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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贊의 心性論

-童心說을 中心으로-

鄭 仁 ·
花

1. 

明f;;後期思r댐을 조멍하는 이 자랴에서 卓콤 李寶(1527'"'-' 1602)의 心~

論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깐 李웰에 대하여서는 國內?i-에서 많은 論

文들과 저서들도 나와 이마 너우나 잘 샅러진 사실이나， 우리의 哲學方

面에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챔子가 그의 /，，1 자， 李斯로 언하여 중 

국철 학사상에 저 異端으르 지 묶-되 어 왔듯이 王陽明의 철학도 다시 델-해 

陽明學도 李藝로 인하여 찢端무료 평가받은 작도 았다 1) 그러나 이와 

반대로 李贊록 인하여 陽明學은 朱子學보다 더 近f;;的 思、'Ví에 기-캅다는 

評을 받가도 한 것이다 2) 

李贊자신이 공개적으로 累端￡로 자처한 것을 브면 그는 의식죄드로 

전동사상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며 그의 고집스럼고 개싱적인 생격은 

그익 자유분망한 사상속에 표현되어 있다. 그는 많成의 信;융~ {t (ldeology) 

관 어떤 학파의 사상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인 래도를 취하였다. 그 

는 學노 믿지 않았고 道도 믿지 않았으며 仙敎냐 釋敎도 믿지 않았다. 

그러 므로 道A을 보면 미 워 하였고， 增{呂를 보먼 마 워 하였고 道學先生」을 

* 西江大學校 文科大學 敎홉. 
1) 顧찢武，3:夫之등 淸初學者들은 물론 현대의 程朱學者들도 이러한 검혜를 
갖고 있다. 그려브로 현대의 陽明學者틀은 黃宗養의 《明댐學案》의 펀접태 
도를 받아들여 陽~의 後쩔을 다루면서 李贊는 빼 놓고 있다. 

2.) 鳥田度次의 《中國iζ 칩 U' .Q近代思堆@뀔折))의 힐반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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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맨 더욱 증오하였다고 自述하였다. 그려내 그가 40세에 친구의 권유 

료 王陽明의 지서와 王罷漢의 어록을 접하고 나서 휩-道한 휠人01 죽지 

않았음융 딸았다고 하였￡뎌 자기의 고침이 아무리 세다고 히더라도 그 

그는 陽明全뿔 블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였다 3) 뿐만이내라 

를 묘조각 다 읽고 내서 얻은 결론은 당시인들이 보고았던 朱子가 스승 

아니라 오직 陽明學만이 참된 스승[夫子1이라는 것이 다 4) 。l 렇듯 

그는 王陽明을 높이 받들고 道學의 완성자안 朱熹에 대해서는 부정작인 

태도을 취하였던 것이다. 

李뿔t는 코陽明의 철 학은 글을 통하여 접 하였:나 드E龍漢는 두차례나 

직접 親見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李賢가 

질록 李賢에게 많은 감명을 

王龍짧의 x集의 }콩文을 스으면서 

지냐간 옛날에도 이런 쩌서가 없었고 앞으로도 

자들도 다시는 〔이와같은〕 저서를 낼 수가 

없을 것이더 뒷날의 151-
기 

없을 것아라고5) 극주 칭찬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여러 친구들과 王龍뚫;先生의 저서를 

읽 o 벽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옛날부터 지금까지 王龍짧선 

생만큼 명쾌하고 투철하게 諸書를 講學할 수 았는 사람이 없었다고6) 

털어 놓기도 하였다. 

李贊는 玉龍漢를 만난 우렵 에 또 泰1'1'1學派의 羅近뀔낄와도 한벤 만난적 

이 았으며 그의 학문에 대해서도 애우 높이 평가하였으나 직캡 강학을 

받지 는 뭇하였다. 李贊의 스승은 泰州學派의 강시 자얀 心驚 王당의 아들 

東崔 EE뿔이었다. 王;念짧는 王龍漢블 섬간적이 있었우며，::E東屋는 어렀 

을때 EE陽明을 직접 만난적이 있다고 한다 7) 陽明學의 李贊까지어l 

3) 陽明先生年讀後語， 송自 rnt댐彈雖化， 

制惡， 見혐制惡， 見道學先生制尤惡.
告我龍漢先生語， 示我陽明王先生뿔， 

4) 續藏書 卷12. n폼품傳. 

不信學， 不信道， 不信↑IrlJ짧. 견t見進人 
... 年南四十옳友人李逢陽， 徐ffl檢所듭종， 

乃得道혈A不짐. 

