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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문

루이 라벨의 ‘존재론적 미학’ 혹은 ‘신학적인 미학’에 대한 전망
이명곤(제주대학교)

1. 들어가는 말 : 미학적 체험과 예술 활동
예술 활동이 인간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행위 중 하나이지만 예술 활동에 대한 의미규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대에는 예술 활동을 “기술 또는 학습되어진 특별한 능력으로 탁원한
무엇을 산출하는 행위”로 생각하였고, 어떤 이들은 “형식 관계의 통일이나 조화의 인식을
통해서 즐거운 형태(forms)를 창조하는 것(리드, Read)”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
은 “정신이 가진 관념적인 내용을 감각적인 표현 양식으로 타나내는 것(헤겔)”이라 말하기
도 하였다. 현대 철학자 중에는 “예술가의 혼을 표현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대화를 하는 고
차적인 문화의 형태(러스킨, Ruskin)”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예술 활동의 의미를 또 다르
게 해석하는 방식은 이외에도 많을 것이다. 어쩌면 예술행위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
며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것이 어떤 장르의 예술이든 작품을 산출하지 않는 예술은 없으며, 어떤 것이 예술작품인 한
오감을 통하여 지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
은 인간의 감각 혹은 감성작용과 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감각이나 감성체험을 전제
하지 않는 예술행위는 없을 것이다.
만일 예술가의 예술 활동에 전제되는 것이 감각 혹은 감성적 체험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는 심미적인 요소가 그 본질적인 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심미적인 요소
혹은 감성적인 체험을 이성적인 혹은 지성적인 활동과 분리시켜 독자적으로 고찰하는 분야
가 ‘미학(esthétique)’이다. 물론 사상가에 따라서는 미학을 독특하게 규정하는 사상가도 있
을 수 있겠지만, 미학을 과학이나 윤리학이나 등의 분야와 구분하여 사용할 때 미학이 가지
는 독자적인 영역은 ‘감성 활동’ 혹은 ‘심미적인 활동’의 분야이며, 여기서 중심 되는 개념은
‘아름다움’이다. 자연이나 세계에 대한 심미적인 체험 혹은 체험된 아름다움에 관하여 체계
적이고 학문적인 고찰을 하는 것이 미학이라고 한다면, 미학은 예술 활동을 이해하고 예술
활동에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예술 활동을 위한 기초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
행위를 정신적인 것(이념)을 감성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거나, 혹은 체험된 감성적
인 것(심미적인 것)을 정신적인 차원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보거나에 따라서 관념론적인 미
학과 실재론적인 미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루이 라벨(Louis Lavelle)의 사유는 이 후자
의 관점을 대변하는 하나의 미학이론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벨에게 있어서 존재가 인간에
게 나타나는 그 양태는 가치의 다양성으로 나타나며, 그 첫 번째가 감성적 지평에서의 가치
즉 ‘아름다운 무엇’으로 나타난다. 자연이나 세계를 다만 중립적으로 보지 않고, 아름다운
무엇 즉 우리들의 감각에 매력을 주는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미적 체험’
혹은 ‘미학적인 체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을 인식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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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라벨의 미학이론을 ‘존재론적인 미학’이라고 부를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미학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 그의 존재의 형이상학 전체 안에서 가지는
위치 그리고 ‘미학적 체험과 예술 활동과의 관계성’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다. 이 과정에서 특히 ‘아름다움’에 대한 고려와 ‘순수예술’에 대한 그의 사유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존재론적 미학’ 혹은 ‘신학적 미학’에 대한 보다 깊은 전망을 예견하고자 할 것이
다.

