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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주희가 호상학을 비롯한 기존의 수양론 비
판을 위해 제기한 ‘두 마음의 이율배반’의 문제가 주희 자신의 수양론 속
에서 어떻게 제기되고 또한 해소될 수 있는지를 논구하는데 있다. 1장에서
는 ‘두 마음의 이율배반’이 주희가 현상태의 마음 이외에 이 마음을 지각
하고 보존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체를 상정하고 있는 수양론 일반을 비판
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스스로가 자신의 수양
론을 이 이율배반의 문제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음을 보
일 것이다. 2-3장에서는 주희가 마음의 본래 작용으로 정의한 지각(知覺)과
주재(主宰)를 각기 검토하고, 도덕실천－당위의 영역에서는 지각작용과 주
재운용을 결합하기 위한 실천의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주희 수양론에서 실천의지 개입의 문제가
‘두 마음의 이율배반’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
려는 노력이 종국에 외적 권위나 계기라는 마음 외부에 대한 의존을 정당
화하는 기제로 작용했음을 논구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2-A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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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朱熹)의 수양론에는 격물(格物)에서부터, 미발함양(未發涵養),
성찰(省察) 등 다양한 실천강령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발을
함양하라”와 같이, 그의 수양방법에 대한 언급 대부분에는 그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빈 자리에 주희 자신이 “일신의 주체”로
정의한 “마음”(心) 개념을 대입할 수 있을까?
주희가 마음을 “일신의 주체”로 정의한 계기는 양시(楊時)의 미발
체인(未發體認)을 종지로 하는 도남학(道南學)과 호굉(胡宏)의 찰식단
예(察識端倪)로 대표되는 호상학(湖湘學)의 수양론으로부터의 일탈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수양론과 이를 기초할 형이상학체계의
성립이 맞물려 있었다. 특히 호상학의 심성론과 수양론은 주희가 그
의 수양론 체계를 성립하는데 중요한 반명제들을 제공하였다. 주희는
｢관심설｣(觀心說)이라는 짧은 논문 속에서 마음 개념에 대한 두 입장
의 차이가 수양론 전반을 얼마나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호상학의 수양론이 마음을 주재하고 관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을 상정하는 논리적 모순(본 논문에서는 이를 ‘두 마
음의 이율배반’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를 통해 마음은 일신의 주체이며 동시에 주재와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명제를 정립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주희의 호상학 비판이 아니라, 그가 이러한
비판을 통해 새로이 구성한 수양론 체계가 과연 그가 제기한 ‘두 마
음의 이율배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논구하는데 있
다. 주희가 ‘두 마음의 이율배반’을 제기한 주된 이유는, 호상학을 비
롯한 기존의 도학(道學)계의 수양론이 맹자의 “진심”(盡心)ㆍ“지
성”(知性)이나 “존심”(存心)ㆍ“양성”(養性) 등을 축자적으로 받아들여
현상태의 마음이 지각하고 보존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실체가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희의 수양
론에서도 마음이나 본성이 함양과 이해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지 않
는다. 따라서 그의 수양론 또한 마음이 그 마음을 스스로 대상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두 마음의 이율배반’을 야기할 가능성을 그 시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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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태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구명하게 위해 필자는 지난 10여년 간 국내 주자학의
커다란 두가지 흐름, 즉 지각론(정원재 2001, 김우형 2005)과 미발함
양에 대한 이해(이승환 2005, 2008, 2009a 2009b; 이상돈 2010)를 재
고함으로써, 주희 수양론에서의 ‘두 마음의 이율배반’의 문제가 궁극
적으로 지각작용과 주재운용이라는 마음의 본래적 능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도덕실천-당위의 영역에서 지각작용과 주재운용을 결합하
기 위해서는 실천의지의 개입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부분에서는 신비적 체험을 강조한 모종삼의 해석을 비판
하고, 미발함양을 미발과 이발을 관통하는 마음의 주재(主宰)능력의
확립으로 이해하는 최근의 연구성과의 타당성을 주희의 체계 안에서
실천주체와 실천의지는 이분할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논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에서는 주희가 자신의 수양론에서 ‘두 마음
의 이율배반’을 해소하고 있음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이 종국에 외적 권위나 우연한 계기라는 마음 외부에 대한 의존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했음도 아울러 보일 것이다.

Ⅰ. 두 마음의 이율배반
1. 마음 속의 또 다른 실체: 주희의 호상학 비판
주희가 1174년 그의 학우였던 장식(張栻), 오익(吳翌), 여조검(呂祖
檢) 등과 마음에 대해 논의를 전개시킨 후, 자신의 최종입장을 밝히
기 위해 ｢관심설｣(觀心說) 한 편을 지었다. 이 짧은 논문은 1169년
시작된 호상학으로부터의 이탈과 “중화신설”(中和新說)로 대표되는 독
자적인 심성론과 수양론 구축이라는 긴 여정의 마무리이기도 하다.
(속경남, 2001, 519-20) 이 논문은 크게 두 개의 문답과 총괄적 결론
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첫번째 문답에서는 불교의 관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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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心說)에 대비하여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열거한다.
(Q1) 누군가 물었다: 불교(佛者)에는 관심설(觀心說)이 있습니다. 어
떻습니까?
(A) [주희가] 답하였다: 무릇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신에 대해
주체인 까닭(所以)이다. 하나요 둘이 아니며,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다.
그리고 [마음은] 사물(物)에게 명령하지 사물로부터 명령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사물을 관찰하면(觀物) 사물의 이치를 얻
게 된다.
만약 또 다른 어떤 것이 거꾸로 마음에 대해 관찰한다고 하자. 그렇
다면 이 마음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을 관장(管)한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소위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인가, 아니면 둘
인가? 주체인가, 아니면 객체인가? 사물에게 명령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말[즉, 觀心說]이 오류라는 것은 [명백하다.] (｢관심설｣)
或問.佛者有觀心説.然乎.曰夫心者人之所以主乎身者也.一而不二者也.
為主而不為客者也.命物而不命於物者也.故以心觀物則物之理得.今復有物
以反觀乎心則是此心之外復有一心而能管乎此心也然則所謂心者為一耶為
二耶.為主耶為客耶.為命物者耶為命於物者耶.此亦不待較而審其言之謬矣.

여기서 주희가 던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관심”(觀心)이라는
수양법에 내재된 두 마음의 이율배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마음을 관찰하라”는 관심설은 마음을 관찰의 대상 혹은 객체로 상정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관찰의 주체가 되는 무엇인가를
다시 상정해야 한다. 그런데 관찰이라는 작용은 본래 마음의 능력에
속하므로, 관심설은 하나의 마음을 이분화하여 객체이면서 동시에 주
체로 상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주희는 이를 통해 마음의
도덕실천과 인식은 오로지 주객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며, 마음은 그
자체를 대상화하여 “관장”하거나 “지각”할 수 없다는 주장을 도출해
낸다. 마음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은 단순히 이율배반이라는 논리적 모
순을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정립한 수양론의 두
골간인 함양과 격물설을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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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양실천의 주체
주희가 ｢관심설｣의 두번째 문답에서 전개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마
음을 다하라”(盡心)와 “마음을 보존하라”(存心)는 것과 같이, 명백히
마음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수양방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수양론에는 “다하라”
혹은 “보존하라”는 행위의 대상으로 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결같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주희에 따르면, 이 주어의 위치에는
반드시 “주체”로서의 마음이 놓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주체의 마음이
동시에 대상이 되므로, 두 마음의 이율배반에 저촉될 수밖에 없어 보
인다. 주희가 ｢관심설｣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양론의 항목은 다음의
다섯가지이다.
(Q2) 어떤 이가 물었다: 만약 당신의 말대로라면 성현들이 ① “정
밀하게 [분별하고] 한결같이 하라”(精一), ② “잡아서 보존하라”(操存),
③ “마음을 다하면 본성을 안다”(盡心知性), ④ “마음을 보존하여 본
성을 양성하라” (存心養性), ⑤ “앞에 참여함과 멍에에 기댐을 보라”
(見其參於前而倚於衡)라고 한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관심설｣)
或者曰.若子之言.則聖賢所謂精一.所謂操存.所謂盡心知性.存心養性.所
謂見其參於前而倚於衡者.皆何謂哉.

주희는 이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을 붙여 앞에서
제시한 마음에 대한 명제들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⑤번째 항목을 제
외한 나머지 4개의 항목에 대해서 주희는 다음과 정리한다.
[맹자가] “마음을 다하면…”(③)에서 말한 것은 격물ㆍ궁리함으로써
확연히 관통하게 되면 마음의 구비된 이치를 지극히 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양성하라]”(④)는 것은 “경(敬)의
[실천]으로 안을 바르게 하고, 의(義)의 [실천]으로 밖을 방정하게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정밀하게 [분별하고] 한결같
이 하라,”(①) “잡아서 보존하라”(②)는 방도(道)와 같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하면 본성을 알 수 있고, 하늘을 알 수 있다”
는 것은 그 본체가 가리움이 없어 이치의 스스로 그러함(理之自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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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보존하면 본성을 양성할 수
있고, 하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 본체를 잃지 않아 이치의 스스
로 그러함에 순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심설｣)
若盡心云者則格物窮理廓然貫通而有以極夫心之所具之理也.存心云者
則敬以直内義以方外.若前所謂精一操存之道也.故盡其心而可以知性知天
以其體之不蔽而有以究夫理之自然也.存心而可以養性事天以其體之不失
而有以順夫理之自然也.