5) ((쨌뿔)) 卷3. <龍漢先生文錄힘ì}"f) p.118. 
6) <찾、뿔〉 卷2. <復進弱候) p.44. 
7) <<續흉뽑》 卷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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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傳흉관겨l 블 顧갖武는 《日知錄》에서 “王陽明의 뛰어난 지1 자는 꿇州 

(王良)와 龍앓 두 사람이었우며 泰州의 學은 한벤 잔하여 짧1μ農이 되았 

고， 다시 진하여 羅近않、， 趙大洲가 되 었우며， gEi쫓의 學은 한번 전하여 

何心隱이 되았고， 다시 전하여 李卓좀가 되있다”고8) 하였다. l펴田武彦은 

玉門을 三派로분류하고 玉龍漢와王心辯블 現成派(左派)에 福雙江과 羅

念養을 歸寂派(右派)에 都東郞과 歐陽i휘野을 修證派(正統派)에 각각 귀 

속시키었다. 그리고 現成派의 系統에 속하는 인물록 羅近漢， 何心隱， 李

卓콤블 다루고 았다 9) 王龍漢， 王心짧에 서 李卓폼에 이 르는 現成派 王

學을 일러 左派í學이라고도 하는데 이에 대하여 批判的인 건히1 가 대두 

되기도 하였다 10) 本鎬는 李卓흠의 童心說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이 있다. 

그런데 童心윷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선 心性에 관한 사상을 살펴보 

지 않을 수 없부무로 王陽明의 良知說의 해 석 에 있어 서 工夫보다 本體

의 現成을 주장한 現成良知派에서 그 연원을 찾아 보고자 한 것이다. 

2. 

李寶의 童心說은 玉陽明의 良知說의 變型이 라고 말할 수 있다. 良知

는 옳고 그름을 直覺的으로 판단하는 가치기준ξ로서 굶子는 이것을 배 

우지 않고도 능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선천적인 가치 

판단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11) 王陽明은 朱熹의 性Jl~理說을 비판하고 陸

象山의 心JlP理說을 계승하여 발전시겼으므로 그의 良知說음 本體論的인 

의미까지 갖게되었다. 다시말해 주희의 철학체계에서는 心과 性， 理와 

氣， 知와 行등이 엄격히 나뉘어져 있으나 왕양명의 체계에서는 兩者가 

8) 顧썼武 <日 知錄集釋》 卷18. <朱子Q免年定論〉條 p.438. 
9) f，페田武彦 《王陽明 ε 明末찌需學)) p. 122"'. 

10) 島田/몇次 《中國κ ￡다정近代思堆@짧折)) c補論J <王學左派論批判의 批判〉
參照

11) ((굶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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띈다는 점에서 본체흔적얀 가
 

뇌
 사
 

그
 
」그 최후의 合一되어 있으며 良知가 

理氣의 合이라는 “心”은 할 수 있다 121 朱熹가 딸하는 의며가 있다고 

보이지만사 것처램 “心”캐념과 Jll 슷한 븐체 흔걱 우로 드E陽明의 점에시 

말할수 性.flp理략고는 。) 0 P ç <‘------실은 心괴→ 펠언 性은 엄격히 나뉘어져 

다시딸해 

간에 ] 블 분명 하께 알아내 는 虛경효不떠5認識心이 요 거 올갚은 

비하여 양명의 心은 그 자체에 理블 기-지고 았는 道

德心131 이므로 키울갇이 환히 비추는 작용을 할 뿐만 이니라 〔靈覺明心〕

“心”은 理(內的이 주희의 있 o 나 心t!P;멀i'l 고 말할 수는 없다. 

든 外|감이든 

受펠!的인 마음인티1 

내 기 도 한다〔心外無物， 心外無理J. 心의 本짧기 良

善惡의 판단은 

또 묘든갓을 강죠하 

여기에셔 자연스럽치 냐온 쩌]이 크르 모든 도덕 적 是非，

도덕작 是非의 기준 안관에 l다의 그러므로 주펙처렴 다고 할 수 았다. 

;ζ 

기一 다시말해 않아도 련다. 을 마란히→얘 몰散꾀 윷융理의 방법에 의지하지 

중시 하였고 밖유투 끗理블 간직하기 위하여 敬을 

강조하였、￡며， 事:物의 

味7} 아니라 도닥적인 의미)흔 짧究히-지 

펙는 인으루 굿理둡 

理 〔담然科學[펀인 :휠 단구하기 꾀 해 썽物I致써디플 

폭딛웰의 않을 수 얹었고 따략서 

않을 수 얹었다. f품튜블(플 읽 여 λ} 道tÆ릅 다 득하는 방볍 을 취 하지 

“六經은 나의 註

二L핀 묘흑 원!-양명 에 뿐이었다. 

마음에저 티득하는 것을 귀하게 

自得을 중시하였으드르 

Ij센이 요" 14) 經典은 걷곧‘人휘 얄씀의 體組일 

의하면 배움-은 經雪를 읽는 것 보다는 

그러녀- 陸王學에서늠 “心”의 

그릇되었으면 바록 그 말이 여기게 된마. 

孔子에게서 나왔다 하디라도 감히 옳다고 여걸 수가 없다. 

그것을 추구하여 마음속에셔 

그려고마음 

나왔다하 옳다먼 그 맏이 비록 보통사람〔屬常〕에게서 추구하여 속에샤 

12) Chung-ying Chen, Uniy and Creativity in Wang Yang-~Iings Philosophy 
of new Philosophy East and West 1973, Vol. 23, pp.50-56. 