2. 근ㆍ현대 미술의 특징과 존재론적 미학의 반동

근대예술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할 수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술
가들의 예술행위에 있어서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예술에서 더
욱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근ㆍ현대 예술가들의 기질은 당시대의 정신적
인 사조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베르그송은 ‘예술가들의 영혼(l'âme d'un artiste)’이란 “기존의 주어진 이해들에 대해서
전혀 집착하지 않는 영혼”1)이라고 하였고, 메를로-퐁티는 화가의 정신이란 “가공되지 않은
우물에서 순진무구하게 의미를 길어내는 것 혹은 (...) 판단해야 한다는 의무 없이 모든 것
을 바라볼 권리를 가진 것”2)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구체적인 예술가들의 창작행
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르네상스시대의 예술’과 대조를 이루면서 근대미술3)의 출발
점이 되고 있는 ‘인상주의’는 ‘르네상스’가 표준모델처럼 고수하였던 원근법, 균형 잡힌 구
도, 이상화된 인물, 명암의 대조 등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화가 자신의 개별적인 감각을 자
유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제임스 루빈은 마네의 화풍을 언급하면서 “자연의 새로운 얼
굴”4)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하였으며, 세잔은 인상주의를 “자신의 감각을 형상화 하는 기
법”5)이라고 하였으며, 고갱은 또한 ‘자연에서 끌어낸 추상’6)이라고 하였다. 인상주의에 대
한 이러한 진술은 미술의 행위에 있어서 기존에 인정되고 있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
이나 법칙’에서 탈피하여 한 예술가의 개별적이고 내적인 실존을 자신의 고유한 방식이나
기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마디로 인상주의에 있어서 예술활동 혹은
창작활동이란 ‘한 예술가의 고유하고 자발적인 인식활동과 이를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자신
만의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근대 예술의 출발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술행위에 있어서 ‘예술가의 자유’라고 큰 어려움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
1) H. Bergson, Le Rire, Oeuvre, Paris, PUF, 1963, p. 461.
2) 모리스 메를로-퐁티, 『눈과 마음』, 김정아 옮김, 마음산책, 2008, 32쪽.
3) 영어의 ‘modern’이나 나 불어의 ‘moderne’는 ‘근대’와 ‘현대’를 모두 의미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예술사에서
근대와 현대를 정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이 근대와 현대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인상주의’를 근대예술의 시작으로 그리고 피카소의 큐비즘이나 초현실주의 같은 예
술을 초기 현대예술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간주할 것이다.
4) 제임스 H. 루빈, 『인상주의』, 김석희 옮김. 한길아트, 1998, 371쪽.
5) 위의 책, 376쪽.
6) "실제로 고갱이 친구인 에밀 슈페네크에게 ‘미술은 자연에서 끌어낸 추상’이라고 말 했을 때, 그는 세잔의 작
품에서 발견한 사상을 말로 표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위의 책, 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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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그런데 현대예술에서는 이러한 예술가들의 자유 혹은 자율성이 보다 극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예술의 출발점이나 대표적인 양식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미학자들 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피카소의 큐비즘이 현대 예술의 대표적인 한 양
식으로 고려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피카소를 ‘큐비즘(입체파)’이라는 한
유파를 창시한 천재적인 예술가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후대가 피카소에게
부여한 ‘이름’이며, 당시 피카소에게 있어서 자신의 예술행위의 의미는 큐비즘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다르게 이해하기’ 혹은 ‘새롭게 생각하기’였다. 즉 당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카소의 작품이란 ‘낮설음’ 그 자체였고, ‘이해 불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전통
적으로 추구하였던 모든 법칙이나 규칙들 혹은 규범적인 척도를 완전히 벗어난 ‘새로움 그
자체’였다. 허버트 리드는 이러한 피카소의 예술 행위를 “전통과의 돌연한 단절”, “객관적인
세계와의 단절”, “모든 구체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의도적으로 팽개쳐진 것”8) 이라는 표현
을 등을 통해서 평하고 있다. 그리고 존 버거는 피카소의 그림들에 대해 “하나의 그림이란
파괴들의 총계이다”9)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러한 파괴와 단절은 일종의 예술에 있어서 ‘해
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해체하는 것이다. 전
통에 대한 이러한 해체는 물론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며, 피카소에
게 있어서는 크게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대상
(objet)의 외관과는 무관하게 화가의 ‘내적인 필연성(la necessité intérieure)’10)에 의해서
만 그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화가의 내적인 필연성은 관객들의 시선에서는 전혀 이해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화가 자신에게는 그렇게 밖에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그릴 수가 없는 개별
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피카소가 “나는 다른 이들이 자서전을 쓰듯이
그림을 그린다. 나의 그림은 내 일기장과 같다”11)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
다. 이러한 내적인 필연성은 피카소로 하여금 극단적인 자율성을 가지게 하는데, 그는 “나
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물들을 내 그림 속에 집어넣는다. 사물들 - 그들이야 서로 불편하
겠지만 참아야지 별도리 있겠나”12)라는 말로 이러한 자율성을 잘 표현 해주고 있다. 피카소
의 회화가 가진 두 번째는 의미는 극단적인 주관적인 방식의 표현을 보완해 주는 일종의 보
편성 혹은 일반성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집단적인 무의식에 내재한 원형적(原型的) 이
미지”13)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시대의 대중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두려
7) ‘근대 예술가들의 자유’에 대한 주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바람. 이명곤, 「근대 프랑스 미술문화에 나타나는
‘자유의 이념’ - 세잔, 고흐, 피카소를 중심으로 -」, 『유럽사회문화』, 제7호, 연세대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11.
8) 허버트 리드, 『현대미술의 원리』, 김윤수 역, 열화당, 1996. p. 84.
9) 존 버거, 『피카소의 성공과 실패』, 김윤수 역, 서울, 미진사, 1984, 29쪽. 참조 : Picasso : Fifty Years of
His Art by Alfred H. Barr,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46.
10) 칸딘스키는 추상화는 전통적인 회화가 가진 모든 외적인 규범성을 탈피하고 있기에 화가 자신의 ‘내적필연
성’이 유일한 척도라고 하였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서 추상화가 아무렇게나 그린 낙서와 구별
되는 것은 추상화란 아무렇게나 그린 것이 아니라, 화가 자신의 ‘내적필연성’과 ‘자신만의 고유한 기법’에 의
해서 그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Kandinsky, Du spirituel dans
l'art..., trad. par Philippe Sers, Paris, Gallimard, 1989.
11) 염명순, 마르지 않는 창작의 샘, 피카소, 아이세움, 2002, p. 114.
12) 존 버거, 『피카소의 성공과 실패』, 앞의 책, p. 121,
13) “만일 우리가 융(C. Jung)이 공식화한 바와 같은 집단적인 무의식의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피카소와
같은 미술가가 집단적인 무의식의 특징적 내용인, 저 원형적(原型的)인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
하다.” 허버트 리드, 『현대미술의 원리』, 앞의 책,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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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갈망 등을 잘 간파하고 이를 그림의 형식으로 표출한다는 것이다. 피카소가 대중과의
돌연한 단절 이라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그림을 제시하면서도 당대의 가장 성공한 화가인
이유는 이 후자에 있다. 그는 기계 기술문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당시의 과도기적 문
화현상 속에서 미래의 대중들의 관심과 심미적인 취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
고,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그 심미적인 취향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출하였던 것
이다.14) 하지만 순수예술의 입장에서 보자면 피카소의 이러한 사회적인 성공은 역설적으로
예술가로서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자율성과 대중적인 성공이라는
두 가지 조건은 예술가로 하여금 ‘회화에 있어서의 주제의 빈약함’과 ‘이름이 곧 권위가 되
어 버린 매너리즘’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후기의 피카소의 그림들이 가지는 의
의는 오직 ‘피카소가 그렸다’는 것에 있을 뿐이며, 스스로 그 생명을 가지게 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회화’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상주의와 피카소의 큐비즘에서 부각되는 현대예술의 특징은 분명 화가의 ‘자율
성’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화가의 극단적인 자율성이 야기하는 문
제점은 고전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인 ‘아름다움에 대한 구현’이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현대 예술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논외가 되어버린 상황은 프랑스의