여기서 주희는 ①의 “정밀하게 [분별하고] 한결같이 하라”와 ②의
“잡아서 보존하라”를 ④의 항목에 연관시킴으로써, ③의 “마음을 다하
면 본성을 안다” 와 ④의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양성하라”는 두
항목으로 이 4가지 수양방법을 재분류한다. 그리고 다시 이 두 가지
항목이 각각 격물과 함양에 상응함을 주장한다. 즉 주희가 ｢관심설｣에
서 수행한 논의는 바로 자신이 정이로부터 받아들였다고 하는 수양론
의 두 개의 기본축인 격물과 함양을 어떻게 두 마음의 이율배반으로
부터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① 격물설과 두 마음의 문제
“마음을 다하면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것과 격물설은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전자는 그 대상을 마음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외부 사물을 그 관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
나 주희는 “마음을 다함”과 “본성을 앎”을 마음과 본성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격물과 궁리를 한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함으로써 이 양자를 연관 짓는다.1) 그는 이후 맹자집주에서도 이
결과적 해석을 한층 더 부각시켜, “지성(知性)은 물격(物格)을 말하는
1) 주희는 ｢관심설｣에 앞서 이미 동일한 해석을 표방하고 있었다. ｢호자지언
의의｣(胡子知言疑義) 첫번째 항목에서도 주희는 이미 “진심(盡心)과 지성
(知性)은 치지(致知)와 격물(格物)의 일이고, 존심(存心)과 양성(養性)은 성
의(誠意)의 정심(正心)의 일이다”라는 논지를 피력하였다. (｢호자지언의의｣,
73.3858-9) 이어 1171년 후반에 이를 정리한 ｢진심설｣(盡心說)에서 주희는
“그 마음을 다한다”라는 구절을 “일과 사물에 직면(卽)하여 그 이치를 궁
구함으로써” “한량”(限量)없는” “그 본래 마음(本心)의 넓디 넓은 본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진심설｣(盡心說), 67.353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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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진심(盡心)은 지지(知至)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진
심”은 “앎이 지극해 짐”이라는 결과를 의미하며, “지성”(知性) 또한
“물격”(物格), 즉 사물에 대한 이치를 파악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진심”과 “지성”은 “마음을 다하라,” “본성을 안
다”라는 마음과 본성을 대상으로 하는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
음을 다하였다면 본성을 알 수 있다’이라는 결과적 과거태로 전환된
다. 약술하자면, 주희는 진심과 지성을 마음과 본성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 대신 이를 지각능력으로서의 마음과 외부대상의 관계로 설정
하고, 진심과 지성을 해석함에 있어 본성 자체(혹은 본체)를 지각의
대상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② 호굉의 찰식단예(察識端倪)와 수양의 주체
“중화구설”(中和舊說)과 “신설”(新說)로 대표되는 주희의 정론확립
은 “마음을 이발(已發), 본성을 미발(未發)”로 보던 성체심용(性體心
用)의 2원론적 시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2) 본체로서의 본
성, 허령지각의 마음, 그리고 대상에 대한 반응에 따라 발생하는 정
(情)이라는 3원론적 구조의 확립으로 마무리 된다. 호굉이 인(仁)을
중심으로 한 도(道)의 “본체를 지시하여 본성이라 하고, 그 발용(用:
혹은 작용)을 지시하여 마음이라 한다. 본성은 움직임이 없을 수는
없지만, 움직이면 마음이다”라고 한 구절에 대해, 주희는 이것이 사량
좌에서 비롯된 오류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재의 심통성정
(心統性情 혹은 심주성정[心主性情])에 따라 지언 해당부분에 사용
된 마음 심(心)자를 정(情)자로 대체할 것을 제시한다.(｢호자지언의의｣
[胡子知言疑義])
여기에 본성, 마음, 정에 대한 호굉과 주희의 용어사용 및 구조상
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호굉이 위의 구절에서 마음 혹은 본심
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주희에서처럼 일신의 주재자 및 지각의 주체로

2) 주희, ｢여호남제공논중화제일서｣(與湖南諸公論中和第一書), 주희집, 64.3383;
｢이발미발설｣(已發未發說), 주희집, 67.35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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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四端)과 같이 선한 본성이 충실하게 발현된
정(情)에 해당한다. 주희가 ｢맹자서설｣(孟子序說)에서 밝히고 있듯,
“본성을 본체로, 마음을 발용으로 보는” 사량좌와 호굉의 심성론의
이원적

구조에는

“정(情)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

(｢孟子序說｣,

74.3890). 그러나 주희의 개념정의를 적용할 경우, 찰식단예의 이원적
구조에서 결여된 것은 정(情)이 아니라 주재자로서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3) 이 이원적 구조에서는 본체와 발용의 관계가 하나의 인과
적 관계로 이해된다. 즉, 선한 본성은 사단과 같은 선한 발용이라는
결과를 가능케 하는 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관계에는 의지를 갖
는 주체의 개입이 용납되지 않는다.
[내가] 말하였다. “인하게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인의 본체를
인식하여야 한다.” … 혹자가 물었다. “사람이 불인(不仁)한 까닭은 그
양심(良心)을 잃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잃어버린 마음
으로 마음을 구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답하였다.
“제나라 왕이 [흔종(釁鍾)을 위해 끌려가는] 소를 보고 차마 죽이지 못
한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의 싹이 이욕(利欲) 가운데에서 발현된 것이
다. 그것이 발현되었을 때, 그것을 잡아서 보존하고, 보존하여 그것을
기르고, 길러서 그것을 확충해감으로써 크게 함에 이르고, [이러한] 크
게 함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늘과 같아질 것이다. 이 마음은 사람마다
그 발현의 단서가 같지 않으니,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데 있을
뿐이다.” (知言, ｢호자지언의의｣에서 인용)
曰欲為仁.必先識仁之體.…某問.曰人之所以不仁者.以放其良心也.以放
心求心可乎.曰齊王見牛而不忍殺.此良心之苗裔.因利欲之間而見者也.一
有見焉.操而存之.存而養之.養而充之.以至于大.大而不已.與天同矣.此心在
人其發見之端不同.要在識之而已.

여기서 호굉은 정호의 “식인설”(識仁說)의 연장선상에서 호굉이 소
위 “찰식단예”(察識端倪)를 식인(識仁)을 위한 방편으로 설명한다. 그
리고 호굉은 찰식단예를 맹자의 “구방심”(求放心), “조존”(操存), “존
양”(存養)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 즉 찰식단예는 인의 본체를 인

3) 주희, ｢답조치도｣(答趙致道), 주희집, 59.308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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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기 위한 다단계의 순차적 수양의 최초 단계에 해당한다. 위의 인
용문에서 “혹자”가 제기한 질문은 인을 잃어버린 방심의 상태에서 어
떻게 인을 추구하려는 의식과 의지가 발생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다.
호굉은 이에 대한 답으로 찰식단예, 즉 인의 본체가 아니라 제선왕의
경우처럼 “이욕 가운데에서” 의도하지 않은 채, 어떠한 외적 계기(위
의 경우에는 죽으러 가는 소를 봄)에 의해 드러나는 “양심의 싹”(위
의 경우에는 “차마 죽이지 못 함”)이라는 인의 본체의 파생물로서의
발용을 지각하였을 때, 이것을 “조존,” “존양,” “확충”함으로써 본래
“무궁한 마음”을 “다할 수 있다”(盡心)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찰식단예에서 인식과 조존, 존양의 직접적
인 대상이 되는 것은, 주희가 말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이나 본체로서
의 마음이 아니라, 그 발현된 “싹,” 즉 정(情)에 해당된다. 위의 인용
문에서 각 문장의 주어가 대부분 생략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
듯이, 호굉은 주체에 해당하는 개념을 설정하지 않고 불특정 1인칭
주어를 상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희가 말하는 두 마음의 문제, 즉
한 사람에게서 두 개의 동시적인 주체를 상정해야하는 이율배반이나
주체의 무한퇴행의 문제는 호굉의 찰식단예설에 해당하지 않는다.4)
③ 마음 속의 또 하나의 실체
주희가 ｢관심설｣에서 두 마음의 이율배반을 통해 비판하고자 한
대상은 호상학에 한정되지 않는다. ｢관심설｣에서 제시된 수양의 5가
지 항목에서 ⑤번째의 “앞에 참여함과 멍에게 기댐을 보라”는 논어
ㆍ｢위령공｣(衛靈公)의 구절은 진심설(盡心說)이나 존심설(存心說)과는
달리 술어의 주어와 목적어 양자가 빠져있다. 주희에게서 “본다”는
지각의 주체는 분명 마음에 해당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목적어에 해
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희는 이 “본다”는 행위의 목적어를 제시하
지 않고, 대신 “충신(忠信)하고 독경(篤敬)함을 마음에서 잊지 않는
다”(｢관심설｣)고 의역하였으며, 이후 논어집주에서도 이 해석을 유
4) 주체의 무한퇴행 문제에 대해서는 이승환 (2009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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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그러나 주희 이전 도학계 내에서 이 구절은 상당히 다른 방
향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정이는 “‘일어서면 그 앞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라’고 했는데, 여기
서 보는 것은 무엇인가?”(유서, 17.181, 논맹정의 8A.520)라고 하
여, 그는 볼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생략되어 있음을 암시하였다. 그리
고 중용의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으니, 성실함은 사물의 시작
과 끝이다”는 구절과 관련하여 “[ 중용에서] ‘성실하면 형상이 드
러난다’고 한 것은 정성스러운 후에야 사물이 있다는 것이다. [ 논
어에서] ‘일어서면 그것이 앞에 참여함을 볼 수 있고, 수레에 있으
면 그것이 멍에게 기댐을 볼 수 있다,’ ‘우뚝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어떤 사물이 있는 것과 같아야만 비로소 볼 수 있다. 만약
형상이 없다면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유서, 18.203)라고 하여
다시 한번 본다는 대상으로 형상이 있는 무엇인가가 실재할 수 있음
을 암시하였다.
이어서 양시(楊時)는 “‘앞에 그것이 참여함과 수레에 기대어 있음
을 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일삼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그것’(其)은 사물을 지시한 말이다. 그런데 ‘그것’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사물인가? 배우는 자들은 이것을 본 후에야 행할 수 있으니, 여
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무엇인가 “본다”는 실체적
대상이 있음을 상정하였다. (논어정의, 8A.521)
이에 대해 주희는 “마치 별도의 하나의 황홀한(어렴풋한) 사물이
있어, 마치 형상이 있는 무엇인가가 마음 속으로 (혹은 눈 앞에서)
왕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인용한] 정자의 말에서
그 의혹이 발생된 것이다. … ”라고 비판한다 (논어혹문, 345). 주
희는 또한 사량좌에 대해서도 “짧은 순간에 정신을 정돈하고 생각을
단속하고 관장하여, 소위 ‘이 형상이 있는 것’과 같은 무엇을 취한다
고 한 것은 또한 근세에 [성행한] 이단의 이론이니, 어찌 대학, 맹
자그리고 [ 논어] 이 장의 본의이겠는가?”라고 비판한다 (논어혹
문,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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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직접 마음을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정이를 비롯하여 양시와
사량좌는 여기서 “보라”라는 지각행위에 대해 무엇인가 형상을 가진
대상적 사물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주희는 이러
한 생각이 이단의 이론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단호하게 지적한다. 물
론 여기서 대상적 사물이란 주희 격물설에서 말하는 외부 대상의 사
물을 지시하지 않는다. 즉 마음 안에 현재 작용하고 있는 지각과 의
식 이외에 무엇인가 지각가능한 대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
고 이 실체는 지각(여기서는 “봄”)의 대상을 넘어서, “잡아서 보존하
고”(操存)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양성하라”(存心養性)에서처럼 “잡
고” “보존하는” 주재행위의 대상으로도 상정되어 있다.
약술하자면, 주희가 ｢관심설｣에서 비판한 것은 불교와 호상학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시와 사량좌를 포함하여 현재 작용하고 있는
마음 이외에 지각과 보존하려는 의지적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체가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양론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5) 그리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명제가
곧 ‘두 마음의 이율배반’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이율배반은
맹자의 존심설이나 호상학의 찰식단예, 혹은 불교의 수양론이 두 마
음을 설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명제는 주희가 마
음을 일신의 주체로 정의하는 새로운 심성론의 구조를 통해, 내면의
실체를 추구하려는 기존의 학설 일반을 비판하고자 하는 레토릭적인
성격이 강하다.6)