13) 蔡仁淳， ((王陽明哲學》 프民害局， pp.142-148. 
14) 陸象小全集.
15) <<傳習錄》 卷中 “夫學貴得之心. 求之於心而非也， 雖其言之I:l:l於孔子， 不敢以

f홉옮也 求之於心而是也， 雖其言之!:!:\於庸常 不敢以탱非也" 

。1 와같이 是뿜의 기 그르다고 여걷 수가 없다15)는 것이다. 더라도 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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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있는 것이지 어띤 외래척인 권쉬C1L子j에 

아닝을 분탱히 한 것이다. 암서 언핍한 바와같이 텅와l는 마은 

。1
Aλ 

李賢익 心性폐 

준은 아디까지나 

는것이 

앙는 짓이다. 의 끼;짧이므르 결국 是非의 기준은 良깨]에 

;힐 F편↑따 自然性(不탤不 l술)융 의미하기도 하고 I닷때의 틸이 란 先꿋性， 

「
깎
 

중;점 을 두느1.f 後현블 더 前者에 더 하는데 폼〕을 뜻하기도 (理，

갈련이 생겨니는 것이다.퍼 f￡ik;!파$1 

판매 판壞가 없다. B] 록 뜸fFKEl 젤 

하느냐에 따라 現成派와 修證派의 

포能뒷는 “당知는 人問에게 있어서 

2유心을 임거] 띈 -"
I二

L-7 n3 
-•••• '-'- , 플이켜 

싫
 

P} 
{ 。

二냉
 

면
 
“ 직

 
E 진

 
있어도-어l 

←→念획 

간주착였음-을 염→ 수 

사담은 모두 걷딛人，.， 18) 이 라는 논탬이 성 린 

주런 하묘도- 원래 t울-

다"1끼고 한 잣으로 보아 I편E는 누구나 선전작으투 끼지고 았어 

저 0 븐 h----는
 

있
 

수
 

l 얻어질 자떤스럽게 

그다므록“거리에 

EE쉰EL낄이} 

자가만상우흐 

았다. 꽉찬 

띄j핀아) 

그러 므착 그는 E문키H틀- 꽤 딛 

될 수 았다. 

까와 사료 분리파。: gL 지 않다19)는 것이다. 

는 1캉념 우르써 언。3 푼지 플 등한 炯펌나 값{쏘륜 

의하띤 필人의 특젤윤 

통한 5j조펀로다는 人倍，

증시하였다 20) 。.1 _0_ 'Í!;~ι←;.5~_ _~*l 
τ-t::....- ηv:. 'l-i=X-2: -"1' 0 만린을통해 캘:짤S각 

日 常ÉíÍJ ò 1 uc] JU되的이 J σ 
c τ'1 띈 캘플 5잔한 드fi心체늠 드Efi횟브다 평폈으] 

認듬달rjf 곧 道이다”라고 道플 求힘에 있어서 퍼태이 그는 “권姓의 었다. 

펀어치지 일상사헤서 드E心폈혜 의하면 않았다. 핀젤 따우}콜 그필요료 하지 

그려드효 사텀→이 E[J펼:是追1이다. 헬이 요 道연 것 CFIl편;맏正， 않은젓이 

그 근본을 앓어버 익시 곤긍하거나 지신윤 갇주리거! 하는 것은 가낸야] 

f료知흔든 日태의 現在효/cJì 그러하여 삭니각고 하였다. 學아 린 것이며‘ 

,- N ,..,- ..... -l_ • ←」

~!1{ 단fi!:ι;1" t"g. 디U 

FJ(f，ε ~rl경- F*Er 

*꿨j닫짧， 

1:於經t꽉， 

〔짧點〕준 깐이 다. 

16) 뼈 l표파젠， ((王pgcl」 ε 맨末 c') IT!!댄jJ p, 166 
17) ((王龍핏쪼첸》 〈tk?;3딘시 卷6， p, 7 “良知켠E人， 

~ê ←→;캉: 멈 Dz tI'J 깐 bL”. 
18) ((王場1쩌1:웰} ‘ ;';;;j i0j끽J」lE딛人" 

19) ((玉침~j쫓환: ft~:ì 삼1， p. 11 (三μl재원得〉 “셜'&A之헬， 

20) ((i司上》 卷17， p. 19 쯤줬. 

기-다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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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用에서 道를 찾았으므료 후 

꽉신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 전통 

王心종합를 중샘무료 전개띈 泰1'1'1學派는 

民化되고 實짧化되었으더 다소 사회의 

적인 禮敎블 깨뜨리는 정신을 가져고 있었다. 王心蘭는 講學할때 어느 

누구도 다 받아들였오E르 그의 門徒매에 는 檢夫， 附Ja:， 田夫도았었다. 

黃宗議에 의하띤 農工때賣들이 그를 따략사 交遊하는 이들이 T餘명 

야나 되었다21)는 것아다. 이것을 보면 泰\"1，1學派의 平E강性과 그 규모를 

암 수 았다. 王陽얘악 콩知的 人댐은 士大夫 獨點의 從來의 學jb']題을 타 

파하고 園夫펀、歸， 다시말해 農工簡質같은 많民에 게 도 士大夫외 同等한 

意味이l 있어서의 學1':죄의 깊을 열어 ~o1.，l조二 
τr λ2、 ""'-J "L• 첨에 있어서 커디란 의획 

가 있다 22) 

3. 

