 배제하는 성악설의 본성[性] 규정에 근접해 있다. 여
기에 묵가의 “살아 있음[生]이란 신체에 지(知)가 함께 있는 것”이라
는 정의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고자ㆍ순자의 “살아 있음 혹은 생명
[生]”을 중심으로 한 본성에 대한 정의29)는 비록 본성과 지를 등치로
28) 범진의 경우, 감각적 지각[痛癢之知]과 시비를 따지는 사려 능력[是非之
慮] 모두를 신(神)의 활동으로 보되, 신체 부분마다 그 활동이 성격이 다
르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손과 발에도 신이 있지만 손과 발에서 신은 감
각적 지각만을 보이고, 마음에 있는 신은 시비 판단과 같은 사려 능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신에 도덕적 판단능력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지(知)’
라는 표현은 감각적 지각 능력에만 사용하고 시비 판단에 대해서는 ‘려
(慮)’라고 부르기 때문에 도덕적 지를 언급하는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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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것은 아니지만,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활동인 지가 본성의 내
용에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사례들처럼 본성론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거나 왕충과
범진처럼 애초에 본성론과는 무관하게 관련 논의를 전개한 경우에는
논외로 해야 하겠지만, 고자와 순자의 경우처럼 지 개념이 본성의 영
역까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몇 가지 불편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
일단 지가 본성의 내용이 되는 경우, 인간과 동물의 구분은 모호해진
다.30)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모호해진 이상 인간이 외부 대상
에 대해 보이는 어떠한 자연스러운 반응도 도덕적이지는 않다고 말해
야 한다. 게다가 지의 활동으로 나오게 되는 감정[情]이 외부의 이끌
려 갈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논리는 자칫하면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
다.31) 그 이유는 이런 것이다. 인간은 생명을 가진 개체로서 이 세상
에 존재하므로 자신의 신체를 기준으로 자신의 외부와 구분되며 언제
나 외부 대상과 만나고 이를 인지하고 뭔가 반응을 내놓게 되어 있
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런 논리에 따르자면, 도덕성과 무관한 지의 활동은 결국 이기적인 욕
망으로 이어져, 인간의 일상적인 삶은 매순간 교정의 대상이 되며,
도덕은 인간의 삶을 넘어서 있는 것이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지 개
념이 본성의 영역에 들어와 본성의 내용을 채워버리는 경우, 도덕은
인간 외부에 있는 것이 되고 인간 내부에는 자신의 감각적 욕망을
제어할 힘의 근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주목해 보아야 할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29) 맹자 11.3 告子曰, 生之謂性. ... 11.4 告子曰, 食色, 性也. 순자｢성악｣
生之所以然者謂之性. 性之和所生, 精合感應, 不事而自然謂之性
30) 고자는 맹자 11.3에서 고자의 본성론이 인간과 동물의 본성을 동일시하
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맹자의 비판에 직면해서도 고자는 아무런 반론을
펼치지 않았고, 순자는 순자｢비상(非相)｣편에서 인간은 원숭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31) 물론 인간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쪽으로 간다면 다른 가능성을 찾
을 수도 있겠지만, 양주 학파를 제외하고는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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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전편에서 위의 지 개념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인
의예지 네 가지 덕 중에 지(智)가 있지만, 위에서 본 지와는 논의 맥
락이 다르다. 그러나 맹자 역시 인간이 외부 사태, 외부 대상을 인지
하고 보이는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해 검토한다. 그런데,
앞에서와는 달리, 맹자는 맹자 3.6에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의 예를
들어 인간에게는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도덕적 반응인 사단(四端)의
마음이 있으며 이런 마음은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마음은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주장은 앞의 논의에 맞추
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우물에 빠지게 된 아이를 보
고 측은지심이 들었다는 것은 지의 경우처럼 외적 대상에 대한 반응
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볼 때 보일 수 있는 가
능한 반응의 수는 사실상 무한하다고 할 수도 있다. 심지어 흰 말을
보고 희다고 느끼듯,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아이가 우물에 빠지겠군’
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맹자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라
면 누구나 측은지심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능한 반응의 수가 무
한할 수 있음에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든
다면, 그 이유는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외부적 상황이 아니라 인간
내부 즉 본성에서 찾아야 한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그
러한 외적 대상이지만, 그 반응이 측은지심과 같은 도덕적인 반응이 된
원인은 본성인 것이다. 따라서 앞의 논의와는 다르게 맹자에게 본성은
인간의 반응의 성격을 도덕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맹자가 인간의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 일부가 도덕적
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맹자가 인간이 원래 감각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욕구가 도덕과는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
정하는 것은 아니다. 맹자는 감각 기관에서 감각적인 욕망이 생겨나
지만, 마음에서는 측은지심과 같은 도덕적인 반응이 생겨난다고 말하
여,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인간의 활동을 둘로 나눈다.