5) 정원재는 “본성과 마음의 분리”를 전제로 하여, 호상학에서의 찰식 공부
를 외부적 도덕 규범을 “자연발생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도덕적 의지를
형성”하는 공부로 설정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은(정원재, 2000, 37) 주희의
찰식단예 비판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6) 주희의 작용시성(作用是性) 비판과 ‘영혼’이나 ‘정신’과 같은 마음 이외의
또 하나의 실체를 상정한 이론 일반에 대한 비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정환(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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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희 수양론에서 ‘마음의 자기대상화’의 문제
주희는 ｢관심설｣에서 두 마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마음이 그
스스로 “본심의 바름을 지키고(守) 이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하는 한
결같게 하는” 노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대안 또한 두 마음의 문제
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 스스로를 대상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 미발함양
｢호자지언의의｣ 7번째 항목에서 주희는 호굉의 찰식단예 수양법은
수양의 간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 “보고(경험하고) 조존하려는” 대
상이 본성 그 자체가 아니라 “발용의 일단”(發用之一端)에 한정됨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원전체”(本源全體)에
대한 평상시의 지속적인 “함양”(涵養)을 제시한다. ｢관심설｣에서는
“마음을 보존하라” 혹은 “잡아서 보존하라”는 실천의 대상이 되는 것
이 마음 이외의 무엇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러한
수양은 “이 [마음이] 저 [마음을] 잡아서 그것을 보존한다는 것이 아
니며,” “마음이 스스로를 잡아 잃은 것을 보존할 수도 있고, 놓아서
잡지 않으면 보존한 것도 잃는다”라고 답한다.
그런데 마음이 스스로를 잡아 보존한다는 것이 마음이 마음을 “잡
아서 보존한다”는 것과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주희는 기존의 입장은 “마치 입으로 입을 씹고, 눈으로 눈을 본
다는 것”과 같은 하나의 주체가 동시에 대상이 되어야 하는 모순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한다.(｢관심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
듯, 마음이 마음을 “잡아서 보존한다”는 것의 문제는 우리 내면에 현
재 작용하고 있는 마음 이외에 다른 하나의 지각가능하고 포착가능한
실체를 상정하고 있음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주희
가 제시한 대안인 “마음이 스스로를 잡아 보존한다”는 미발함양은 마
치 마음이 주체와 객체로 이분화하여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다른 차원에서의 두 마음의 이율배반에 대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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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필요해 보인다.7)
(2) 인심도심설
인심도심설도 두 마음의 이율배반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아
보인다. 주희의 지각에 기초한 마음의 설명은 상당부분 호상학의 성
체심용설과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 주희가 본유의 지각능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본유의 선한 경향성을 따르지(즉, “順其
性”) 못하는 이유를 “형기의 사사로움”과 인욕의 “가리움”(蔽)으로 설
명하고 있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언뜻 보기에 주희의
심성론에서 본성과 지각작용으로서의 마음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외적
계기에 감응하여 “양심의 싹이 이욕(利欲) 가운데에서 발현”된다고
보는 호상학의 인과적 성체심용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여기
에는 지각과 관련하여서는 “나” 혹은 실천주체를 바라보는 본질적인
차이도 드러나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 호굉의 실천론은 “인의 본체를 인식”하고 “잡아서
보존하는” 인식과 실천의 주체로서의 ‘나’를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호굉의 성체심용의 2원적 구조에서 이 둘의 관계를 벗어난
‘나’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은 단지 개념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다. 여
기서 ‘나’라는 것은 일종의 항상성을 갖는 실체가 아니라, 이욕에 의
해 완전히 가리워진 나와 “발현된 양심의 싹”이 나의 의식을 구성하
고 있는 참된 나(즉 “양심” 혹은 “본심”)라는 두가지 상태가 있을 뿐
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주희가 ｢관심설｣과 ｢중용장구서｣에서 인심과 도
심의 차이를 단일한 마음이 “지각한 바의 다름”(所以為知覺者不同)에
따른 두가지 상태로 설명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정밀하게
[분별하고] 한결같이 하라”와 “바른 것에 근거하여 차이를 살피고 다
름을 물리치라”는 실천강령을 제시할 때는, 주희도 그 행위주체로서
의 “나”는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심설｣의 “이것은 도
7) 이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이승환(2009a, 3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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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즉 도심)를 하나의 마음으로, 인(人: 즉 인심)을 하나의 마음으로
설정하고, 다시 다른 하나의 마음으로 정밀하게 [분별하고] 합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서 실천주체는 과연 무엇일 수 있는가? 이러
한 수양법이 과연 마음의 이분화와 자기대상화라는 문제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을까?
(3) 성찰(省察)
주희는 중용의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愼獨)을 동일하게 보아
왔던 기존의 학설을 거부하고 이를 “두가지 [차별되는] 일로 나누었
다.”(중용혹문, 50-1) 그리고 전자를 “본래 그러한 본체를 온전하게
하는” (全其本然之體) 미발의 존양공부로, 후자를 “그 생각이 막 싹트
는 때에 따라 성찰[의 노력을] 기울여 선악의 기미(善惡之幾)에 삼가
해야 하는” 성찰(省察) 공부로 보았다.(중용혹문, 50) 그리고 대학
의 “성의”(誠意)를 “반드시 이것에 삼가하여 그 기미를 살펴야 한다”
로 해석함으로써 성찰공부와 성의가 상응함을 밝혔다. (대학장구ㆍ｢성
의장｣)8)
성찰을 이해하는데 있어 선결문제는 “기미”(幾)의 의미이다. 특히
이발과 미발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기미란 어디에 속하는지가 불분
명한 것처럼 보인다. 주희는 이에 대해서 “장차 발현하려 함”(將發),
“장차 싹트려 함,” “발현하고자 함”(欲發) 등으로 표현한다.(이상돈
2010, 101-3) 즉 주희는 기미를 이발이나 미발 어느 하나가 아닌, 그
중간단계 정도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찰 공부와 관련한 주희의
미발, 기미, 이발에 대한 개념구분은 매우 간명하다. 계신공구는 “자
신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바”에 관한 것이다. (중용혹문, 51) 신독
의 “독”(獨)은 이에 반해 “다른 사람들은 비록 볼 수 없지만 자기 자
신만은 홀로 알 수 있음”(人雖不知而己獨知之)을 의미한다. (중용장
구ㆍ｢1장｣) 즉, 이 양자는 개인의 지각가능성에 의해 구분된다. 그리
고 기미와 이발의 차이는 자신만이 아니라 타자가 관찰할 수 있도록
8) 이에 대해서 Junghwan Lee(2008, 235-7); 이상돈(2010, 89-1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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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드러나느냐에 달려 있다. 즉 여기서의 이발은 성찰의 결과에
따라 “목소리와 용모로 드러나고 [나아가서] 실제로 일을 실천하는
데에서 발현되어, 확연히 드러나(暴著) 가리울 수 없는” 상태를 의미
한다.(중용혹문, 51) 달리 말하면, 기미의 단계란 천리와 인욕이 막
싹트는 시점에서 지각주체는 이들이 서로 이질적임을 지각하지만, 아
직 내 마음이 이 둘 중 하나에 의해 그 지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이발의 상태에는 “이 두가지” 중
하나에 따라 마음의 움직임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표정, 감정, 행
위 등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지시한다.9)
성찰공부의 경우는 앞에서 제기한 마음의 이분화와 자기대상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주희는 인심도심설에서와 마찬
가지로 성찰공부에 대해서도 그 수행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명시하지
않는다. 그 술어의 주어로 “배우는 자”(學者) 혹은 불특정한 “나”(己)
등을 간간히 제시할 뿐이다. 그런데 주희는 성찰의 경우, 그 대상을
마음 “그 스스로”가 아니라 “선악의 기미”로 명시한다. 그러나 여기
에는 하나의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은 “선악의 기미”
를 대상화하여 지각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해서 주재의 능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과 기미의 관계를 주객의 관계
로 환원할 경우, 지각된 바로서의 마음과 성찰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양분하는 자기대상화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주희 수양론에서 격물과 함께 중심축을 형성하는 미발함양, 인심도
심설, 성찰의 공부가 과연 그가 스스로 제기한 두 마음의 이율배반으
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앞의 호상학에
대한 비판에서도 보았듯이, 그가 맹자나 호상학에서 관용적으로 사용
하던 마음(心)에 새로운 정의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되어 있
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주희가 마음에 선천적 능력으로 부여했던
지각과 주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9) 여기서의 이발에 대한 이해는 기미에 상대적 개념으로는 타당해 보이나,
과연 미발ㆍ이발 개념상에서도 항상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에
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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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음의 지각작용과 의지적 주재작용
1. 수양 실천의 전제로서의 주체의 의도
다음은 1174년, ｢관심설｣을 짓기 직전에 주희가 장식과 오익(吳翌)
에게 함께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터럭만큼의 움켜쥐려 하는 의도(意思)가 있다면, 비록 도심의 발
현이라 할지라도 종국에는 인심의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
다.…모름지기 이러한 의도가 전혀 없이 자연스럽고(自然) 여유롭게
(從容) 도(道)에 적중할 때에라야 만이 순수한 도심(純是道心)일 것입
니다. [맹자가 말하였듯] “반드시 일삼음이 있어야 한다”라면, 이러한
이치를 보고서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양성하는”(存養) 노력(功)을
하는 것도 순수한 도심(純是道心)과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 본원을 체찰(察)하였다면 이로부터 정밀하게 분별하고 한결같게 하
는(惟精惟一) 노력을 보탬으로써 그 순수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정
밀하게 분별하고 한결같게 하는 것은 비록 인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하지만, 단지 이렇게 할 때에라야 만이 사욕을 완전히 극복하고 천리
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종국
에 [순수한 도심에] 다다를 수 있는 이치(즉, 가능성 혹은 방법)는 없
을 것입니다. (주희, ｢答張敬夫｣, 32.1377-8; ｢答吳晦叔｣42.1975)
…但微有一毫把捉底意思.則雖云本是道心之發.然終未離人心之境…須
是都無此意思.自然從容中道.才方純是道心也.必有事焉.却是見得此理而
存養下功處.與所謂純是道心者.蓋有間矣.然既察本原.則自此可加精一之
功而進夫純耳.…惟精惟一.亦未離夫人心.特須如此克盡私欲.全復天理.儻
不由此.則終無可至之理耳.