李빨의 童心說은 王l場明의 f5표l說에 서 泰N、I學派의 뿔工商흩활이1 

정신을 겨1 승한 것이라 한 수 았다. 그는 아렇게 말하였마. 

“대차로 童心이란 펴心。1 다- 만약 童心을 옳지않다고 여긴다떤 이것은 펴心 

을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 01 다. 童心이란 거짓융 끓è~ 버티고 낌-달 순수히 하는 

춰초의 -念으l 本心。1 다. 만약 童心을 잃어버린다면 곧 파心윷 앓이 1;셔티는 것 

이며 圓心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쉴人을 꿇어버리는 것이다. 사땀이띤서 참퍼 

지 아니한 것은 잔적우S'- 처음가지고 있던 〔마음〕을 희복하지 듯하는 것이 

다 23) 

李贊는 童心은 판 員心이요， 假외- 員을 갚2-j-놓는 판단키준이 펀다고 

생 각하였 다. 그러 므르 童心을 않 어 버 리 떤 假人이 되 고 最~ø←→;슴;의 *心

을 긴:끽하고 있￡띤 쉴人이 된다. 童心은 人問이 태어날 띠l 산천척으료 

가지고 있는 바음이란 정에서 B!j;n플 다른 말프로 표현한 것이펴， 이것은 

21) <<明↑需쩔案》， 〈泰써學案). 
22) 鳥머밟次 前抱품 p.66 참조. 
23) ~:쨌콤~1l 卷3 ， <童心說) p.97. “솟童心者， 質心也. 향以童心참不可1 是以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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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용한 王龍漢의 글에서 “-念으로 돌이켜 보면 本心을 얻는다”는 

本心과 갇이， 거짓을 끊어버리면 〔總假j 순수하게 드라나는 買心연 젓 

이다. 이것은 羅近漢가 말한 ‘좌子之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최초의 童心을 간직하지 옷하고 앓어버리는 이유는 

우엇인가? 李贊에 의하띤 그것은 바르 見聞파 道理의 두가지 요얀 째 

문인 것이다. 

“어란이는 사람의 시초이며 童心은 마음으1 시초이다 "1 음의 시초플 어찌 잃 

어버뭔 수 있겠는가? 그려나 童心은 어찌 그렇게 간지키 잃어 버리꺼↑ 되는까? 

대채 바야흐로 그 시초에는 見聞이 눈꾀 귀를 통하야 플어와서 그 안에서 주얀 

노릇응 하므로 童心이 잃어지게 흰다. 그가 자라서는 편理가 보問을 따라서 플 

어와 그 안에서 주인노릇을 하므로 童心이 앓어지게 된다 갱) 

人閒이 童心， 즉 圓心을 잃어벼리는 것은 바료 見聞과 道理가대신 틀 

어와 주인노릇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의 감각적 경험[見聞〕은 우 

리 른 작각속에 빠지 거l 만틀켜 우리 가 道德的 f言念이 나 理;승: (Ideology) 

을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마음속에서 허상 (Idol)을 만 

틀에 낸다는 사실음 李賢는 갚이 꿰뚫어 본 것이다‘ 마음속에서 만들어 

낸 하상을 껑心 또는 成心이라 하거니와 이러한 점心이 철국 買心을 잃 

게 만들어 편견에 빠지케 하는 것이 다. 

R흔贊에 의하면 童心을 잃어버란지 오래되면 道理외→ 見聞이 날료 더욱 

많아치게 되고 알려진것과 느껴진것이 날로 더욱 넓어겨석， 그러는 샤 

이에 美名은 좋아할만하다는 것을 말게되고 이름을 드날멸려고 하니까 

童心이 앓어지차 된다. 또 不美한 이름은 醒하거l 펠 수 았음을 알고 또 

이것을 덮어 감추려 하니까 童心이 잃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道理와 見

閒이 童心을 잃게하는 주된 요인이지만 명예와 이익을 쫓아서 立身揚名

心옆不可也. 솟童心者， 紹假純員， 最初一念之本心也. 若失*11童心， 便失죄l 

혈心， 失호P힘心， 댐失죄l質人 人而非質， 全不復有初횟 ” 
24) (폐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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꿇心을 잃게 만든다는 것 이 다. 하려는 생각이 더욱 더 

은
 

것
 그 

李贊에 의히-먼 

l침來하였다는 젓이다. 

유래 하는가? 그러면 道펜나 兄I펴온 어디에서 

까 章心을 잃어 l머리는 원안은 결국 詩뿔의- 줬理블 아는데 

기관적우료 

하다고 è1l 판하는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정펀: 것은 아니았다. 童心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그러나 부터 안데서 대 부분 편盡~룹 하여 義理를 

았는 것이다. 