미학자 마르그 짐머네즈(Marc Jimenez)가 18세기에서 20세기의 현대미학에 대해 “화려한
실패와 무수한 결과들(un insuccès brillant et plein de résultats)”15)라는 함축적인 평을
내리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프랑스의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인 루이 라벨은 이러한 현대 예술의 동향에 대한 문제제
기를 통해 전통적인 존재론에 기초한 하나의 미학이론 혹은 예술철학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
고 있는데, 이는 통상 ‘존재론적인 미학(l’esthétique ontologique)’ 혹은 ‘신학적인 미학
(l’esthétique théologique)’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루이 라벨의 존재론적인 미학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근ㆍ현대 회화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의 밖이었던 ‘미적 체험에 대한 구현’ 혹
은 보다 정확히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으로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체험이다.
그는 예술이란 인간이 존재에 대한 미학적인 체험을 증언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존재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게 있어서 미학적인 체험은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밝혀주는 것으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존재가 가지는 가장 최고의 의미인 ‘영적인 가치’ 즉
존재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절대자의 현존을 관상(contempler, 정관, 명상)16)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벨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에 대한 체험과 예술은 본질적으로 존재의 최고 가치(영성
적인 가치)를 체험하기 위한 ‘매개(médiation)’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17) 라벨은 아름다움이
14) 피카소가 대중의 무의식과 심미적인 취향을 간파하고 이를 ‘회화’의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적 성공과 동
시에 순수한 예술가로서는 실패하고 있음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이명곤, 「푸코의 구
조주의를 통한 피카소 예술의 이해」, 『동서철학연구』, 제61호, 한국동서철학회, 2011.
15) Marc Jimenez, Qu’est ce que l'esthétique?, Paris, Gallimard,1997, p. 9.
16) ‘관상’ 혹은 ‘정관’으로 번역되는 라틴어의 ‘contemplatio’는 세계나 자연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이 그 최고
의 과업을 완수하는 종국점이며, 이를 통해서 세계 내에 현존하는 ‘절대자의 현존’을 통찰하는 행위로 간주된
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진리를 통찰하는 정관의 행위 안에는 모든 인식의 행위가 집약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위에서 관상이 이루어지는 지성의 행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라 가장 완전한 행위라고 규정
하였다.” Thomae Aquinatis, Summa Theologiea, II-II, q. 180, a. 6, C. “정관적인 삶은 그 안에서 결국 모
든 행위가 완수되는 진리에 대한 정관이라는 하나의 유일한 행위에서 실현된다.” Ibid., a 3, c. “정관적인 삶
은 다른 모든 걱정들을 경멸하면서 그의 창조주의 얼굴(faciem sui Creatoris)을 보고자 하는 열망에 불을 지
핀다.” Ibid., a 1, c.
17) ‘예술이 영성적인 것에 봉사하기 위한 매개체’라고 생각하는 사유는 칸딘스키의 추상화 이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진정으로 ‘예술 속의 영성적인 것(le spirituel dans l'art)’이다. 예술 속의 영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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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단순히 사물이 가진 속성이거나, 인간이 서술할 수 있는 어떤 사태가 아닌 존재가 가진
일종의 초월적인 속성이며, 따라서 신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며, 다만 관조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가진 아름다움에 대한 미학적인
체험을 가질 수 있을 뿐이며, 체험된 것을 예술이라는 통일된 형식을 통해 구현한다. 라벨
에게 있어서 예술의 창조성이란 아름다운 것이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 체험된 존재의 미학적 가치 즉 아름다움을 형상화 하면서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벨은 ‘자율성’이라는 명분아래 예술이 존재의 가치에 대한 실현이라는 ‘중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순수한 감각적인 향유(인상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순수한 지성주의
(큐비즘)에 빠지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18) 나아가 이러한 현대예술의 경향성이 존재의 궁
극적인 가치인 영성적인 것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현대예술의 일반화
된 경향성을 ‘악마적인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다.19) 물론 이러한 비판은
다소 일방적이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예술적 유파나 미학적 사상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현대예술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몬느 베이유
역시 고ㆍ중세에서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근ㆍ현대에서는 이러한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려가 사라져 버렸다고 말하면서 이는 가
톨릭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20) 하나의 일반적인 견지에 있어서 현대 예
술이 대중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특정한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의 전유물처럼 전락한 것은 결
국 인간의 보편적인 미적 체험에 대한 고려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예술
이 보다 원래의 기능이나 목적을 회복하고, 보다 보편적인 인간성의 차원에서 그 가치를 회
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는 미학적 체험에 대한 고려와 이를 예술작품을 통해 형상화하
는 노력의 회복을 기해야만 한다. 루이 라벨에게 있어서 이러한 관심은 그의 독특한 가치론
것의 현존과 영성적인 것에 대한 봉사로서의 예술은 속성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의 본질적인 것이다. 왜냐하
면 예술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Kandinsky, Du spirituel dans l'art, et dans la peinture en
particulier, Paris, Denoël, 1987, p. 17
18) “매개가 파괴될 때, 예를 들어 미술은 극단적인 형태 안에서 인상주의(l’impressionnisme)는 순수한 감각주
의 안에서 그리고 입체주의(le cubisme)는 순수한 지성주의 안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Louis Lavelle,
Traité des valeurs, II, Paris, PUF, 1991, p. 305.
19) “(현대) 미학은 그의 창조행위 안에서 항상 감각적인 것에 대한 향유, 놀이의 행위, 환영, 심지어 어떤 책략
을 동반하고 있다. 이는 현대미학에 대해 ‘영(성)적인 완성(la perfection spirituelle)’을 추구하는 이들로 하여
금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점이다. 이들(영적인 완성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러한 예술이 마치 악마적인 작품처
럼 고려하게 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Ibid., p. 446. 우리는 이러한 현대미학의 경향성의 한 예를 벤야민의 ‘인
간학적 유물론’에 기초한 ‘역사-문화적 지각이론’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지각이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지
만 현대 미학이 이론적 기초를 포괄적인 지각이론에 두게 되었다는 것은 (...). 벤야민의 용어를 빌자면, 이른
바 ‘인간학적 유물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감각적 지각의 측면에서 현대 주체의 역사적-문화적 구성을 비판적
으로 해명하는 이론적 성찰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하선규, 「현대 미학의 지각이론적 전환과 디자인 연구의
연관성에 대한 시론」, 『대동철학』, 제61집, 대동철학회, 2012, p. 189.
20) “고대에 있어서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사유 안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고, 그들의
삶 전체를 놀라운 시로 감싸게 하였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그리스에서 이러하였다. (...) 성 프란치스코의 예
는 크리스천들의 사유 안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순례
와 가난은 그의 사유 안에서 하나의 시였다. 그는 세계의 아름다움과 직접적인 접촉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
로 헐벗은 것이다. (...) 십자가의 성 요한의 사상에서 사람들은 역시 세상의 아름다움에 관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지만 하나의 일반적인 방식에 있어서 (...) 우리는 크리스천의 역사 안에서 세계의 아름다
움에 대한 고려는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심각한 누락이다. 만일 그 자신에게서 우
주 자체가 부재하다면, 어떻게 크리스천이즘이 ‘가톨릭(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
Simone Weil, Attente de Dieu, Paris: Éditions Fayard, 1966. Édition numérique Québec, Canada,
2013,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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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여 하나의 존재론적인 미학 혹은 순수예술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으로 나아가
고 있다.