주희는 여기서 도심과 인심의 엄격한 구분이 수양의 의도 문제에
적용될 때의 난감함을 드러내고 있다. ｢중용장구서｣의 정의에 따르면,
도심은 마음이 “성명의 바름,” 즉 본성의 이치를 지각한 상태를 의미
한다. 지각작용은 자연발생적이므로, 여기서 주체의 의도적 노력이 완
전하게 배제된 상태로서의 “순수한 도심”은 자연발생성을 강조한 것
일 뿐 “도심”의 동어반복이다. 주희는 여기서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자연발생성의 도심과 불가결한 인위적 의도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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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수양의 의도가 “선지후행”(先知後行)의 구도 속에
서 드러난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치를 보고서” “이미 본원을 체찰
(察)하였고”라는 지각된 바가 “존양”과 “유정유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적 주재작용의 선행조건으로 제시된다. 수양 또한 실천이라는 의
미에서 “사욕을 완전히 극복하고 천리를 온전히 회복함”이라는 구체
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실천해야 할 대상(마
음과 본성, 혹은 천리와 인욕)이 있으며, 그 실천은 무의지적이고 자
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객관적 실천원칙(인용문에서는
“노력”으로 기술된 “보존하고 양성함”과 “정밀하게 분별하고 한결같
게 함”)에 따라야만 하는 당위적이고 의지적인 활동이다. 즉 행위주
체의 의지가 개입할 지점은 이 앎과 실천의 사이로 보고, 앎이 행위
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연발생성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위의 인용문에서 주희는 주재자의 의지적 개입의
필요를 역설할 뿐, 그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진전된 논의를 전개하
지 못하고 있다.10) 이 문제는 어디로부터 발생하였을까? 이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선지”(先知)와 “후행”(後行)에 각각 해당하는 마음의 지
각작용과 주재운용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지각(知覺)작용의 자연발생성과 선한 경향성
주희는 지각을 이발과 미발을 관통하는 항상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마
음의 본래 작용으로 상정한다. 지각작용은 미발의 고요한 때에 아직
희로애락과 같은 구체적인 정(情)이 발현된 것은 아니지만, 이 지각작
용 자체가 그 작용의 메커니즘을 멈춘 것은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10) 아마도 앎, 의지, 실천 세가지 요소가 하나가 된 결과적 상태를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표현이 “진정한 앎”[眞知]일 것이다. 그 앎에는 무엇을 행
위해야 하는가를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위하고자 하는 의
지와 의도를 저해할 또 다른 의도가 사라진 단일성의 상태이면서, 이 앎
과 의지가 하나의 사실[實]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주희가
“성의”[誠意]에서 “성”을 “실”[實]로 해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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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활발발한 사물로, 이발과 미발의 차이에 상관없이 항상 그렇게
활발발한 것이다.” (주자어류, 96.2469.2) 그러나 이 활발발함이 “움
직임(動)” 혹은 이발의 상태와 차이가 나는 것은 “감지[感],” 즉 외부
대상으로부터의 자극을 받아들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뉘는 것이며,
그 지각작용 메커니즘의 작동/비작동(on/off)을 지시하지 않는다.(주자
어류, 96.2470.1) 이것을 거울에 비유하면, 움직임(動)의 상태란 “대상
에 대한 감지”의 결과로 희로애락과 같은 정이 드러난 것으로, 거울의
비추임의 능력 자체가 작동/비작동하는 것이 아니다.(주자어류,
96.2470.2) 따라서 “고요한 때에라도 그 [지각의] 도리는 그 자체로 존
재하는 것이지, 결코 아무런 움직임 없이 마치 죽은 사물과 같은 [상
태는] 아니다.”(주자어류, 96.2470.2) 즉, 지각 메커니즘 자체는 언제
나 작동준비의 상태에 있으며 그 작용은 자연발생적(spontaneous)이므
로, 이것의 작동/비작동을 조작할 또 다른 하나의 주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각의 작용은 두 마음의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주희의 지각의 자연발생성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 지각론을 상당부
분 수용하고 있다.11) 전통적인 지각론은 마음의 기능을 외부대상과의
감응 관계에서 대상의 자극에 대해 정서적 반응(“좋아함”과 “싫어
함”)을 일으키고 이 반응은 주체의 그 대상에 대한 태도(“가까이 하
려는 욕구”와 “밀쳐내려는 욕구”)를 결정하는 일종의 비의지적/자연
적 활동성으로 이해하고, 이 감응의 작용에는 선험적이고 “본래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원재, 2000, 17-8) 경
향성이 없는 지각은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응의 작용에 일정한
규칙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주희는 기존의 지각설로부터 마음작용의
비의지성과 자연발생성을 수용한다.
주희의 지각에 대한 이해가 기존의 지각설로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이 비의지성과 자연발생성에 “선”(善)이라는 가치와 선험
적인 규칙성(즉 리[理])을 접목시킨 점에 있다. 그는 가치를 배제한
체 지각을 작동시키는 동인(動因)으로 본성을 이해하려는 시각 일체
11) 이에 대해서는 장원태 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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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용이 곧 성이다”(作用是性)의 명제로 정리하고, 이 범주 안에
고자와 순자로부터 호굉에 이르기까지 맹자를 제외한 모든 본성에 대
한 경험적 접근이 근본적으로 오류임을 보이고자 했다.(이정환, 2010)
그가 ｢맹자강령｣(孟子綱領)에서 “본성의 본체라는 것은 바로 미발(未
發)의 인의예지(仁ㆍ義ㆍ禮ㆍ智)를 말하는 것이지, 단지 보고 듣는 것
과 같은 작용(作用)의 근본(本)만은 아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한다
면, 우리가 말하는 본성이라는 것은 저 불자들이 아직 그 비슷한 것
을 힐끗 엿보지도 못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 지니, 어찌 우리의 진
리됨을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맹자강령 ｣[孟子綱領])라고 호언한
것은, 작용의 “본래 그러함”이라는 의미에서의 본성적 측면을 인정하
면서도, 작용시성의 입장은 바로 이 지각작용이 가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약술하자면, 그는
지각작용은 자연발생적이지만, 이것의 작용형태에는 일정하고 보편적
인 선하고 규칙적인 경향성(혹은 패턴[pattern], 방향성)을 보이며, 이
것이 바로 본성에 해당한다고 본다.12)
주희 본성론의 목적을 축약하자면, 경험으로부터 선험의 영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간간히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선한 경향성이 일
체의 인위성을 벗어난 “선험적 사실”임을 경전의 해석과 형이상학적
체계를 통해 논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희는 일체의 인위적 성격으
로부터 이 선험적 사실을 분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중용의 “본
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다”에 대해서 중용혹문에서 인위성으로부터
지각작용의 자연발생성과 본성의 선함의 선험성을 다음과 같이 논증
하려고 시도한다.
…조류, 금수, 초목의 생물들은 비록 형기의 편벽됨을 얻어 전체에
관통(通貫)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생물들의] 지각운동(知覺運動)은
극심한 차이(직역하면, 활짝 피기도 하고 시들어 떨어지기도 함)를 보
이면서도 모두 그 본성에 따르며(循其性) 여기에는 각기 저절로 그러

12) 이에 관해서는 정원재, 2000, 37; 이승환 2005, 467-471; 김우형 2005,
219-2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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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치가 있다(各有自然之理焉). 호랑이의 부자[간의 애정], 벌들의
군신[간의 의리], 승량이의 보은[하는 예의], 물수리와 비둘기의 [남녀
를] 구분하는 [지혜] 등은 그 형기의 편벽됨에도 불구하고 얻은 바의
의리를 보존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서도 더욱 [명확하게]
하늘이 명한 [본성의] 본래 그러함(天命之本然)은 애초에는 아무런 간
격(間隔)이 없고, 도라는 것도 또한 여기(즉, 내 자신 혹은 모든 생물)
에 있지 않은 적이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이 인간의 작
위에 의지한 것이며(有待於人為), 또한 어찌 인간이 작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바(人之所得為)이겠는가? (중용혹문, 47)
…雖鳥獸草木之生.僅得形氣之偏.而不能有以通貫乎全體.然其知覺運
動.榮悴開落.亦皆循其性.而各有自然之理焉.至於虎狼之父子.蜂蟻之君臣.
豺獺之報本.雎䧱之有别.則其形氣之所偏.又反有以存其義理之所得.尤可
以見天命之本然.初無間隔而所謂道者亦未嘗不在是也.是豈有待於人為而
亦豈人之所得為哉.