交離5찮듭좋피펀理의 {양쫓方法을 

물론 듬힘를품룹만진 히 

담을 모땅하거나 맹종 

B .-
陽明學에서 朱子學의 

李펠는 

이것은 

章心을 요
 
「L됩

 
끼
 

밝히는 펀혐듬봉블 하고l 道]핀룹 젓이다. 하는 것을 비판한 

오 

꿇心이 상섣된다띤， 그것은 듬찮雪괄 하지 않으니만도 못한 깃이다. 

李땀는 뚫心융 앓어버련 결도q-를 이렇게 서슬하았다. 

道L템른 딴허 띔불픔플 하고~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보호하려는데 

히려 

이 u] 見聞파 週햄를 바음으로 여기었으니， 딴하는 것이 모두 보聞， 造理의 

딴이요， 이것은 꿇心이 스스로 내놓은 말이 아니다. 닫아 비특 요묘하다 하더 

라도 나에게 무앗이 도감되겠는가? 이 어찌 거짓시람이 펴어서 거칫말을 히고 

거잣일을 일삼고， 71 짓 균웅 갓는 것이 아니겠는가? 태기1 그 시→두1 띔이 이미 

거갓이면 거갓이 되지 않은 컷이 아무것도 없다. 이로 1살 101 인아 거잣말로 거잣 

사란꾀 벨웅 하면 7-] 잣사란은 기배히고， 거짓 일로 71 잣시-략에게 일렉주띤 거 

칫사람은 기매한녀 그리고 거짓 달로 거깃사럼과 이야기 하떤 가잣사란은 기 

1꾀한다_ 0] 차램 거짓이 아닌데가 없A니 거lJll] 하지 않은 바가 임디. 묘든 곳이 

다 거 깃 이 니 어 렌 이 기 무엿 을 따칠 것 인 가 ? "25) 

츠씀한t는 이곳에서 의식적으르 電心윤 간직한 참사란(함人)과 맨목적언 

가깃사땀〔假 허 위 의 식 (Ideologγ) 에 ”까낀 F권듬한J블 하여 見聞과 週I펀리는 

펀 이리한 논리룬- 저응하→여， 그리고그는 人〕을 대조하여 섣팽하였다. 

。1_ r.:‘ 
ιò--;ι 

인:。 려 
!-CJ _•• "" 

히-티파도 역시 겸게하지 뿔:는 비 록 팎!찮꾀 ;준따릎 읽 는다 

딛끝탠을 존순하늪 것 은 당시 學

속에서 월폐 녁란다~ 튜허 道統의 

옛날갓에 시(로작히고 

염풍텐강→센가 픽는 갓이었다. 

다고 생각히→았다. 

피쩔틀의 

25) ((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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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척하고 經典을 무조건 숭상하고 믿는 터도에 대하여 李寶는 u] 판 

적 이 었다. 당시의 學者들은 六經， 論語， 굶子블 金科玉條로 받을고 감 

히 그 울타리블 넘어서려고 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李寶는 이렇게 

말하었다. 

六經과 論語， 굶子는 〔그당서 ] 史ι당이 지 나치 게 높이 평 가하여 드높인 말아 

아니면， 그 제자들이 극도로 찬미한 말아다. 또 그렇지 않우면 표關한 門徒나 

우둔한 제자들이 스승의 젤을 기억하되 서두는 있S되 결미가 없고， 앞의 것은 

얻었￡되 뒤의 것은 내버려 두고 자기의 견쾌에 따라서 키록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다. 後學은 이를 살펴보지 않고， 곧 이것은 聖人의 업에서 나온 것이략 하 

고 그것을 지목하여 ‘細’이라 캘정하였다. 그 대부분야 聖人의 말아 아님을 누 

가 알겠는가? 26) 

。7 렇게 되연 經典이라고 하여 그대르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된다. 李

寶는 經典도 이와 같이 相對的안 지위로 끌어 내렸기 때문에 六經皆史

說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童心과 륨心 앞에서는 모든 권위가 

상대화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칠대척 권위를 가진 경전이 

~ 학설이 존재 하지 않게 된다. 童心은 훌假와 美願률 판단하는 기 준이 

되며 륭人과 假人의 갈렴킬은 바로 童心을 간직하느냐 잃어벼리느냐에 

있는 것이다. 

4. 

童心은 置假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률假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是

非라 할 수 있다. 당시인들은 童心에 의한 是非를 따지치 않고 道統說

에 얽매어 聖賢과 異端의 區分을 엠격히 하였는데 이것 역시 見聞과 道

理가 그 주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26) ((1司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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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람들은 모두 孔子를 위대한 聖人이략 생각하는데 나 역시 위매한 聖人o}

라 생각한다. 모두을 老 · 佛을 異端으로 여기는데 나 역시 異端으로 여긴다. 