3. 존재의 체험에 따른 가치의 등급들과 미학적인 가치의 의의
라벨의 철학은 ‘존재의 형이상학’ 혹은 ‘가치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라벨에게
있어서 존재에 대한 체험이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것은 존재란 그 자체 ‘무한성’ ‘무-규
정성’으로 나타나며, 하나의 ‘절대적인 총체’로서 체험되기 때문이다.21) 그리고 그에게 있어
서 가치(la valeur)란 무엇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체험에서
주어지는 긍정의 형식이다. 예를 들어 심미적(미학적) 존재, 이성적(합리적) 존재, 정신적(영
적) 존재라는 표현들은 규정 불가능한 ‘존재 그 자체’가 특정한 차원(범주)에서 긍정된 형식
을

말하는

것이다.

라벨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형이상학적인

체험(L’expérience

métaphysique originaire)’이란 존재에 대한 참여의 체험, 존재의 총체성 안에 나의 고유한
존재를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존재의 총체성에 기입하는 나의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 창조
적인 행위, 자기 초월의 행위이며, 여기서 가치에 대한 긍정이 주어지거나 혹은 가치가 발
생한다. 즉 존재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주어진 존재를 긍정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다.22) 보다 심미적으로 된다는 것 혹은 보다 정신적으로 된다는 것은 존재로부터 보다 가치
를 파악하고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화가 필요 없는 가치, 절대적인 가치 혹은 그
자체로 가치로 인정되는 것은 곧 절대자가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뿐이다.23) 존재들의 기저에
놓여 있는 이 절대자는 우선적으로 모든 특수한 존재들의 근원 혹은 기원처럼 나타나며, 라
벨은 이를 ‘특수성의 이면에 있는 심오한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성적인 가치들, 미학적인 가치들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들을 마치 고유하게 영적인(정신
적인) 가치들처럼 고려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들의 고유한 특수성의 이면에 하나의
심오한 진리가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다.”24)

일단 가치가 존재에 대한 인간의 체험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우리가 분류
하는 모든 가치들이 동일한 존재에 대한 다양한 양상에 지나지 않으며, 다양한 가치들은 서
로 불가분한 관계성을 가지며, 서로 상호적인 체계를 이루게 된다. 여기서 라벨은 이들 사
이에 위계적인 등급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25)
21) 라벨에게 있어서 존재자체를 의미하는 절대자란 명시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신’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에
게 ‘존재자체’란 마치 범신론에서처럼 세계의 이면에서 이 세계를 지탱하는 무제약적인 힘 혹은 절대적인 힘
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22) Traité des valeurs, I, Paris, PUF, 1991, p. 325.
23) Traité des valeurs, II, op. cit, p. 463.
24) Ibid., p. 446.
25) “가치들의 위계적인 등급이 있는데, 이는 하위적인 가치들이 상위적인 가치들의 등급들이라는 것이며, 하위
적인 가치들이 상위적인 가치들 안에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다. (...) 비록 이 가치들 각자가 다른 모든 것과 대
립하고 있는 하나의 특권이 부여된 국면만을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가치들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들 각자 안
에서 어떻게 가치가 전체적으로 현존하는 것이지 규정하고자 할 것이다.” Traité des valeurs I, op. cit,
Préface, 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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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은 이러한 가치들을 다음과 같은 6가지 국면으로 분류하고 있다.
객관적인 국면에서

주관적인 국면에서

경제적인 가치(valeur économique)

정서적인 가치(valeur affective)

지성적인 가치(valeur intellectuelle)

미학적인 가치(valeur esthétique)

도덕적인 가치(valeur morales)

종교적인 가치(valeur religieuse)

루이 라벨이 분류하는 6가지 일반적인 가치들26)

이상의 6가지 가치들이 가지는 언어적인 표현은 각각 존재가 인간에게 야기하는 실재의
국면을 지칭하며, 그럼에도 존재(실재)는 어떠한 언어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긍정적인 무한성(infinité positive)을 내포하고 있다.27) 다시 말해서 세계를 존재로서 고찰
하게 될 때, 이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전체성, 통일성, 단일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가
치라고 부르는 다양성은 이러한 존재의 단일성이 인간의 정신 혹은 실존에 나타나는 (관계
하는) 다양한 양상(modalité)처럼 고려되는 것이다. 라벨은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양
태의 다양성에서 보다 정신적인 것을 보다 참된 것 혹은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
는데, 종교적 지평에서의 영적인 가치 혹은 영성적인 가치(la valeur spirituelle)를 최고의
가치 혹은 가장 상승된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또한 모든 가치들의 이면에 영성적인
가치가 하나의 심오한 근원처럼 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벨은 영적인 가치를 ‘화폐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세속적인 사물들의 관계에 비유한다.
‘화폐’ 안에는 모든 사물들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듯이 영적인 가치 안에는 모든 특
수한 가치들이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 있다. 여기서 영적인 행위를 라벨은 ‘사랑의
행위’로 환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다른 모든 가치가 집약
되어 있는 것이다.28) 영성적인 삶이란 ‘영적으로 될 수 있는’ 혹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인간의 존재를 완성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곧 ‘단적으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세계를 사랑하는 것,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란 곧 존재가 드러나는 형식인
다양한 가치들을 긍정하고 수용하며 이를 구체적인 삶 안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예술행위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심미적인 혹은 미학적인 실존의 양태로 실현(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름다움에 대한 고려는 예술행위에서 부수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이다.
라벨은 미학적인 가치(la valeur esthétique)29)란 제 사물들의 순수한 관경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를 떠난(désintéressé)’ 혹은 ‘사심 없는’ 기쁨을 제공하는 것
26) Ibid., Préface, p. X.
27) Ibid, p. 3.
28) Traité des valeurs, II, op. cit., p. 449.
29) 불어의 ‘esthétique’는 형용사로 사용될 때, ‘심미적’ 혹은 ‘미학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심미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은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구분이 가능하다. 전자는 단순하게 인간의
감각적인 능력이나 감성에 포착된 어떤 것(아름다운 것)이라면 후자는 보다 이해 가능한 ‘작품 속에’ 표현된
어떤 것(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는 보다 주관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보다 객관적인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학적인 것’은 작품 속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예술가의 지성 속에서 작품으로 표현
되기 위해 ‘반성된 심미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품으로 표현되지 않고 예술가의 실존에 내재하
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미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심미적인 것이 미학적인 것으로 환원되는 과정은 창작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칸딘스키에 의하면 보다 추상 미술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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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학적 가치란 ‘관조(혹은 정관, contemplation)’의 질
서에 속하는 것이며, 사물들 그 자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사물들이 가진 완벽한 형
식 안에서 예술이라는 형식으로 사물들 자체에 속한 그 어떤 것, 즉 사물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30) 미학적 가치가 ‘이해관계를 떠난’ 순수한 어떤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 미학적인 가치에서는 ‘진실성(sincérité)’이라는 덕이 발견된다. 도구적인 이성
이 대상을 항상 어떤 유용성이나 실용성이라는 차원에서 사물을 규정하고 제단 하는데 비
해, 미학적인 체험은 진실성을 통하여 대상이 현존하는 ‘사태 그 자체’에 우리들의 감정을
깊이 연관시킨다. 과학이나 다른 여타 학문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관점이나 지평을 통해서
대상을 고찰함으로, 보다 추상적이 되고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것(le concret)’과
멀어지게 하는데 비해서 미학적인 체험은 그 직접적인 특성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
인 것’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라벨은 “추상은 미학적인 감정의 죽음이
다”31)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라벨이 말하는 미학적인 체험이란 단순하게 정감(감정)적인 가치는 아니다. 정감
적인 가치가 본질적으로 즐거움으로 환원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는 반
면, 미학적인 가치는 정감 혹은 정서에 이를 넘어서는 하나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는 대상의 본성(본질)에 속하는 어떤 특징 혹은 사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존재자체가
가지는 어떤 가치의 징표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미학적인 가치는 단순히 감정의 작용과 반
작용의 행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상 자체가 가진 어떤 가치를 산출 혹은 재
현하는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재현은 ‘미와 추’ ‘부드러움과 거침’ ‘온유함과 폭력적임’ 등
의 가치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학적인 가치들은 정서적인 가치와 지성적인
가치들의 연결하는 것이며 이 둘의 종합(synthése)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32) 바로 이러한
가치판단에 대한 이해가 단순한 감정적인 즐거움(le plaisir)으로부터 정신적인 기쁨(la joie)
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다. 라벨이 말하는 ‘이해관계를 떠난 기쁨’이란 어떤 관점에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판단 혹은 선한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사심 없는
기쁨 혹은 강하게 말해서 보편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
라벨의 이러한 논의는 과학자들의 진리와 예술가들의 진리를 구별하게 하는데, 전자가 사
고 행위를 통해서 자연(본성)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면서 자연을 일종의 메
커니즘(기계론)으로 환원하는데 비해 후자는 자연이 제시하는 관경(외관)을 통해서 자연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예술은 관조(contemplation)를
통해서 파악한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예술가에게
주어진 그 대로의 세계는 그가 스스로 부과한 목적들에 봉사하는 것을 필요치 않는다. 이러
한 것이 예술이 순수한 표현성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이유들이며, 또한 예술은 본질적으로
사심이 없는 것(désintéressé)이라고 말해지는 이유이다.”33) 어떤 의미에서 예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학 안에서 상실한 그 어떤 것이며, 과학이 제거한 정감의 특질(qualité)을 다
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학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존재의 가
치를 그의 순수성 안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에 주어진 모든 인위적인 “환경으로부터 우
리의 인식을 해방”34)시키는 것이다. 즉 존재의 체험에서 미학적 가치가 가지는 의의는 보다
30) Ibid, p. 294.
31) Ibid, p. 296.
32) Ibid, p. 296.
33) Ibid, p. 3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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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높은 가치(영성적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존재의 가치에 대한 계시로서의 미적가치
라벨에게 있어서 체험된 미학적 가치가 표현된 것으로서의 예술은 본질적으로 중개자이
다. 예술은 대상에 대해 가지는 ‘진실성(sincérité)’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대상과의 내밀한
소통을 이루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으로 하여금 사물들에게 스며
들도록 하며, 사물들과 일치를 이루게 한다. 라벨은 이를 “실재자체에 참여하는 의식의 기
쁨(une joie de conscience qui participe à la réalité même)”35)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
한 대상 자체와의 내밀성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은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대상들에게 하나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대상에게 일종의 정신적인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36) 라벨은 이를
실현(la réalisation)이라고 말하고 있다.37) 사실이 그러하다 한 폭은 풍경화는 단순한 ‘모방
(imitation)’이나 ‘재현(representation)’이 아니라, 일종의 종합이며, 실현이다. 한 폭의 풍경
화를 ‘재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하다.38) ① 첫째, 그림이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게나 부피 등의 3차원적인 요소를 제거한 2차원적인 것이며, ② 둘째, 그런 한에서 대상
을 구성하고 있는 질료적인 특성이나 질감 역시 제거된다. ③ 셋째, 그림은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가진 어떤 핵심을 포착해 낸다. 극사실화가 아닌 한 하나의
그림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제거시키고 그 대상이 가진 특징 핵심적인 요소를 추
상해 낸 것이며, 그 대상이 그 속에 존재하는 배경 혹은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즉 칸딘
스키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모든 그림들은 정도의 차이를 두고 어느 정도 대상에 대한 추상
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39)