주희는 여기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생물의 영역에서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저절로 그러하고” “본래
그러한” 본성의 선함의 선험성을 방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각운동
이 “본성에 따르며” “저절로 그러한 이치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작위”를 반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환언하자면, “본래 그러한”
상태에서 도덕은 의무로서의 당위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
체의 노력이 아니라, 도덕가치가 자연발생적으로 지각되고 이것이 인
위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행위로 이행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각능력은 선험적인 선한 경향성이 주체의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의
지의 개입이 없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본래 그
러한” 상태에서 선한 경향성이 선한 행위로 이행되는 과정은 “아무런
간격이 없는” 인과적 필연성이며 순수한 사실의 영역이다. 따라서 여
기에는 후험적인 사유과정이나 주체의 자의적 동기나 의도 등 일체의
인위적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각작용은 인간
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하게 자연발생적 상태에서 인간의 의
식이 선험적으로 선한 경향성을 분수(分殊)적으로나마 객관적 사실로
경험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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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재작용의 당위성
주희는 주재작용에 관해서도 지각작용과 유사하게 자발성과 항상성
을 인정한다. 그는 미발과 주재의 관계에 대해서 그의 스승 이동으로
부터 들은 바를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사물을 감지하지 않을 때 만약 주재가 없다면 그 고요한 바를 편안
히 할 수 없다. … [이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은 진실로 희
로애락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지만, 미발이라고 해서 주재(主)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答林擇之｣, 43.2045-6)
未感物時.若無主宰.則亦不能安其静.… 人固有無所喜怒哀樂之時.然謂
之未發.則不可言無主也.

미발의 고요한 때란 잠자고 있음과 같은 무의식의 ‘없음’의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저절로 하나의 주재하고 장악하는 것이 있다.”(주자
어류, 96.2469.1) 즉, 미발의 상태란 구체적으로 주재해야 할 대상이
현재 없다는 것이지 주재작용 자체가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며, 이것
이 외부대상에 대한 주재작용을 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 주재작용의
실행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발동되거나 조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재작용의 자발성은 그 발동이 내 마음 이외의 다른 무엇
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 한정되며, 그 실제적인 작용
13)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김우형의 주희철학의 인식론에서 전개한 논의
의 상당부분에 수용하면서도, 이 논저의 전편에 걸쳐 “사유”를 “지각”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주희가 추류(推類) 등의 사
유활동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자는 한 격물설
을 포함하여 주희가 사유활동을 이치를 “지각”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는
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한 김우형은 예를 들어 “심통성정”의 “통”
(統)을 “사유에 의해 가능”한 “주재” 작용으로 보고 있는데(김우형, 2005,
153), 이것은 그가 지각작용의 즉각성과 감응의 페턴으로 설명하고 이를
인과성에 비유한 것과 모순된다.(김우형, 2005, 219-224) 사유활동의 개입
을 긍정하는 순간 주희의 심성론은 더 이상 선한 본성은 선험적 사실이
아니라 추론적 가정이 되어 버린다. 이에 대해서 그래함(A.C. Graham,
1986)은 흄에게서 비롯된 “사실로부터 당위를 인식하는 것의 모순”이 어
떻게 주희의 체계 안에서 사유의 개입없이 해소될 수 있는가를 이기론과
삼단논법을 통해 논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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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지각의 자연발생성과는 다르다. 주희가 ｢관심설｣에서 마
음의 지각능력을 “눈이 보고 귀가 들음”에 비유한 것처럼, 지각능력
은 미발의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과의 감응이 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그 작용을 의도적으로 발동시키거나 일정한 방향으
로 조정해야 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14) 이에 반해 주희가 사용하는
“주재”는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나 일과 같은 구체적인 주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처리함이라는 당위적
성격이 강하다.
누군가 마음과 본성의 구별에 대해 물었다. [주희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설명하기 지극히 어렵고, 또한 비유를 들기도 어렵다. … 마
음이란 대개 한 사람의 관리와 같다면, 천명은 군주의 명령이고, 본성
은 직무 일반에 해당한다. 이 [설명은] 대개 그렇다는 것이니, 반드시
스스로 이해해야만 한다.…”(주자어류 5.88.2:)
或問心性之別.曰.這箇極難說.且是難為譬喻.…心.大概似箇官人.天命.
便是君之命.性.便如職事一般.此亦大概如此.要自理會得.

이 비유적 설명에서 마음이라는 “관리”는 일을 처리하는 자이고,
그 처리하는 구체적인 지침은 “본성”으로부터, 더 근원적으로는 “천
명”으로부터 주어진다. 주재의 주체는 법칙이나 명령을 만들어낼 권
리를 갖지 아니하며, 단지 주어진 법칙이나 명령에 따라 집행해야 하
는 의무를 지닌다. 달리 말하면, 주재의 마음은 일을 처리하는 행위
에 있어서는 능동적이지만, 그 행위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원칙에
대해서는 피동적이다. 따라서 주재의 마음은 본성의 이치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주재를 정당하고 바르게 실행할 수 없다.
이러한 마음과 본성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언급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14) 지각작용을 발동시키고 그것을 인도하는 현재의 주체의 의식 이외의 원
인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주희는 “작용시성”(作用是性) 비판
에서 반박하였음을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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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가 미발의 상태에서의 마음과 본성의 구별에 대해 물었다. 답
하였다. “마음은 본체와 발용이 있는데, 미발의 상태는 마음의 본체이
고, 이발의 때에는 이미 마음의 발용이니, 어찌 고정하여 말할 수 있
겠는가! 주재하고 운용하는 것은 마음이고, 본성은 이러저러하게 행위
할 수 있는 이치를 말한다. 본성은 일정하게 여기에 있다면, [그것을]
주재하고 운용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이다. 정은 단지 몇 갈래의 길로
서, 이 길을 따라 이러저러하게 행위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이다.” (주
자어류 5.90.4)
履之問未發之前心性之別.曰.心有體用.未發之前是心之體.已發之際乃心
之用.如何指定說得.蓋主宰運用底便是心.性便是會恁地做底理.性則一定在
這裏.到主宰運用卻在心.情只是幾箇路子.隨這路子恁地做去底.卻又是心.

위의 심ㆍ성ㆍ정의 구분에서 이 각각의 특성과 역할이 마음을 중
심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본성은 “주재하고 운용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행위할 수 있는 이치”를 제공한다. 여기서의
“이치”란 당위성, 가능성, 상황적합성 등을 포함한 사실로서의 객관적
도덕진리를 지시하며, 마음은 이 주어진 도덕진리를 실천하는 당사자
가 된다.
앞에서 본 “관리”의 비유에서처럼 위의 인용문에서도 주재작용의
당위성이 강조된다. 당위는 자연발생적 작용과는 달리 그것을 실천하
기 위한 추동력, 즉 실천의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천
의지나 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결여되어 있다. 도덕진리는
사실이지만, 실천주체에게는 당위적 의무에 해당한다. 만약 주재능력
이 그 스스로를 추동할 수 있다고 본다면, 도덕진리를 이해하고 있으
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힘들어진다. 왜냐하
면 이 경우 실천의지의 약함을 극복해야 만이 실천이라는 결과를 이
룰 수 있을 것인데, 이 의지의 강화가 그 스스로가 가능하다면 왜 그
렇지 못한 경우가 빈번히 생기는지를 우연성 이외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설명은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추동
해야만 하는 자기대상화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주희의 마음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선한 경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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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로 경험할 수 있는 지각작용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
의 능력으로서의 주재운용의 사이에는, 앎(사실)을 실천(당위)으로 연
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실천의지(혹은 추동력, 욕구)에 대한 설명
이 결여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도덕진리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실천의 의무(당위)를 이해했다는 것은 반드시
실천이라는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
는 주체의 의지적 개입이 필요한데, 이 의지의 개입은 주재작용을 일
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힘을 의미하므로, 마음이 마음을 이끌어야 한다
는 결론으로 치달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의 주희 수양론 부
분에서 제기한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그
렇다면 주희의 심성론에서 실천의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Ⅲ. 수양의 실천주체와 실천의지
주희의 체계 안에서 실천의지가 외적 계기에 “의해서” 촉발될 수는
있지만, 이는 마음 이외의 타자로부터 발생할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또 하나의 주체를 설정해야하는 두 마음의 이율배반에
저촉되고 만다. 따라서 실천의지의 발생은 마음 그 자체 혹은 본성과
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음ㆍ본성ㆍ정(情)의 3원적 구
조에서 정은 그 동기일 수는 있지만 동기의 근원일 수는 없다. 그러
므로 그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마음과 본성으로 좁혀진다. 환언하자
면, 마음이 그 마음의 주재능력을 스스로 작동시키거나, 아니면 본성”
으로부터” 발생되는 동기에 의해 발동되어야 한다.