사람마다 다 大뿔과 異i쁨을 참우로 아는 것이 아꺼라 스송과 부모의 가르칭을 

듣는더l 익숙하었기 매둔이다. 스송과 부모도 참우로 大聖과 異端을 아는 것。l 

아니라， ff훈先의 7~르침을 듣는 것셰 익숙하5Þl 때문 oJ 다. ↑짧先도 大뿔과 윷랩 

을 참우로 아는 칭。l 아니라， JL子에 이런 말이 있기 재푼이다 힘先이 냥 

측하여 그것을 말하고 父師가 그대로 당습하여， 그것을 암송하고 小子는 어랴 

석게 탑즙하여 그것을 듣는다. 만사람의 업에셔 나오는 한결같은 알〔萬口一解〕 

은 가히 깨뜨릴 수가 없다. 千年0] 一律적￡로 되어도 스스로 알지를 못한다. 

오늘날 벼휴 눈이 있어도 아우 소용。l 없다 2'1) 

이것은 바로 見聞과 道理에 의해 형성란 ￥L子의 견위를 사람을01 千

年동얀 --律的으로 담습하고 敎條化된 文句를 앵 무새 처 럼， R월調하여 孔

子이후 천여 년동안 홀로 是뿔7r 없는 局面을 만들어 놓았다. 李寶는 

이라한 태도어1 대하여 매우 날카로운 바판을 가하였다. 

“샤람의 是非는 최초에는 애무런 컴해깐 바탕〔定質)" J 없었~ 사람들01 남 

을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 역지 아두런 정해조 논의 E定論〕가 없었다- 챙래진 

öl}탕이 없으니 0] 옳은 것과 저 그릇환 것이 함께 육성되어도 서로 해가 되지 

않았다. 정해잔 논의가 없도니 이것을 옳게 여키고 저것을 그르게 여기어도 역 

시 서로 병행되어 서로 어긋냥이 없었마. 그램다면 오늘날의 쿄츄는 내:이탁 

오]7]- 천 만 세의 f뜰非를 뒤집어 놓았다고 주장하띤서 내가 옮다: 여기지 않는 

것〔非是1을 다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非물; 역시 可하다면， 나의 是非는그 

可향을 얻올 수 았다. 앞의 三代는 論하지 않겠지만， 後의 三代는 漢멈‘ 宋

0] 나 그 줌간 천벡여년동안 유독 옮非가 없었먼 것은 어찌 그 당시 λl-람을에 

거l 是非가 없였커 때둔이겠는가? 모두 孔子의 포非플 是非로 삼았기 때둡에 

아직 是非가 없었떤 것이다. 그랭다면 내가 남을 是훤하는 것은 ::E 어찌 그만 

둘 수 있겠는가? 우릇 是非의 다품은 歲時와 강은 것이니 밤낮이 교대되어 서 

로 한컬감자 않은 것 c] 마. 어제흐 옳은 컷은 오늘 그른 깃 c-] 꾀고 오블의 그릇 

펀 것，，] 훗날 또 옳은 것，，] 된다. 비록 孔予로 하여금 다샤 오늘날 파어나치 하 

더라도 또 어떻케 是쭈를 판단할 졸 모플 것。l 다. 그런데 강자치 근본융 정해 

놓고 賞뿜을 행할 수 있겠는가? "28) 

27) {(續용뿔))， <題iL子象늑F藝佛院). 
28) ((藏書)) <紀傳總 면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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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흥贊는 이와갇이 是非는 정혜진 바탕이 없고 또 定論이 없닥는 相對

主義 합l쩔騙을 까시하여 孔子의 是非를 절대화시키고 영속화 시키는 獨

만대하였다. 그리고 中庸의 道~.t:行 rm不相'f후의 정신읍 겨l 송하 

李寶의 心性論

斷主義둡 

덤 E녀후운 爭論을 수 있 o 먹 共存될 두가지 사싱아 동시에 륨行되고 여 

통한 세프로운 사상의 강조의 가능성을 주칭-하였고， ‘천만체의 是非를 뒤 

남어버라늠” 회의주의 èll 판정신우로 “요두 다 공자의 是非릎 是非잡어 

로 암늠” 맹 목적 신 양을 반대 하였다 29) 

이 려한 ;jfj對的 륨理觀은 당시 성 더 학지-둡외 태두리의 道統說을 φ
 一」조

 
H 

몇몇 聖人들을 동해서 

아니 라 사람마다 누구나 다 선천적 으로 是非， 置{닮 

道즉 륨理란 批判한 것임은 주지의 사살이다. 

전수되는 그런 것이 

냉}7강 한 
-::.. 1- 1:0.. 

누구나 다 쉽케 를 7-릴줄 아는 童!그플 가，-0;1 고 있오므르 道근 

。1것을 李寶는 。1 렇게 

것이나 마찬가지다 

표현 하였다" “道카 사람에제 ~는 것 

사람이 道를 추구하는 

수 있다. 

은 마치 물이 I당속에 았는 

것은 마치 땅을 파고 물을 구하는 것이냐 마찬가지다. 그렇다연 물이 당 

속에 있지 않는 곳이 없듯이 사람은 道블 싣고 있지 않음이 없다는 것 

응 환히 알 수 있다. 그런데 물어 었 o 되 흐르지 않고 道가 있으되 전 

하치 못하었다고 말하면 되겠는가?.”3이 童心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았 

오으로 買假를 구멸하는 기준인 道를 다 가지고 았다고 할 수 았다. 陽

표 

明學의 ‘心.!l~理’설을 李贊의 사상우로 “바꾸면 童心은 道를 실고 있다” 

〔童心載道〕 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그는 “人매道요 道태人이 다‘ 사 

람 밖에 道가 없고， 道밖에 사람이 없다" 31)고 하였다. 