대체(大體)를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소체(小體)을 따르면 작은 사
람이 된다. ... 귀와 눈이라는 기관은 생각하지 않아서 외물에 가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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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물과 외물이 서로 영향을 주면 끌려가게 될 뿐이다. 마음이라는
기관은 생각하니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니, 먼저 큰 것에 서면 작은 것이 빼앗지 못한
다. 이것이 큰 사람이 되는 이유이다. (맹자 11.15)

문맥상 작은 몸[小體]인 귀와 눈과 같은 감각 기관의 활동은 두 가
지 점에서 앞에서 보았던 지(知)의 활동에 상응한다. 양쪽 모두 감각
적 욕구와 관련되며, 양쪽 외부적 자극에 그냥 끌려갈 수 있는 수동
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맹자가 말하는 작은 몸의 활동이란 내용상 지
라고 해도 무방하다. 여기에 맹자는 한 가지 설명을 추가한다. 감각
적 욕구의 충족은 외부 대상의 획득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을
획득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획득 여부는 인간의
의지 바깥에 있다. 인간이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 바람이 그 대상의
획득 여부에 필연성을 부여하지는 않는 것이다.32)
맹자는 마음을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감각 기
관과는 달리 외부의 영향에 그냥 끌려가지 않는 기관으로 제시한다.
마음의 활동은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인의예지 네 가지 덕을 확인
하고 추구하는 것이므로 마음의 활동은 감각 기관의 활동과는 달리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33) 그런데 본성에
뿌리를 둔 마음의 능동적 활동은 몸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감각 기관은 애초에 수동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외물이
건 마음이건 말 그대로 끌면 끌려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큰 것에
서면 작은 것이 빼앗지 못한다”(맹자 11.15)는 말 그리고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큰 것을] 잃지 않았다면 먹고 마시는 일이 어찌 한
자나 한 치의 살[과 같은 작은 몸]을 위한 일일 뿐이겠는가?”(맹자
11.4)라는 반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감각
기관의 활동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고 마시는 등 감
각 기관의 욕망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하더라도 마음의 활동이 지속하
32) 맹자 13.3 求之有道, 得之有命, 是求無益於得也, 求在外者也.
33) 맹자 13.3 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求在我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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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감각 기관의 활동은 모두 마음의 활동에 종속되게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경우 인간이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감각의 활동이
인간의 도덕적인 삶과 모순되지 않게 되며, 인간이 감각적 욕망에 끌
려가는 일은 모두 각 개인의 책임, 즉 자신의 마음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게 된다. 이 때 마음은 선한 본성에 뿌리를
두고, 지의 활동에 상응하는 감각 기관의 활동을 주재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맹자가 제시한 마음과 감각 기관의 구분은 한 몸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의식의 구분으로 이
어질 수 있다. 마음에서 생겨난 것 뿐 아니라 감각 기관을 통해 생겨
난 욕망 역시 의식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맹자는 마음
과 감각 기관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통해 의식을 의식
이 생겨나는 근원에 따라 두 종류로, 즉 마음 혹은 본성으로부터 생
겨난 의식과 감각 기관으로부터 생겨난 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 이렇게 맹자의 대체소체론을 단일한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던 사람은 주희였다. 다음 장에서는
주희의 지각(知覺) 개념이 2장에서 다루었던 지 개념 그리고 맹자의
대체소체론의 주제들을 어떻게 계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주희의 지각(知覺)
3.1 지(知)와 지각(知覺)
주희가 사용한 지 개념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2장에서 보았던 바를
그대로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주희 역시 앞에서 보았던 대
로 지(知)가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 중에서 인간과 동물이 갖는 능
력이며 이는 동물과 인간이 갖고 있는 혈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34)
34) 朱子語類 4:33 問: “動物有知, 植物無知, 何也?” 曰: “動物有血氣, 故能知.