1. 실천의지와 선한 경향성
주재(실천) 의지가 본성으로부터 발생된다는 설명은 실천을 선한
경향성에 따르는 행위로 보려는 사실적 접근에서는 그 타당성을 갖는
다. 지각작용은 도덕실천을 실천주체의 의지의 개입없이 선험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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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선한 경향성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경향성
은 의지가 개입하기 이전에 지각되는 일종의 추동력이다. 감응 관계
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경향성은 이 상황
에 대해 자연발생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를 이러저러하게 행위하도록
추동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주희가 정의한 인간 본성은 충동이나
기질적인 성향과 유사하다. 즉 경향성이 지각되는 양태에 있어서는
충동이나 성향과 동일하게 직각적으로 경향성이 행위자를 이끌어 간
다. 이것이 위의 인용문에서 “본래 그러함(天命之本然)은 애초에는 아
무런 간격(間隔)이 없는” 상태로, 행위자는 주체의 의지 없이도 선한
행위(즉, “도”[道])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달리 말하면,
여기서의 선한 행위는 사실의 영역이지 당위의 범주가 아니다. 이러
한 접근은 앞의 인심도심설 부분에서 본 것처럼, 호상학의 참된 “나”
를 설명하는 2원적 구조에서는 타당하지만, 의무를 실천하는 주재작
용을 마음의 본래능력으로 상정한 주희의 체계와는 거리가 있다.
주희 심성론, 특히 선한 경향성과 지각설에서는 두가지 방향에서
실천의지의 개입의 ‘필요’가 설명될 수 있다. 그 첫번째는, 잘 알려진
바처럼, 두가지 상반된 경향성의 공존이다. 주희에 따르면 인간은 선
천적으로 선한 경향성뿐만이 아니라 주체를 악으로 이끌 위험성을 갖
는 추동력, 즉 인심을 갖는다. 그리고 이 인심에 대한 지각은 선한
경향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의지적이고 자연발생적이다. 따라서 주체
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양자의 공존에서 선한 경향성을
지각하고 선택하며 이를 추구하려는 의지의 개입 없이는 인간은 선을
실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향성과 지각만으로는 선의 실천을 설명
할 수 없다.
두번째는 선한 경향성이 지각되는 형식과 관련된다. 본성은 단순히
지향성이 아니라 선한 지향성으로, 사실로서의 ‘선함’이 당위로서의
‘선해야 함’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 지향성이 선한 까닭
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지각되어진 형식과 내용이 단순히 추동성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경향성이 추동하는 방향에 따라 행위한다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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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적합하게 행위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에 기초한다. 즉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그 지각된 바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는 이러저러하게 행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황적합성과 도
덕적 타당성－중용에서 상황에 맞게 행위함으로서의 “시중”(時中)
이나 리일분수(理一分殊)에서 분수－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 마음은 현재 주어진 A의 상황에 반응하여 B의 방식으로 행
위하고자 하는 경향성(추동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주어진 A의
상황에서는 B의 방식으로 행위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느끼는 것이 타
당하다’ 혹은 ‘A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B의 방식으로 행위하해야 한
다’라는 객관적 도덕지식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객관화를 직
각적으로 지각된 경향성에 포함된 상황적합성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주체의 사유나 추론이 과정이 개입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객관화
된 지식은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충동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
떻게 행위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위적이다. 따라
서 선한 본성은 지각되는 양태에 있어서는 경향성이지만, 그 지각된
내용과 형식에서는 당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당위성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된 것이 바로 규범이다.15) 그러므로 당위나 규범의
실천에는 현재 주체가 느끼고 있는 추동력을 넘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자 하는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추동력, 즉 의지가 개입되어야만 한다.
정리하자면, 주희의 지각론에서 실천주체의 의지적 개입이 요청되
는 이유 중 하나는, 본유의 선한 경향성이 행위자를 그 “선한 본성에
따라”(즉, 중용의 “순기성”[順其性]) 행위하도록 이끄는 추동력의
미약함, 결여, 혹은 인심에 의한 방해로 설명될 수 있다. 실천주체의
개입은 이 추동력의 미약함이나 결여를 강화 혹은 보충하거나 방해를
제거함으로써, 본성으로부터 지각된 도덕원칙에 맞게끔 행위하도록
15) 이를 주희의 중용해석에 의거하여 요약하자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한
경향성을 따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행위방식(“道’)으로,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형태로 정리(“品節”)한 것이 사회규범과 제도이다. 그리고 이
를 역으로 기술하면 사회규범과 제도의 근원은 모두 나에게 갖추어진 선
한 경향성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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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스로의 강제를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마음의 주재능력은
그 실천원칙에서는 선한 본성, 혹은 이로부터 객관화된 실천규범에
의존해야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본성으로부터 실천의지의 발생을
전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론적 접근은 실천의지를 경
향성에 동반되는 충동이나 욕구로 이해하는 데는 타당할 수 있으나,
의무나 당위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상의 추론에 따르면, 의지의 발생과 관련하여 유일한 가능성은 마
음으로 정리된다. 남아 있는 문제는 마음이 그 스스로를 인도하는 것
을 (1) 주희의 심성론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와 (2) 이것을 어떻
게 두 마음의 이율배반의 문제로부터 정당화할 수 있을까?일 것이다.

2. 마음과 실천의지
(1) 의(意)와 실천의지
주희의 심성론에서 실천의지를 지시하는 가장 유사한 개념은 “마음
의 발동”(心之動) 혹은 “마음이 발동한 바”(心之所動)로 정의된 의
(意)일 것이다. 주자어류 5권에서 의(意)와 정(情)의 구분을 묻는 제
자의 물음에 대해 주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물었다. “의는 마음의 운용(運用)입니까? 아니면 발현(發)한 것입니
까?” 답하였다. “운용은 발현한 것이다.” 물었다. “정 또한 발현한 것
인데, 그렇다면 [의와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답하였다. “정은 본성의
발현인데, 정은 이러이러하게 발현되어 나오는 것이고, 의는 이러이
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저 한 사물을 아끼
는 것은 정이라면, 저 한 사물을 아끼고자 하는 것은 의이다. 정이 배
나 수레와 같다면, 의는 사람이 그 배나 수레를 부리는 것(使)과 같
다.” (주자어류, 5.95.5)
問.意是心之運用處.是發處.曰.運用是發了.問.情亦是發處.何以別.曰.情
是性之發.情是發出恁地.意是主張要恁地.如愛那物是情.所以去愛那物是
意.情如舟車.意如人去使那舟車一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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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대상과의 자연발생적 감응의 결과라면, 의는 현대어로 대상에
대해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위에서는 “부리는”) 의지(위에서
는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가깝다. 위의 예에서 한 사물을 아끼는
자연발생적 반응은 정에 해당한다면, 아끼고자 하는 필요 혹은 당위를
추동하는 의지는 의에 해당한다. 환언하자면, 마음은 자연발생적 반응
(즉, 경향성)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적으로 조정할 수 있
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 의이다.
그러나 의 개념은 마음의 일종의 주재작용을 설명하는 개념일 수는
있지만, 실천의지와는 다르다. 마음은 선한 의도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
를 가질 수 있다. 대학의 예를 들자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自
欺) 능력과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동쪽에 있을 것이라 하고는 서쪽으
로 갈 수 있는”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주자어류,
64.1580.5와 6) 즉 마음의 발동한 바는 선한 방향으로건 악한 방향으로
건 행위주체를 인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상화하고 선악 판별과 “성
의”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또 다른 주체, 즉 도덕적 실천의지를 필
요로 한다. 따라서 의 개념을 실천의지와 동일시한다면, 앞의 성찰에서
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의 발동과 이를 주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필요로 하므로, 두 마음의 이율배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마음의 두가지 상태
이 지점에서 두 마음의 이율배반, 즉 마음의 자기대상화에 대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마음이 지각된 바(“선악의
기미)와 마음의 주재능력(“성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선악의 기미를 삼
가함”)의 이분화로 성찰 공부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주
희는 ｢관심설｣의 인심도심 부분에서 “도(道: 즉 도심)를 하나의 마음
으로, 인(人: 즉 인심)을 하나의 마음으로 설정하고, 다시 다른 하나
의 마음으로 정밀하게 [분별하고] 합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지각된 바와 주재능력의 이분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였다. ｢중용장
구서｣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최말년에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

주희 수양론에서 실천주체와 실천의지

53

없어 보인다. 다음은 심한(沈僩)이 기록한 주희와 임학리(林學履)의
대화 중 주희의 설명이다. (심한의 기록은 1198년 이후의 것이며, 임
학리의 기록은 1199년이다.)
…사람은 단지 두가지 상태의 마음(兩般心)을 갖고 있다. 하나는 옳
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옳지 않은 마음이다. 이것이 옳지 않은 마
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옳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곧 옳은 마음이다. [이럴 때] 이 옳지 않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저 옳지 않은 마음을 다스리면, 옳지 않
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주체가 되고, 저 옳지 않은 마음은 객체가 된
다. [이럴 때] 이 주체로 저 객체를 다스리고, 옳지 않은 마음을 알아
차리는 이 주체를 항상 지킨다면,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 여기
에 다시 별도의 다스리는 마음이 와서 옳은 마음을 불러내는 것은 아
니다.… (주자어류, 17.376.2)
…人只有兩般心.一箇是是底心.一箇是不是底心.只是才知得這是箇不是
底心.只這知得不是底心底心.便是是底心.便將這知得不是底心去治那不是
底心.知得不是底心便是主.那不是底心便是客.便將這箇做主去治那箇客.
便常守定這箇知得不是底心做主.莫要放失.更那別討箇心來喚做是底心…