만일 한 그루의 나무나 하나의 바위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

34) Ibid, p. 302. 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인식을 해방시키는 이러한 ‘인식의 순수성’을 고유하게 예술가들의 관조
라는 사유는 베르그송에게서도 동일하게 견지되고 있는 관점이다. “만일 영혼이 기존의 이해들로부터 행위 하
는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 영혼은 아직 세상에서 한 번도 본적인 없는 그러한 ‘예술가의 영혼’이
될 것이다.” H. Bergson, Le Rire, op. cit., p. 461.
35) Louis Lavelle, Les Puissances du moi, Paris, Flammarion, 1948, p. 224.
36) Ibid., p. 200.
37) 레비나스에 의하면 존재의 가치는 중립이다. 즉 인간의 의식이 관여하기 이전의 존재는 미도 추도 아닌 ‘중
립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 의하면 중립적인 존재자들이 인간의 의식에 포착되고 이해되는 하나의
방식 즉 미학적인 방식이 곧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는 예술은 재현이 아니라 (인간에 의
한) 실현이다. 희랍의 마지막 철학자 플로티노스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다.
“생성된 것들이 실상 아름다움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아름답게 다듬어낸 지혜 앞에서 크게 탄
복하게 될 것이다.” 플로티노스, 『에네아데스』, V, 8, 6, in 『플로티노스의 에네아데스 선집』, 조규홍 옮
김, 누멘, 2005, p. 15. 반면 스콜라철학자들은 아름다움이 존재 안에 이미 '가능성 중에 (in potentia)' 내포
되어 있으며, 인간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현실태로(in actu)’ 이행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아름다
움의 구현’은 모방이나 재현이 아닌 ‘실현’이다. 라벨의 경우 스콜라철학과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에게는 ‘자연에 있는 아름다움’을 정당화 하는 것이 예술이며, 이를 위해서 먼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조(혹은
정관)하는 행위는 이미 하나의 “미학적인 창조(la création esthétique)”인 것이다. 참조 : Traité des
valeurs, II, op. cit., p. 313.
38) 만일 예술작품이 대상에 대한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라벨은 이를 ‘단순한 재현’이라 표현할 수
없으며, “실재자체에 대한 재현(la representation de la réalité même)”으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벨은
칸트처럼 인간의 인식에 절대적으로 초월하는 ‘물자체’ 혹은 ‘실재자체’를 가정하지는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실재란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으로 인간이 ‘교감’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물의 감각적 속성은
실재라기보다 실재가 감각적인 지평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국면 혹은 양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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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배경들을 그대로 2차원의 평면에 옮긴다면 독자들은 나무나 바위를 잘 알아볼 수도 없
을뿐더러 그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인지를 알 수가 없을 것이다. ④ 넷째 모네의 연작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대상의 모습은 대상을 보는 주체의 장소나 위치 그리고 시간이나 날씨
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실재를 재현한다는 것은
이 모든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로 종합을 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는 결코 한 폭의 그림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의 그림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대상을 재현하거나 모방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감과 정신으로 파악한 대상의 ‘얼굴’ 혹은 ‘동일성’을 실현하는
것, 즉 대상이 가진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산출(실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이나 들판의
한 부분 혹은 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나무나 바위는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주기 전까지
는 ‘자기 자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림은 대상이 가진 질료와 정신
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이 둘 사이의 하나의 종합을 실현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라벨은 예
술이란 사물들의 한계를 제거하면서 우리에게 “실재자체(réalité même)”를 나타내게 하고
또 우리를 “존재 안(dans Être)”40)에 설립하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술이
란 하나의 존재로서의 대상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는 그 가치(미학적 가치)를 파악하고 수
용하는 인간의 능력과 수용된 이 가치를 다양한 형식 아래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실현된’ 무엇 즉 ‘존재의 가치를 계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술작품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외관의 저편에 있는 존재의 풍요로움을 통
찰하며, 강하게 말해서 예술은 우리들의 정신을 이미 주어진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현실을 넘어 저편세계로 혹은 대상의 내면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한에서 존재는 곧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사람
들에게 현재 혹은 현실에서 멈추어서 버린 우리의 의식을 항상 존재의 풍요로움으로 도약하
도록 자극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예술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어
떤 절대적인 지평으로 인도한다. 이 절대적인 지평은 모든 판단이나 평가를 넘어선 지점에
서 대상을 순수하게 관조(contemplation)하게 되는 그러한 지평이며, 모든 가치평가를 떠난
단순하고 사심 없는 기쁨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지점이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예술작품
을 본다는 것은 작품이 품고 있는 그 대상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을 말
한다. 여기서 라벨은 예술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영성적인 삶과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파
악한다.
영성적인 삶(la vie spirituelle)의 고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안에(dans l’absolu) 설립
시킨다. 그리고 예술은 영성적인 삶에서처럼 각각의 대상들에게 다른 어떤 것에 종속시키
지 않는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une valeur absolue)를 부여한다. 미학적인 정감 안에서 대
상은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채 우리와 일대일로 마주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
기서는 목적에 대한 모든 방법이 초월되어 있다. 각각의 대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안에서의 그의 순수한 현존으로부터 하나의 기쁨을 체험하
는 것이다.”41)