어서 良知는 李贊 心學에서의 童心야라고 할 수 있으며 

현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낸 않인 生知라고 할 수 았다. 

~m는 《中庸》에서 “어떤사람은 타고나연서 

있 陽明 心學에 

이것윤 달리 

알고" (或生而知

29) 李線全等主篇 《中國哲學史》 下卷 p.174 參照.
30) i(藏書》， 〈德、業댐톰論〉. “道之在人續水之在地， 人之求道， 續之抽地而求水

也. 然則水無不:tE地， 人無不載道m審옷. 而謂水有不流， 道有不傳， 可乎 ?" 
3D (;李王강集>> <明 cr這方錄〉 ‘λf!~道也， 道jpλ也. 人外無道， 進外無λ"

~ -,] 。
_.-ιÂ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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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라는 말에서 유태하였다고 볼 수 있우나 李寶는 人間의 心{生 能力

을 生휴口， 學m， 困知;로 나누지 않았다는 정 얘 저 , 중용을 근거 로 氣質의 

차이르 A間의 智j鼠， 聖凡， 貴購， .壽天의 美等을 주장한 朱子學의 心{生

論을 근본척 o 후 부정한 것이다. 李贊에 휘하면 “스스로 몰라서 그렇지 

天下에 어느 한 사람도 타고 내면서 알져 옷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물도 타고 나연서 알치 옷하는 것이 없고， 역시 어느한 순간에 

도 다고 나면서 알지 못하는 시각이 없다" 33)는 것이다. 이것은 王뚫않 

가 주장하는 現成良知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李覺는 이것을 佛

이략 표현하기도 하였￡며， 大圓鐘智라 일켈기도 하였다. 

“대체로 사람마다 제각지 大圓鐘智를 갖추고 있는데 이른바 나의 明德。l 이 

것이다. 01 明德은 위로 하늘과 갚고， 아태로 I당과 같 ò 매 가운데는 f聖賢과 

같다. 거키엔 보탤것이 없고 나에게는 덜어낼 것아 없는 것이다 34ì 

사람마다 선천척오로 타고난 生知， 大l합鎬智3 明德은 모두 童心의 다 

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生쩌어l 근꺼하여 李寶는 歸女의 견해가 짧 

다고 생각하는 전통척인 견해를 동박허가도 하였다 35) 

5. 

李贊의 童心說은 陽明의 良知說의 類型염을 앞서 지적하었다. 그러냐 

陽明의 良知와 李贊의 童心사이에는 하나의 커다란 차야가 있다. 陽明

에서 良知의 良字는 先天뾰，、 自然性뿐만 아니라 道德性까지 까지고 있 

우며 E효知 現成派는 주로 先天↑生과 自然性에 준목하였음을 앞서 언급하 

32) ~:中庸》 “或生而知之， 或學而知之， 或困而知之* 及其知之-也 .. 
33) ~:했書》 卷1 <答局西嚴〉 “天下無一人不生知， 無一物不生엿0， 亦無一펙不生 

知者. (.묘不 自 知耳"

34) <<續짧書》 卷1 <與馬歷山〉 “蓋人A各具有大圓鏡智， 所謂我之明德표tI!.. 是明
德ii!.， 上與天同， 下與地同， 中與千聖賢同， 彼無加而我無鎭者也"

35) ((쨌書)) <答以女人學道뚫見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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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李贊도 現成派에 속하묘로 그의 童心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펀 

다. 그러 내 陽明과의 한가지 중대한 차이 점 은 바로 良知의 道德性을 陽

明 右派나 修證派처럼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마. 다시말해 李賢는 童

心說에셔 륨假를 문제 삼았지 善惡을 둔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 해 야 

만 한다. 그가 말하는 是非도 굶子가 말하는 善 • 不善을 직 각적 o 로 판 

단하는 是非之心의 是非라기 보다는 置짧 륨假와 가까운 의 마 의 是非라 

할 수 있다. 그려므로 그가 말하는 童心은 선천적ξ로 나타나는 仁義라 

는 道德、性보다는 오히 려 勢利블 쫓는 功利性과 자연스럽 게 연결되 어 

있다. 

즈용寶는 이것을 댐ljJl; ”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었다. 