여기서는 마음의 이분화의 문제가 성찰의 경우와는 현저하게 다르
게 설정되어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옳지 않은 마음”이 대상화되
는 것에 대해서 현재 작용하고 있는 마음이 이미 그 “옳지 않음”을
지각하고 이로부터 벗어남을 전제하고 있다. 즉 “옳지 않은 마음”은
마음의 현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지각한 순간 과
거시점의 지식, 기억, 잔상이 된다.16) 따라서 “옳지 않은 마음을 다스
리는” 주재작용은 “옳은 마음”이 현재 그 자신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
니다. “옳은 마음”(즉, 도심)이란 본성“으로부터 근원”하는 이치를 대
상으로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각한 상태 그 자체를 지시
한다. 따라서 옳은 마음에서 “옳다”는 것은 “마음”의 현상태의 불가
분의 속성에 해당하므로, 이 양자를 존재론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
능하지 않다. 환언하자면, “옳다”는 것을 대상으로, 마음을 주체로 분
16) 이에 대한 논의는 이승환(2009b, 41-3 & 65-7)으로부터 그 아이디어를
얻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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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순간 이 마음은 “옳은 마음”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마음과
옳지 않은 마음이 같은 시점에서 마음의 현상태를 지시할 수 없으며,
또한 여기에는 하나의 마음의 이분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를 성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선한 기미와
악한 기미 양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가지 상반된 지향
성을 지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무엇
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별한 마음의 상태를 전제한다. 따라서 선한 것
을 지각한 마음은 그 자체로 마음의 현상태를 지시하므로, 그 스스로
를 대상화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악한 기미는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선한 것을 지각한 마음의 현상태와 동일한 시점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할 수 없으며, 이미 그것이 악한 것을 깨달은 현상
태의 마음에 대해서는 과거 시점의 기억과 같은 대상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옳은 마음이 옳지 않은 마음을 대상화하고 이것을 제거하려는
노력 등은 마음의 자기대상화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심도심설과 성찰
에서는 두 마음의 이율배반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3) 실천의지의 문제
자기대상화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이 두 마음의 이율배반의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기에 실천의지의 문제가 개입될 경
우, 이율배반의 문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선을
지각한 도심의 현상태는 인심을 대상화하고 여기에 주재작용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마음의 자기대상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
심이 인심을 바르게 인도한다거나 인욕을 제거한다는 실천의 경우,
여기에는 반드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도심은 당위가 아니라 경향성이나 충동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위의 의(意) 개념에서처럼 도심이 스스로에게 실천의지를 부여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도심은 실천을 위한 두가지 필요조건, 즉
실천원칙과 실천의지 양자를 모두 갖추게 된다. 그렇다면 선을 실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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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은 그 정의상 이미 주체가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상태를 의미
하므로, 실천원칙을 모르는 상황을 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을
실천하지 못하는 원인은 실천의지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실천의지
는 단지 의지의 유무라는 두가지 상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
이의 강약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점은 경험적 사실이다. 만약
실천의지가 인심과 같은 반대의 경향성보다 강하다면 행위주체는 선
을 실천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실패할 것이다. 즉 도심이 인심보
다 강하다면 도심은 인욕을 제거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행위주
체는 인심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실천이라는 결과는 도
심의 현상태가 갖고 있는 실천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도덕실천에 대한 인과적 설명으로는 타당하지만, 실
천의지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무엇을 상정함 없이 도덕적 당위를 설
명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 설명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성찰에서의
알인욕(遏人欲)은 “인욕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당위적 기술이 아니라,
“[도심의 실천의지가 강하다면] 인욕이 제거될 것이다”라는 조건적
사실기술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실천의지의 강약에 대한
사실적 설명을 위해 동원된 개념이 재(才)이다. 주희는 인간은 일종의
타고난 기질에 따라 마음의 발동된 바를 실천으로 이행함에 차등을
보인다는 점을 시인한다. 그러나 주희는 마음의 주재능력이 타고난
실천력의 강약에 의해 그 실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재능력이
이를 주재하고 관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17) 환언하자면, 마음
17) 아래에 인용된 주자어류의 구절은 이 같은 점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물었다. “정(情)과 재(才)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답하였다. “정은 발현된
바의 길이라면, 재는 그렇게 행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물었다. “그렇
다면 재와 마음의 발용은 서로 비슷합니까?” 답하였다. “재는 마음의 힘
(心之力)으로, 기력이 행위해가는 것(氣力去做底)이다. 마음은 관섭하고
주재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마음이 위대한 바이다. 마음을 물에 비유
하자면, 본성은 물의 이치이다. 본성은 물의 고요함에 해당한다면, 정은
물의 움직임으로 행하여 지며, 욕은 물이 흘러 범범람하는데 이른 것이
다. 재는 물의 기력(水之氣力)이 능히 흐를 수 있는 이유로, 그 흐름에는
급한 것과 느린 [차이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재의 다름이다.…”(주자어
류, 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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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재능력은 기질에 의한 실천을 추동하는 힘 또한 대상화하고 관
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의 추동력이 마음의 주재능력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는 설명은 두 마음의 이율배반의 문제를 야기한다. 마음의 주재능력
이 실천의지의 강약을 관장할 수 있다는 설명 자체는 두 마음의 이
율배반에 저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아차리는 그 마음이 곧 옳은 마음”이라는 설명에 따르면, 실천의지가
약한 상태를 반성하고 그것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갖는 순간, 약한 상
태는 과거시점으로 흘러가고 그것을 반성하고 주재하려는 의지가 마
음의 현상태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실천의 추동력이 약
한 상태로부터 그것을 주재하려는 의지를 갖는 상태로의 전환을 필요
로 한다. 그런데 마음 상태의 전환을, 마치 선가에서 스승의 고함소
리에 돈오했다는 설명처럼, 순수하게 우연적인 계기로 설명하지 않는
다면, 즉 이 전환 자체가 의지적이어야 한다면, 현상태를 벗어나 이
전환을 주재하는 의지와 능력이 별도로 상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전
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음은 현상태로서의 의식의 흐름과 이것을
주재ㆍ관장할 수 있는 상위의 의지적 주체를 상정해야만 한다. 마음
을 현상태와 실천의지로 이분화하는 이같은 설명은 두 마음의 이율배
반의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린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주희가 모든
수양의 기초로 명시한 미발함양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반전된다.

Ⅳ. 결론: 마음의 현상태와 실천의지
미발함양을 포함하는 경 공부를 축약적으로 가장 잘 대변하는 개
념은 “주재”(主宰)이다. 대학혹문 서두에서 주희는 “성학의 시작과
問.情與才何別.曰.情只是所發之路陌.才是會恁地去做底.…又問.如此, 則才與
心之用相類.曰.才是心之力.是有氣力去做底.心是管攝主宰者.此心之所以爲大
也.心譬水也.性水之理也.性所以立乎水之靜.情所以行乎水之動.欲則水之流而
至於濫也.才者.水之氣力所以能流者.然其流有急有緩.則是才之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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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일관하는] 요체”(聖學始終之要)로 경을 제시하면서, “경이란 한
마음의 주재(一心之主宰)이며 만사의 근본이다”라고 정의한다. (대학
혹문, 2) 그리고 경 공부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한 행위를 실행
할 때(즉, 동시[動時])나 그렇지 않을 때(즉, 정시[靜時]) 모두에서, 주
체로서의 마음이 그 마음의 일종의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ㆍ지속하려
는 노력이다. 예를 들어, 주희가 경의 일환으로 제시한 사량좌의 “항
상 깨어있음”(常惺惺)은 마음이 그 스스로의 깨어있음의 상태를 유지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태로의 전락(즉, 마음을 잃은 상태[放心])를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경 공부의 중심인 미발함양은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
켜 왔다. 그 논쟁의 핵심을 간추리면, (1) 함양이라는 실천의 대상인
미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2)함양하려는 의도가 생기는 순간 이는
이미 이발이라는 개념적 모순으로 요약된다. 이 유구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런데 미발 공부와 관한 최
근의 연구 성과에서는 신비적 체험을 강조한 모종삼의 해석과 미발을
무의식의 상태로 보려는 시각을 비판하고, 이를 미발과 이발을 관통
하는 마음의 주재(主宰)능력의 확립과 유지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
인다.18) 그리고 앞의 2장에서 마음의 주재작용은 외부대상에 대한 감
응 여부(즉, 미발과 이발)로부터 독립적인 자발성과 항상성을 갖는다
는 점을 보았다.19) 간단히 말한다면, 미발함양은 의식이 멈춘 상태가
18) 이승환은 미발과 이발의 구분을 넘어서 “주체는 이러한 의식의 각 국면
[즉, 의식의 세 차원]에 걸쳐 자기주재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주자
미발공부의 궁극 목적은 미발 시에도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자아를 순일
하게 유지하고 점검함으로써, 유사시에 사태를 정명하게 판단하고, 의리
에 맞게 처신하며, 시비를 분명하게 분변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르
는데 있다”고 지적한다(이승환 2009b, 344). 이상돈 또한 미발함양 공부는
“미발의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는 [불편불의] 기상을 잃지 않고 중을
지극히 하여 천리를 보존하는 주재존양(主宰存養)공부이다”라고 결론짓는
다(이상돈 2010, 89)
19) 이승환(2009a, 332-340)은 이러한 마음의 무의식과 이발의 중간단계를
“적극적으로 대상을 지향하는 ‘최대의식’이 아니라 지향적 대상을 갖지
않는 ‘최소의식’”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최소의식”이라는 개념이 타당하
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승환은 이를 암스트롱의 마음과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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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마음이 그 스스로의 주재작용에 대한 자기확신을 강화해나가
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다.
여기서 미발함양과 인심도심설 및 성찰과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양자가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선지후행의 구도
속에서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서의 앎의 측면에서는 양자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성찰을 수행하는 행위주체는 그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도덕원칙, 즉 분수의 이치를 알고 있다면 그 실천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미발함양에서 함양하고자 하는 대상은 개별적인 경험(즉
분수[分殊]의 영역)을 초월하는 메타적 성격(즉, 리일[理一])을 갖는다.
그리고 이 메타적 성격은 지각할 수 없는 형태라는(즉, “보지도 듣지
도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미발로도 표현된다. 주희의 용어를 빌자면,
이러한 지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능력(“활연관통”[豁然貫通])을 가
진 자는 성인에 국한된다.20)
이 점을 역으로 추론하면 오히려, 미발함양을 실천하고 있는 그 마
음의 현상태가 바로 선을 추구하는 실천의지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어느 한 사람이 미발함양을 현재 실천하고 있다면, 이는 그의
마음 상태가 이미 이 선험적 지식을 사실로 믿고 있음과 함께 이를
실천할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선험적 사실은 자기 마음의 현상태와는 무관한 대상적 지식일 뿐