칸트가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으로 취급할 수 없고 그 자체 목적으로 고려해야 한
39) 참조 : Kandinsky, Du spirituel dans l'art, op. cit., p. 120.
40) Les Puissances du moi, op. cit., p. 224.
41) Ibid.,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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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했듯이, 라벨은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대상들을 그 자체 목적으
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앞서 말한 ‘미적체험의 직접
성’과 ‘대상 그 자체에 대한 가치감정’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5. 예술가의 인식의 순수성과 순수예술의 특징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면 라벨이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작품에서 부각되는 것은 ‘순수성’이
다. 그리고 이 순수성은 우선적으로 예술가의 인식의 순수성을 전제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
서 경험론과 합리론은 인간의 일차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이차적인 것이다. 경험론자는 인간
의 인식이란 오감의 파악에서 출발하며, 개념이나 관념은 추상행위를 통해서 최후에 나타나
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합리론자는 애초에 개념이나 관념이 먼저 우리의 의식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둥글다’ ‘모나다’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인식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하는 질문과 같고 엄밀한 의미에
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생각하였듯이42), 이 둘은 상호적인 것이며 동시적인 것이
다.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감각성과 지성성이라는 이원적인 인간의 조건을
구분하면서 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인간존재란 감성적이면서 동시에 지성적인 것이며, 인위
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이 둘을 구분해 낼 수 있다. 그런데 ‘미학적인 체험’이란 이렇게 분리
된 감각성과 정신성을 다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기 이
전의 순수한 통찰, 즉 존재에 대한 통찰이라는 형식으로 “애초에 하나의 동시적인 인식이라
는 인간적인 의식의 작용을 회복해 주는 것”43)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에 근거하여 라벨은 ‘순수예술’44)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전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순수예술이란 대상이 지니고 있는 ‘존재의 가치’를 밝혀주는 목적만을 가진 예술이
다. 그렇게 때문에 순수예술은 무엇보다 먼저 대상에 대한 인간의 습관적인 인식의 특징인
‘친근성(familiarité)과 유용성(utilité)’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라벨은 순수예술의 가장 참된
형식은 음악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45), 그 이유는 음악은 가장 우리들의 친근성으로부터 먼
42) 토미즘에서 감각적인 이미지와 지성은 항상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감각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배재
된 지적 활동은 상상할 수 없다. “이 지상의 삶에서 지성은 ‘이미지(phantasmat)'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
을 것이다. 이미지란 그것을 통해서 지성이 여러 사물들을 알게 되는 것이다.” Thomae Aquinatis, Summa
Contra Gentiles, III, c. 51.
43) Traité des valeurs, II, op. cit., p. 306. 관조가 존재의 아름다움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라는 사유는 플로
티노스의 사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인간들이 멀리 우회하여 겨우 얻을 수 있는 것, 즉 아름다움에 대한
봄(見)을 우리는 관조를 통해 즉시 소유하게 된다.” 피에르 아도, 『플로티누스 또는 시선의 단순성』, 탐구사,
2013, p. 72.
44) 여기서 ‘순수예술(l’art pur)’이란 다양한 예술의 장르나 유파들 중 하나인 어떤 장르나 유파로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벨이 말하는 ‘순수예술’이란 어떤 구체적인 특정함 목적을 전제하지 않는 가장 원초적인 예술의
목적이나 동기를 가진 예술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예술 활동을 하는 한 예술가의 동기나 의도 혹은
기질상의 문제이며 모든 장르나 유파에서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순
수예술에 대립하고 있는 개념은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심미적인(미학적인) 체험과 무관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참여예술 혹은 목적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5) 키르케고르 역시 그의 「에로스적인 것의 직접적인 단계...」에서 음악을 심미적인 체험의 직접성을 가장 순
수하게 보여주는 예술양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심미적인 체험을 ‘감각적인 것의 직접성’이라고 표현하
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자연을 볼 때 ‘감각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가질 수 있다. 정신이 개입
하기 이전의 자연, 이성으로 반성되기 이전의 자연 그리고 개념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직접성으로서의 자연,
이것이 자연에서 느끼는 심미적인 것 혹은 감성적인 것이며, 감성적인 천재들은 이러한 체험을 매개로하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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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상징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식과 분리되어 있는 ‘실재 그 자체’를 미
적체험의 직접성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현존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음악
은 상징이 아니라 실재의 표징이며, 실재에 대한 현존이다. 만일 미술이 제 사물들의 외관
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이는 사물들에 있어서의 외관과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사
물들에게 있어서 외관은 그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지만, 예술이 형성하고 있는 사물들의 외
관은 실재를 가리는 벽이 아니라, 실재 자체가 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 혹은 본질을 드러
내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라벨은 이를 “실재자체의 빛남(éclaircissement de la réalité
même)”46)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상의 삶이란 사물들의 세계에서 사는 삶이며, 예술은 무어
라 말할 수 없는 이 사물들에게 하나의 외관(얼굴)을 부여하면서 사물들의 의미를 밝혀준
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외관의 관계는 외면성에 대한 내면성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예술작
품은 사물들에게 무한한 깊이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혹은 자연의 얼굴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술은 자연에게 하나의 정관적인
(명상적인) 가치(une valeur contemplative)를 부여하면서 우리에게 자연을 ［자연이 가진
가치를］ 밝혀주는 것이다.”47)
‘순수예술이 자연에 정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연을 밝혀준다’는 이러한 진술에는 많
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① 첫째 이는 무엇보다 예술이 인간의 감각적인 혹은 심미적인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증거하고 있다. 존재에 대한 가치판단에 있어서 도구적 이성의 오류
는 사물들을 어떤 특정한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자의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에 있다. 반
면 고전철학의 사유에서는 ‘하나의 사물(une chose)’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외관으로 드러
나는 것(사물의 표피)과 기저에 놓여 있는 실체(본질)를 구분하고, 심미적인 행위란 이 드러
나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평가절하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라벨의 미학에서 심미적인
행위의 고유함(미학적 체험)은 사물들의 표피나 외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이성
혹은 외면과 내면이 분리되기 이전의 그리고 어떤 이차적인 반성을 통한 도구적인 기준을
가지기 이전의 고유한 모습 즉 ‘직접성’을 통한 ‘원초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순수예
술은 인간의 미학적체험이 ‘사물 그 자체(la chose en elle-même)’에 대한 혹은 ‘존재
(être)에 대한’ 체험과 가치를 제시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② 둘째, 순수예술은 자연과 인간, 객체와 주체라는 이원화 된 사유에서 이 둘을 분리시
키는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일치와 통합을 지향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의미)을 밝혀준다는
것은 곧 인간의 갈망에 응답할 수 있는 자연 속의 그 무엇(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준다는 것
이며, 이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 하나의 교감을 형성하면서 이전까지는 매우 불충분하였던
것이 이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내적인 현존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③ 셋째, 창조된 예술작품은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를 하기 보다는 미학적
체험을 통해 창조된 그 무엇을 밝혀주는 것이다. 즉 순수예술은 예술이 자연을 번역하는 것
이 아니라, 미학적 체험이 창조한 그것에 따라 자연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
다. 따라서 순수예술은 인간의 심미적 행위에 대한 창조적인 의미를 고양시킨다. 즉 인간의
미학적 체험은 그 창조성으로 인하여 세계를 항상 새로운 것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즉 항