植物雖不可言知, 然一般生意亦可黙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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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내용은 예기에 나오는 것이며 이정(二程)35)
이나 주돈이(周敦頤)36) 역시 유사한 내용을 말한 바 있으므로 주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희의 글을 읽어보면 2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주희가 다시
말하면서 그냥 ‘지’라고 표현하는 경우보다 ‘지각’으로 바꾸어 서술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제 생각에 비록 사람이 죽으면 지각(知覺)이 없지만 지각의 근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희집｢답요자회(答廖子晦)｣ 2)
맹자는 산의 본성과 물의 본성을 말했지만 산과 물에 지각이 있겠
습니까? (주희집｢답서자융(答徐子融)｣ 3)
그러나 동물은 비록 지각이 있지만 죽자마자 그 몸이 부패해 버리
고, 식물은 비록 지각이 없지만 그 바탕은 오히려 견고하여 오래되어
도 잘 썩지 않는다. (주자어류 4:25)
지금 글에 푹 빠져서 이 마음 전체가 책에 가 있어서 자기가 있음
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지각이 없어 통증과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不識痛癢] 사람이니 책을 읽은들 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희집｢답여자약(答呂子約)｣ 26)
그러나 기(氣)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지각ㆍ운동은 사람과 다른 동
물이 다르지 않은 듯하다. ... [고자는] 꿈틀꿈틀 일어나는 지각ㆍ운동
이 인간과 다른 존재에게 모두 있다는 것만을 알고 인의예지(仁義禮
智)의 순수한 것은 사람과 동물이 다름을 몰랐기 때문이다. (맹자집
주 11.3)

위 내용은 ‘지’를 ‘지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제외하면 2장에서
다루었던 주제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죽은 뒤에 지가 없다고 보고,
무생물에게 지가 없다고 보는 견해나, 통증과 가려움 등 감각적 지각
의 의미로 지 개념을 사용하거나, 지는 인간과 동물 모두가 갖는 능
35) 二程遺書 권24 動物有知, 植物無知.
36) 太極圖說 形旣生矣, 神發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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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나 모두 2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이다. 다만 같
은 내용을 말하면서 앞에서는 ‘지’라고 썼던 것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 ‘지각’이라고 바꾸어 놓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37) 그런데 주
희는 단지 표현을 바꾸어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간다.
주희는 지와 관련된 논의를 계승한 동시에, 주자어류｢이기(理氣)｣와
｢귀신(鬼神)｣ 등에서 자신의 이기론을 근거로 이전 시대의 많은 문헌들
을 재검토하며 2장에서 보았던 주제인 생물체의 활동과 귀신 혹은 사후
의 존재들38)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지각 개념에 대해 주희가 제기하는 문제 역시 2.5에서
보았던 지 개념이 낳을 수 있는 문제와 동일하다. 마지막에 인용한
주희의 고자에 대한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지각 개념은 결
국 인간과 동물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 욕망과 이에 따른 활
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각 작용은 각 개체의 신체를 근거로
한 감각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기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주희는
사량좌가 본성과 이러한 지각을 동일시했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으며 맹자집주 11.3과 11.6에서는 불교, 촉학(蜀學), 호상학(湖湘
學)이 이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지와 지각이 이렇게 일치하더라도 지에 상응하는 지각은
주희가 사용하는 지각 개념의 일부일 뿐이다. 주희는 지각을 선한 본
성에 근거한 지각과 혈기(血氣)ㆍ형기(形氣)에 근거한 지각으로 나누
는데, 지와 상응하는 지각은 후자에 해당한다. 장재(張載)의 덕성지
37) 물론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주희가  묵경  ㆍ  여씨춘
추  ㆍ순자ㆍ논형ㆍ신멸론과 같은 문헌들을 깊이 연구했던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다. 주희의 글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언급한 일이 거
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상기 문헌들 중 순자를 언급하는 일이 있지만
지 개념과 관련해 언급한 일은 거의 없다. 아마도 주희가 예기나 회남
자와 같은 문헌들에 대해 상당히 깊이 연구했고 이 두 문헌에 나오는
지 개념의 용례가 또 다른 문헌들에 나오는 지 개념의 용례와 대부분 일
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전 시대의 많은 용례들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8) 관련 내용은 박성규의 ｢주자철학에서 귀신론｣(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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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性知)와 견문지(見聞知)의 구분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지각론은 주희의 인심도심론에서 드러난다.