에서 차용하고 있는데, 암스트롱은 최소의식의 예로 마취상태의 의식의
미약한 반응, 꿈을 꿈, 숙면 중의 느리게 진행되는 생각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암스트롱, 2002, 209) 이에 반해 주희가 말하는 미발함양이란 이와
는 달리 주체의 보다 의지적이고 목적적인 행위이다. 아마도 이승환은 이
개념을 대상에 대한 지향성의 여부에 따라 “최대의식”과 “최소의식”을 분
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필자 또한 본문에서 논증하는 것처럼 이 점
에는 동의한다.
20) 이에 대한 예를 들어 주희는 대학혹문에서 “성인의 마음은 겉과 속 사
이에 터럭만큼의 가리움도 없이 통한 상태로, 그 밝음이 지속되며 저절로
경(敬)하지 않음이 없고, 그 머무는 바에서도 지극한 선함이 아닌 경우가
없다. 따라서 그 머물 바를 [미리] 알고 난 후에 [지극한 선함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기술한다. (대학혹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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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미발함양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실천주체
가 스스로 주재작용을 행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런데 이 실천주
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각 개별자에 본유하는 본성의 선함이다. 그런데, 이
실천주체가 추구하는 바는 실체로서의 본성이 아니라 ‘본성이 선하
다’라는 사실이다. 엄밀히 말하면, 미발함양의 실천대상은 마음으로부
터 분리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선험적 사실이 아니라, 이를 사실로
믿고 있는 자기 마음의 현상태이다. 아울러 한 주체가 “미발과 이발”
상태를 넘어 미발함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면, 이 사실은 그
의 마음의 현상태가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지속시키고 있음을 증명한다. 역으로 말하면, 한 주체가
이 믿음과 실천의지 중 하나라도 결여하고 있다면, 그는 미발함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현상태가 될 것이다. 만약 믿음에 대한
회의나 실천의지의 약화가 발생하였을지라도 만약 그가 아직 미발함
양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현상태가 믿음에 대한 회의나 약화
된 실천의지를 대상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주재능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미발함양을 현재 실천하고 있는 주체에게
서 믿음이나 실천의지는 자기대상화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현상태
에 대한 사실기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미발을 실천하고 있는 마
음으로부터 선한 본성에 대한 믿음과 실천의지를 분리할 수 없다.
실천의 목적 및 효과와 관련하여, 미발함양은 분명 선험적인 대상
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초월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효과는 “마음의 주재(主宰)능력의 확립과 유지”라고 보는 것이 한결
타당하다. 미발함양은 추구하는 대상이 지각불가능한 미발의 무엇으
로 상정된 이상, 이 미발의 상태 그 자체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논
리적인 모순이다. 이 점이 바로 호상학을 비롯한 일체의 “두 마음”을
상정한 수양론 일반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다. 선한 본성은 있지만 지
각하거나 주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미발함양의 실천은
선험적 사실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한 본성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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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험적이지만, 주체가 선을 실천하고 이 선함이 본성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가 행한 모든 선한 행위는 선한 경향성
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즉 개별적인 선의 실천(즉, 분수[分
殊])은 선한 본성 자체(즉, 리일[理一])를 징험하지는 않지만, 본성이
선하다라는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추구할
실천의 의지를 함께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미발함양은 그 자체만으로 선을 추구하는 실천의지를 강화한
다는 목적을 성취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심도심설과 성찰 실
천과 병행되어야만 한다. 미발함양은 경험불가능한 믿음에 근거하므로,
미발함양만을 통해서 이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는 허구다.
따라서 이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을 향한 실천의지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다. 아마도 이것이 주희가 묵좌수
행 등의 선가의 실천을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미발함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한 본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방편이 필요하다. 바로 이 방편이 성찰과 인심도심설에서 제시한
도덕실천의 원칙들이다. 주체는 이 원칙들을 따라 분수의 세계 안에서
선한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단지 이 단발적인 실천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선함”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선한 본성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즉 인심도심과 성찰은 미발함양을 지속시키기 위해
서 불가결한 경험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을 실천하고 있는 마음의 현상태, 즉 도심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에 한정지어서 말한다면 완전한 선을 이룩한 성인과도 크게 다르
지 않다. 왜냐하면 최소한 구체적인 실천에 관해서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물론 그 의도의 순수함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인과 마
찬가지로 인심을 극복한 상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발함양은 성찰과 인심도심설에서 실천의지와 관련된 두 마
음의 이율배반을 새롭게 이해할 단서를 제공한다. 앞에서 보았듯, 후
자에서 두 마음을 상정해야 하는 이유는 인심에서 도심으로의 ‘전환’
이 순수하게 우연적인 계기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면, 이 두가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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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상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외부적 실천의지의 개입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미발함양은 선한 본성에 대한 믿음과 선을
추구하려는 실천의지의 끊임없는 지속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
서 지속적인 미발함양을 통해 강화된 실천의지가 항상 마음의 현상태
를 차지하고 있다면, 인심도심설과 성찰의 실천은 주어진 각각의 상
황에 무심결에 드러난 실천의지의 강약에 의해 결정되는 우연성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도심의 마음 상태가 지속된다면,
마음 속에 드러나는 또 다른 의도나 충동은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의 현상태가 아닌 타자화된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
론적으로, 미발함양의 실천은 바람직하지 않은 외적 계기나 충동으로
부터 항상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주희의 체계 안에서는 미발함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생에 관해서 우연적ㆍ타율적 계기를 통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미발함양의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성현이 밝혀낸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믿음은 선험적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
으므로, 외적 요인을 상정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 혹은 ‘믿지 못한
상태’로부터 ‘믿는 상태’로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주희가 격물설 등의 점진적인 이해를 제시하고 있
지만, 이 믿음으로의 최초의 전환은 분수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설명
가능하지 않다. 주희는 이러한 믿음을 가능케 한 성현들의 통찰과 그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경서의 권위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주희는 미발함양의 실천의지의 최초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
지로 이러한 외적 계기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는다. 주희는 미발함양
을 “떨쳐 일어남”(提撕), “불러 일으킴”(喚起), 혹은 “항상 깨어있음”
(常惺惺)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두 마음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희는 잠
에서 깨어남의 비유를 들기도 한다. 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 났을 때,
비록 그가 다시 잠을 자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라도, 이 깨어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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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스스로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이 사람을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할
또 다른 계기나 행위자가 필요하지 않다.(주자어류, 17:376:2) 즉
“떨쳐 일으키고,” “항상 깨어있게” 하는 실천주체는 타자가 아니라
현재 깨어있는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다. 주희는 전환의 최초의 원
인에 대해서만큼은 타자나 우연한 외적 계기에 의존하지 않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 안에 현상태의 마음을 깨우고 주재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체를 상정해야만 하므로 두 마음의 이율배
반에 저촉될 것이다. 주희가 미발함양을 최초의 전환점 자체보다는
그로부터 얻어진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ㆍ지속함으로써 그 스스로의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주희가 이 최초의 전환을 순수하게 외적인 원인만으로 설
명한 것은 아니다.
…[기질에 가리워진 마음일지라도] 본래 밝은 [마음의] 본체는 하늘
로부터 얻은 것으로 결코 혼매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혼매하게 가리움이 극에 달한 경우라도, 일순간 하나의 깨달음이 있다
면, 이 [가리움의] 빈틈 사이로 그 본체가 이미 막힘없이 [드러난다
.]…(대학혹문, 4)
然而本明之體得之於天.終有不可得而昧者.是以雖其昏蔽之極而介然之
頃.一有覺焉.則即此空隙之中而其本體已洞然矣.

인욕에 가리워진 혼매한 상황에서 그 전환의 계기는 우연적일 수
있지만, 그 전환의 가능성은 본유하는 선한 경향성(본래 밝은 [마음
의] 본체)과 이것을 지각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항상적이고 자발적인
지각능력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 최초의 우연한 전환을 확립하고 지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시 마음의 본래적인 주재능력으로 설명된
다. 따라서 주희의 체계 안에서 실천의지의 최초의 전환점은 외적 계
기와 본유적인 능력 어느 하나가 아닌 양자로 설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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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ral Agent and Practical Will in Zhu Xi’s
Theory of Self-Cultivation:

―Centering on ‘the Antinomy of Two Minds’―

Lee, Jung-Hwan

The prim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question of
why ‘the Antinomy of Two Minds,’ the problem which Zhu raised to
criticize the cultivation-theory of Huxiang Learning, could be relevant
to Zhu’s own theory of self-cultivation, and of how this problem
could be dissolved in his Mind-Nature theory. In the first chapter, I
show that Zhu raised this issue in order to criticize cultivation theories
in general that were based on the belief in the existence of an entity
within the mind which could cognize and preserve the mind, but this
proposition contained the risk of backfiring. In the second and third
chapters, I have explored the two essential functions-intuitive
perception and practical faculty- which Zhu imposed on the definition
of the mind, and on this basis clarify the point that in the realm of
ought-ness, the involvement of practical will was required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se two functions. In the conclusion, I demonstrate,
on the one hand, that Zhu’s theory of self-cultivation might not
conflict with ‘the Antinomy of Two Minds,’ and, on the other hand,
that for this reason, his theory of self-cultivation could not rul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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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timacy of the involvement of external authorities and motivations.

Keywords: Zhu Xi, Self-Cultivation, Moral Agent, Practical Will,
the Antinomy of Two Minds, Huxiang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