“무릇 私라는 젓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은 반드시 私플 가지고 있어야 그 

마음이 곧 드러나는 것이다. 만약 私가 없다면 無心해 질 것비다. 예컨데 놓 

부가 私的￡로 가을의 수확이 있은 뒤에야 달찬이에 반드시 힘쓸 것이다야 

것용 자연스턴 이치이거， 반드시 이르게 되는 증거아니， 架空으로 며옳說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6) 

。1 와같이 대담하게 私心을 주장한 것은 중국의 心性論에서 일쩌기 없 

었던 說여다. 假心과 對立되는 륨心이 추상적인 童心이 아니라， 農I商

賣들이 추구하는 私有財塵의 “私心”이었 o 며， 假人과 對立되는 륨A도 

抽象的안 一般A이 아니 라 구체적 연 직 업 에 종사하는 농부j 士人， 商λ‘

등이었다 37) 우리는 여기서 泰州學派의 영향을 원을 수가 았다. 

李賢는 功利主義的 心性觀에 근거 하여 盡{변뿜가 주장한 “그 마땅함을 

올바르게 여친 뿐， 그 利흘 꾀하지 않으며 그 道를 밝히되， 그 功을 계 

산하지 않는다" 38)는 명제를 B] 판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36) ((藏害)) <德業잖폼팀論)， “夫私者， 人之心也. A1t.，、有私， 而後其心乃見. 若
無私， 則無心쫓. 

37) 李鎬全 《中國哲學史)) p.182 참조. 
38) ((春秋緊露》 “正其誼不짧其利， 明其道不릅f其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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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義를 올비르게 질천하려는 것은 그것을 利룹게 하는 것이다. 만약 

利플 꾀하지 않우면 올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의 道가 진싣로 밤혀지띤， 

나의 功은 완성되는 것이다. 만약 功올 계산하지 않으띤， 또 어느 띠1 에 밝힐 

수 있겠는가? 39) 

이것은 분맹히 實利와 實功을 주장하고 不諸利 不計功을 반대하였는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앞 

다 같이 生카口블 가지고 있을 

데 그것은 聖人도 역시 勢利의 마음을 가지고 

言及한 바와 겉-이 聖人이 나 凡人이 나 서 

뿐만 아니라 또한 勢利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우릇 聖人도 역시 사람이다. 아미 높이 날거나， 떨리 달아 걸 수 없으니 A 

問世를 버리면 자연히 옷을 엽지 않고 밥을 먹지 않을 수 없어 씹밥올 끊고 풀 

옷융 업우며 저절로 홈野에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므로 비록 聖A이라고하 

더라도 勢利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비록 위대한 聖人이라 할지라 

도 평利의 바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 勢利를 아는 마음은 역시 우리가 票

願한 自然이다" 

李贊에 의하면 뿔A에게 勢利之心이 있는 것은 값g距에 게 仁義之心01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이라한 것을 自然스런 본성으로 본 

것 이 며 , 과거 仁義의 道德性만을 A問의 本然之性우로 여 기 고 

利心을 氣質之性으로 여기며 이에 따라 天理와 人欲을 염착하게 

는 道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李贊는 。1 러한 “自然之性이 바로 

私心과 

구분하 

自然

스런 참된 道學이 라"40)고 明言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옷입고 

밥먹는 것이” 

倫도勳理도 

한 것이다. 

바로 人倫 • 物理이며 이 옷입고 밥먹는 것을 제외하띤 /、‘

주장하여 童心이 곧 私心이 며 勢利z心엄 을 확인 없다고41) 

39) ((藏書》 卷2. <德業備몸後論)， “夫欲正義， 是利之也. 若不諾利，
홈道첨明， 則홈之功畢윷. 若不計功， 又何時而可明也 ? " 

40) ((初價集))， “ 自然之性， 乃自然圓道學也"

41) ((쨌書》 “穿衣團飯， 껑n是A倫物理， 除해穿衣뺏飯無倫物" 

不正可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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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상 章心립을 ~þ心￡록 추뿔의 心tl:論을 살펴 보았다. 그의 童心說은 

王陽明의 f효까L‘說의 變型으로 간주 할 수 있다. 陽明學은 致f료처]의 해 석 

문지1 플 둘러싸고 3피르 나뉘어 졌는바 그것은 王龍演， 도‘tjf참가 대표되 

는 現成派와， 歸寂ìJJi(， 그리고 修證派였다. 李贊는 짧成派를 껴1 승하여 

그으7 心學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良짜그의 5t字는 先天性‘ 맞 自然{生과 道

德뾰의 F며J:l Uilll을 아울려 가지고 있다. 이때 道德性이란 주록 仁義푼 주 

요 내용드료 하는 것이다. 現成派는 주루 찮써디의 先天性과→ 自然{生슴 깅→ 

초하여 드러나1 었우며， 1%誌派는 그 造德性에 역칩을 두었다. 李f안의 章

心說은 물돈 現成派8''1인 색 7-1 기 농듀L하기 따 푼에 童心은 첩1많， 是냥F릎 

갈라놓는 근원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뿔人이냐 凡人윤 막돈하고 누구 

나 가치고 있는 칫이다‘ 。l 젓을 그는 生知라고 히였오ul 또 ;서 l델쉰智략 

고도 하였다. 그려 나 童心이 良꺼j의 단순핸 變型。1 아니 ζi→ 섣은 당쩌]와 

다픈 특칭을 가지고 있는 데 그것은 바로 私心과 청장利之心을 느구나- 다 

共有한 것 o 료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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