악을 만들고 미술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음악은 이러한 직접성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자신의 직접성
안에서라면, 그것은 음악에서만 표현될 수 있다.” 키르케고르, 『이것이냐, 저것이냐』, 2장, 「에로스적인 것
의 직접적인 단계, 혹은 음악적이며 에로스적인 것」, 임춘갑 옮김, 도서출판 치우, 2012, p. 103.
46) Les Puissances du moi, op. cit., pp. 208-209.
47) Traité des valeurs, II, op. cit., p.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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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다시 태어나고 있는 존재(être renaissant)”48)로서 바라볼 수 있으며, 여기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④ 넷째, 순수예술은 인간의 정신에 자유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재현이 아니
라, 대상 그 자체에 대해 체험된 것(내적인 것)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개관적인
앎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미들(significations)을 추구하기 위한 길”49)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벨은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묘사하는 것보다는 암시하
는 것이며, 보다 예술이 순수할수록 예술은 보다 명상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 즉 여기
서는 대상의 물질성과 객관성 그리고 유용성이 소멸되며, 인간의 “정신적인(영적인) 움직임
을 증언하는 순수한 증언자”50)가 되는 것이다. ⑤ 다섯째, 순수예술은 인간의 미학적 체험
에 존재하는 일종의 ‘초월성에 대한 체험’을 증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미적체험은 사랑의 정서를 유발하는 것이며, 사랑의 정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존재 사이에
서 “각자를 자신의 너머로 데려가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둘 모두를 넘어서 데려가는 신
비로운 일치를 산출하기 때문이다.”51) 바로 여기에 순수예술의 정관적인 가치인 그 무엇이
있다.
⑥ 여섯째, 순수예술이 가지는 정관적인 가치는 인간의 행위가 어떤 최종적인 목적에로
질서 지워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행동의 완성이 곧 정관에 있으며, 행동이 정관에 종
속된다는 것을 정당화 한다. 즉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존재에 대한 총체’를 체
험하기 위한 것 혹은 ‘절대적 존재의 현존’ 앞에 마주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세계의 완전한 충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영성적인 삶에서처럼 예술은 그 자체 자
신의 고유한 목적이어야 한다. 전자는 자신의 모든 일들에서 후자는 자신의 모든 작품들에
서 우리에게 하나의 무한한 현존(신의 현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현존은 새롭게 되기를
멈추지 않으며, 우리는 결코 그 지반에 다다를 수는 없다.”52) 그러기에 영성가와 예술가는
그들 스스로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중단 없이 가치(존재론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의미에서 예술가는 미학적 체험을 통해 구현한 ‘아름다
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과 이해력의 외관 뒤에 숨겨져 있는 신성
한 존재의 얼굴을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유혹자’인 것이다.

6. 맺음말 : 존재론적 미학 혹은 신학적 미학에 대한 전망
이상 우리는 라벨의 사상에 나타나는 미학적 담론과 예술에 관한 논의를 ‘존재론적인 미
학’과 ‘순수예술’이라는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즉 ‘존재론적 미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존재론적인 미학이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라벨의
가치론에서 무한하고 규정 불가능한 존재에 대한 체험은 다양한 가치의 감정으로 타나고 있
는데, 여기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 가치의 감정들 중에서 심미적 혹은 미학적 가치
란 정신 혹은 이성이 개입하기 이전의 직접적인 감성적 체험을 통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말
48) Les Puissances du moi, op. cit., p. 225.
49) Ibid., p. 209.
50) Ibid.
51) Les Puissances du moi, op. cit. p. 206.
52) Les Puissances du moi, op. cit.,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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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곧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이며, 예술은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체험’을 구체적
인 양식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다. 라벨에게 있어서 존재를 그 총체적인 지평에서 가치로
서 파악하는 것을 ‘영성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미학적인 가치’는 영성적인 가
치가 ‘심미적인 지평’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술은 이러한 미학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된 미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존재가 가진 아름다움에
대한 체험은 교감을 통한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기에 ‘반성되기 이전의 것’ 즉 ‘순수한 것’
이다. 예술이란 이러한 체험된 것을 외관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단순한 재현이 아닌.
‘실현’이며, 어떤 의미에서 대상이 가진 얼굴(본질)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필
연적으로 인간의 실존은 미학적인 체험(혹은 심미적인 체험)의 차원에서부터 ‘신적 현존에
대한 관계성’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존재를 단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곧 ‘신의 현존’53)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라벨의 ‘존
재론적인 미학’을 무리 없이 ‘신학적인 미학’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체험과 체험된 가치를 외관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라벨의 미학을 ‘존재론적인 미학’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이 존재의 의미를 스콜
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신학적인 미학’이 된다. 라벨은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또한 가장
순수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은 모든 명성(위엄, 위신, 마술, prestiges)을 없애 버리기 때
문이다. 예술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도록 하기 때문이다”54)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는 존재론적인 미학이 지향하는 핵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예술가는 자연이나 세계를
관조하면서 이전에 자신이 습득한 모든 관념들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세계가 자신에게 드러
내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통찰하는 사람이며, 우리는 이러한 예술가들의 통찰을 유비적으
로 ‘세계 속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신적 현존’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이를 작품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곧 심미적 지평
에서의 ‘절대적인 어떤 것’ 혹은 ‘신성한 어떤 것’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
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된 아름다움을 외관을
통해 구현하는 방법을 창조할 뿐이다. 라벨은 이를 ‘순수예술’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진리, 즉 존재자들의 이면에서 끊임없이 존재자들을 지탱하
는 ‘무한한 존재의 현존’ 즉 ‘신적 현존’을 증거 하는 표징인 것이다. 예술가는 고호가 말한
바 있듯이55)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세계의 이면에서 끊임없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무한
한 현존, 신적 현존을 증거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별 무리 없이 ‘신
학적 미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라벨의 사유를 예술에 대한 혹은 순수
예술에 대한 유일한 사유라거나 혹은 가장 참된 사유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아름다움에 대한 구현’이 거의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현대예술에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예술이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미학과 예술에 대한 가능한 하나의 사유, 특히 ‘聖