2. 인심도심론
주희의 인심도심론의 큰 얼개는 ｢중용장구서｣와 ｢대우모해｣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희는 마음을 지각과 등치시키고 지각을 그 근원
에 따라 둘로 나눈다.
마음[心]의 허령지각(虛靈知覺)은 하나일 뿐인데, 인심과 도심의 다
름이 있다고 한 것은, 어떤 것은 형기(形氣)의 사(私)에서 나오고, 어
떤 것은 성명(性命)의 올바름에서 근원하여, 지각을 한 근거가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혹은 위태로워 편안치 못하고, 혹은 미
묘하여 보기가 어렵다. (｢중용장구서｣)
마음은 인간의 지각으로서, 한 가운데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바깥에
대해 응대하는 것이다. 형기(形氣)의 사(私)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켜
말하자면 인심이라고 한다. 의리의 공(公)에서 발한 것을 가리켜 말하
자면 도심이라고 한다. 인심은 쉽게 움직이지만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
에 위태롭고 불안하다. 의리란 이에 대해 밝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해
어둡기는 쉽기 때문에, 은미하여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대우모해｣)

인심이 형기(形氣)ㆍ혈기(血氣)ㆍ사(私)와 같은 용어들을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인심은 앞에서 본 지에 상응한다. 그런
데 도심이 성명(性命)ㆍ의리(義理)ㆍ공(公)과 같은 용어들과 관련된다
는 사실에 비추어 보자면, 인심은 부정의 대상으로 보기 쉽다. 그러
나 주희는 인심이 지가 갖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인심을 부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주희에 따르
자면, 애초에 인간이 태어나 생명 활동을 하는 이상 모든 인간은 혈
기(血氣)와 신체[形軀]를 갖게 되며, 신체를 갖는 이상 각 개인은 자
신의 신체의 외부와 구분되는 개체로서 존재하게 된다.39) 그리고 한
39) 朱子語類 62:37 問: “或生於形氣之私”. 曰: “如飢飽寒煖之類, 皆生於吾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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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로서 살아 있는 한, 인간의 신체는 끊임없이 외부와 접촉하면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신체적 욕구와 관련된 지각 활동
을 한다. 주희는 이런 활동은 타인들과 공유할 수는 없는 ‘나’의 활
동이므로 사적인 것[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난의 의미에서
‘사욕(私欲)’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40) 인심이란 생명체로
살아 있는 한 성인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모두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심은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유혹에 쉽게 끌려가므로 평
범한 사람의 경우의 이러한 지각, 즉 인심은 사욕으로 빠지기 쉽다. 이
때문에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위태롭다[危]고 말할 뿐이다.
신체를 중심으로 한 감각적 지각 활동이 인심인 반면, 도심은 성명
(性命)ㆍ의리(義理) 등에 근거한 지각 활동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할 것은 도심은 성명ㆍ의리와 관련된다고 해서 도심이 성명과 의리를
대상으로 삼은 지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주희가 도심의
예로 맹자가 말한 사단의 마음을 든 데에서 알 수 있듯이41), 도심이
란 사단처럼 개인이 바깥에 대해 응대할[應於外] 때, 그 반응이 선한
본성에 근원한 지각을 말한다.
그런데 도심은 인심의 활동과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다.
인심이 외부의 유혹에 그냥 끌려갈 가능성이 커서 인심 자체는 악이
아닐지라도 언제나 악으로 흐르기 쉬운 반면, 도심은 외부의 유혹에
그냥 끌려가지 않고 인심에 대한 주재(主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주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심과 인심의 관계에 대해 주인과 손님,
장수와 사병, 키와 배의 비유를 사용하곤 한다.42) 비유에서 드러나듯,
손님ㆍ사병ㆍ배에 해당하는 인심은 외부의 유혹에도 쉽게 끌려가지
血氣形體, 而他人無與, 所謂私也. 亦未能便是不好, 但不可一向狥之耳.” 植.
40) 朱熹集 권57 ｢答陳安卿｣ 문: 又雜疑中庸序曰, ‘人莫不有是形, 故雖上智
不能無人心.’ 人心只是就形氣上平說, 天生如此, 未是就人爲上說. 然上文又
曰或生於形氣之私, 乃却下‘私’字何也? 私, 恐或涉人爲私欲處說, 似與‘上智
不能無人心’句不相合, 不審如何? 답 : 如飢飽寒燠之類, 皆生於吾之血氣形
體, 而他人無與焉, 所謂私也. 亦未便是不好, 但不可一向徇之耳.
41) 朱子語類 62:40.
42) 朱子語類 31:76ㆍ62:39ㆍ78:190ㆍ7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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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동시에 주인ㆍ장수ㆍ키에 해당하는 도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
다.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키를 놓치지 않는 한 배가 파도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는 것처럼, 외부의 자극이 강할지라도 도심을 놓치지 않
는 한 인심이 외부의 자극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심과 인심
의 이러한 관계는 ｢중용장구서｣의 “도심을 한 몸의 주인으로 삼아 매
번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게 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도심과
인심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할 때, 인간이 물욕에 빠지는 현상은 인간
이 개체로서 존재한다거나 신체와 혈기가 있다거나 인심이 있기 때문
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도심을 놓치
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희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43), 이러한 인심도심론은 맹자의 대체소
체론을 계승한 것이다. 소체와 인심 각각이 감각적 욕망과 관련되며
수동적이어서 외부의 유혹에 쉽게 끌려 갈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악
은 아니라는 것, 도심과 대체가 선한 본성에 근거하면서 인심과 소체
를 주재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이 외부의 유혹에 끌려가 물욕에 빠진
다면 이는 인심과 소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심을 놓쳤거나 마음
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 등은 양자가 정확히 일치한다.
물론 인심과 도심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지각인 반면, 대체와
소체는 몸의 부분을 의미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맹자의 대체와 소체의 구분은 대체와 소체라는 두 근원에
따라 인간의 의식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
로 맹자와 주희의 차이라기보다는 맹자의 주제를 주희가 발전시켰다
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처럼 맹자의 대체소체론과 주희의 인심도심론에 따라 인간을 이
해할 때 인간은 능동과 수동을 겸비한 이중체로 이해할 수 있다. 지
43) 朱子語類 78:197 “饑食渴飮, 人心也; 如是而飮食, 如是而不飮食, 道心也.
喚做人, 便有形氣, 人心較切近於人. 道心雖先得之, 然被人心隔了一重, 故難
見. 道心如淸水之在濁水, 惟見其濁, 不見其淸, 故微而難見. 人心如孟子言
“耳目之官不思”, 道心如言“心之官則思”, 故貴“先立乎其大者”. 人心只見那邊
利害情欲之私, 道心只見這邊道理之公. 有道心, 則人心爲所節制, 人心皆道
心也.” 伯羽

주희의 지각 개념의 연원

57

에 상응하는 작은 몸의 활동과 인심은 개체로서 그리고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활동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외부의
유혹에 그냥 이끌려 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지ㆍ작은 몸의
활동ㆍ인심은 인간의 수동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반면 대체의 활동과
도심 역시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인 것은 맞지만, 그 반응의 성격
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본성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므로 인간의 능
동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게다가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체의 활
동과 도심은 작은 몸의 활동과 인심에 대해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
다. 따라서 외부의 유혹에 그냥 끌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능동성을 발
휘하지 않고 외부의 힘에 자신을 내맡긴 사람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
은 외부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더라도 자신의 능동성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큰 것에 서서 작은 것이 빼앗지 못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도심을 살피고 지켜서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수동적인 삶
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 개인의 수양의 과정이란 자신의 능
동성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

Ⅳ. 결 론
앞에서 필자는 선진시대 그리고 한대 문헌에 나오는 지(知) 개념과
관련된 논의들을 검토하고 주희가 이를 어떻게 계승하였는지 살펴보
았다. 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희가 사용하는 지각(知覺) 개념, 특
히 인심으로서의 지각은 그 용례와 관련 논의에 있어 이전 시대에
사용되었던 지 개념과 대부분 일치한다. 지와 지각이 연결되는 지점
을 중심으로 이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인간과 동물은 개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외부와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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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시에 끊임없이 개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선진시대
그리고 한대 문헌에서 지, 그리고 주희가 사용하는 지각은 바로 이런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즉 지는 한 개체로서 존재하는 인간과 동물이
외부의 무언가를 보고 들으며, 추위와 더위를 느끼고, 외부의 무언가
를 열망하고 회피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지와 지각
은 인간과 동물이 생명체로서 존속하는 한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외부의 영향을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좋아함과 싫어함과 같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외부에 대한 어떤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지 그리고
지각은 인간과 동물이 식물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식물 역시 생명체
인 것은 맞지만, 지 혹은 지각이 없는 식물은 어떠한 반응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지 그리고 지각은 죽은 뒤에
해당 생명체가 계속 개체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별 기
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와 지각의 활동이 신체에 근거한다고 본
다면 지와 지각의 활동은 신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크며,
당연히 개체로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대 문헌에 나오는 지 개념과
주희의 지각 개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지 개념은 그 자체
로는 도덕적이지 않지만, 주희가 말하는 지각의 일부 도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지와 지각이라는 개념들 자체에서 생겨
난다기보다는 이 개념들과 관련된 본성론에서 생겨난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지 개념과 관련된 문헌들은 대부분 본성론에 대한 입장
이 모호하거나 사실상 지를 본성의 내용으로 삼아 성악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주희는 본성을 리(理)라고
이해하고, 지각의 일부인 도심은 선한 본성을 근거로 한 지각이라고
주장한다. 도심 역시 지각인 이상 외부 자극, 대상에 대한 반응이지
만, 그 반응의 성격은 선한 본성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각을 그 근원에 따라 둘로 나눈 것은 인심에 또 다른 지
각 하나를 추가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지 혹은 인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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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이 둘은 감각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감각적 욕구란
결국 외부 대상을 통해 충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치하면 인간
의 생명 활동 전체가 외부의 대상들에 의해 끌려가는 양상으로 흘러
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와 반대로 도심은 선할 뿐 아니라 인심을
주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도심은 인심이 외부의 유혹
에 이끌려가는 것을 막고 인심이 도덕에 맞게 작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심은 인간이 외부
의 힘들에 이끌려 갈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하고 스스로에 대한 주인
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된다. 따라서 수양의 과정에서 중요
한 것은 인심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러한 주희의 지각 이론은 맹자의 대체소체론을 계승한 것이다.
주희 스스로 밝혔듯이, 지와 인심은 소체의 활동에 상응하며, 도심과
도심이 인심과 맺는 관계는 대체의 활동과 대체가 소체와 맺는 관계
에 상응한다. 물론 맹자는 직접 지 개념을 거론한 바 없다. 그러나
맹자는 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대체소체론에서 인간의 신
체의 인간이 외부 대상과 자극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고
찰하고 이를 통해 도덕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때 맹자가 대체와 소체를 나누고 양자의 관계를 설정했던 방
식은 이에 따라 인간의 지 혹은 지각활동을 둘로 나눌 수 있는 가능
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주희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발전시킨 것이다.
결국 주희의 지각 이론은 상당 부분은 선진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지 개념을 이어받되, 맹자가 대체소체론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비
판적으로 종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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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rigin of the Concept of zhijue in
ZhuXi’s Philosophy

Chang, Won-Tae
“Zhi” in the text of the pre-Qin and Han periods has the
following meanings. ① Zhi is part of the vital process of animals
and humans that have xueqi, so it is used as the basis by which
animals and humans are classified; Thus, botanical organisms and
inanimate things don’t have xieqi and zhi. ② Zhi is a process
including not only sensual perception and knowing but also emotion
and desire as their reaction. ③ As far as zhi is resulted from outer
impulses and can be easily driven by them, zhi is a passive
process. ④ Because zhi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actions of the
body and qi, it will hardly exist when the body ceases to exist.
Zhuxi’s zhijue corresponds with zhi for the most part, as does the
related discourse. But Zhuxi adds an ethical definition which zhi
does not have, to zhijue. Developing the discourse on renxin and
daoxin, he divides zhijue in two: daoxin, which is rooted in moral
nature and renxin, which is rooted in the body and xueqi. He also
develops the self-cultivation theory focusing on daoxin, the moral
zhijue.
Keywords: zhi, zhijue, xueqi, body, vital process, renxin, daox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