53) 가브리엘 마르셀은 그의 『존재의 신비』 2권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시작되는 존재에 대한 담론(존재의 초월
성에 대한 담론)은 곧 ‘신에 대한 담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말하자면 이 세계 속에 신이 존재하는 방식
은 ‘존재의 초월성’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전까지 이 초월의 요청은 베일에 가려진 채로만 발견
되었을 뿐이지만, 지금부터는 이 초월의 요청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에 대한 요청’ 이외 다른
것이 아님을 나는 믿는다.” Gabriel Marcel, Le Mystère de l'Être, II, Paris, Jean, Grou-Radenez, 1964,
p. 7.
54) L’erreur de Narcisse, La Table Ronde, Paris, 2003, p. 123.
55) “위대한 화가들, 진정한 대가들이 걸작에서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바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 안에 하
느님이 계신다.” Van Gogh Vincent, Lettre à son frère Théo, Paris, Grasset, 1973,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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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혹은 ‘聖미술’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종교예술에 대한 하나
의 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종교예술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 하나의 장르로 말해질 수 있다면 루이 라벨의 ‘존재론적인 미학’ 혹은 ‘신학적 미학’은
이러한 장르에 정초를 제공하는 요긴한 예술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존재론적인 미학 혹은 신학적 미학이 보다 학문적인 기초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직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이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나타날 것이
다. 첫째, 키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실존이 심미적,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실존으
로 도약한다고 한다면, 영성적인 가치의 고유한 지평은 종교적인 실존에서 이루어 질 것이
며, 이러한 영성적인 삶의 지평에서 가지게 되는 ‘미학적 체험’은 ‘심미적 실존의 차원’에서
가지는 것과 무엇이 같고 다른 것인가? 즉 심미적 실존이 체험하는 아름다움과 종교적인 실
존이 체험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 둘째,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고 있듯이56)
만일 인간의 영성적인 삶 역시도 고유한 영적인 매력이란 것을 지니고 있다면, 이러한 영성
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매력, 즉 ‘영성적인 아름다움’이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셋째, 체험된 영적인 아름다움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가? 이는 순수예술
의 예술창작 방식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종교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는 반드시 영성적인 삶을 통해 체험된 영적인 아름다움을 재현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영성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없이도 가능한 것인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다섯
째, 만일 신학적인 미학이 종교예술을 위한 하나의 정초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신
학적인 미학이 지향하는 종교란 특수한 기독교적 전통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라면, 종교일반
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 조건들은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들이 구체적인 장르를 혹은 범주의 ‘신학적 미학’과 종교예술을 정초하기 위
한 질문들이다. 물론 신학적 미학을 보다 학문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때 야기되는 질문들은
이외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한다는 것은 미학과 예술을 단순히 유비적인
차원에서 영성적인 삶과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술이 내포하고 있는 ‘영성적인 삶과
의 유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성적인 삶 혹은 종교적인 삶을 영위하는 이
들을 위한 고유한 ‘신학적인 미학의 기초’ 혹은 ‘종교예술을 위한 정초’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는 라벨의 ‘존재론적인 미학’과 ‘순수예술’에 대한 사유는 이러한 고유하고
구체적인 장르로서의 ‘신학적 미학’과 ‘종교예술’을 위한 지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
우 유의미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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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발표문

하이데거의 실존적 불안
박인정(경상대)

1.들어가는 말
사람만이 불안에 머물 수 있다. 사람만이 세계 형성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플라톤 이
래 학의 세계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탐구했기 때문에 ‘사람이 세계를 형성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플라톤이 이 사실을 망각한 까닭은 불변하는 세계를 꿈꾸었고, 그래서 우리가 살
고 있는 세계를 생성변화하기 때문에 참된 실재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플라톤에게
참된 실재는 생성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이었다. 플라톤이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발견하
는 순간, 우리가 살고 있으며 마주하고 있는 구체적 세계는 꿈의 세계가 되고, 가상의 세계
가 되었다. 또한 우리가 살며 세계를 생성하는 구체적인 힘인 로고스는 ‘이성’이 되었다. 이
성은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독
사(doxa)가 되었다. 플라톤이 만든 이런 도구는 근대를 거치며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세계에 대한 탐구는 형이상학의 울타리를 떠나 과학이란 이름이 되었고, 세계에 관한 앎은
인식론이 되었다.
후설은 플라톤 이래 망각되고, 근대에서 과학의 이름으로 설명된 삶의 세계를 ‘생활세계’
란 이름으로 복권시켰으며, 독사(doxa)를 진정한 앎의 원형으로 되돌렸다. 독사를 앎의 원
형으로 보는 까닭에 더 이상 보편적 실재를 과학으로 바라보는 ‘학의 이념’에 동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유럽 문화의 위기를 학의 위기에서 찾는다. 세계가 보편적 실재로 파
악되는 한, 사람의 앎은 객관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생활세계와 생활세계에 관한 이해인
독사(doxa)를 중심에 놓는 순간 ‘객관성’은 신기루가 된다. 그러나 후설의 시도는 보기에 따
라서는 여전히 학의 객관성에 집착한다는 인상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후
설 또한 생활세계의 구체성과 그 구체성을 드러내는 앎의 원 근거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
을 것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의 판단중지, 즉 세계에 관
한 이론적 태도를 그치는 순간 ‘사태자체’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만은 현상학의 엄청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은 이런 점에서 현상학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하이데거가 반복적
으로 말하는 ‘사람만이 세계 속에 존재 한다’는 명제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이 존재와
시간 속에 ‘세계-내-존재’로 나타났다. 세계-내-존재는 세계가 인간 현존재의 공속 관계
속에서만 오롯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세계가 환경세계이며, 배려함 속에서
드러난 세계로서 우리 삶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 세계는 더 이상 플라톤의 틀 속에, 그 틀
의 근대적 변형인 과학의 틀 속에 있는 ‘객관적’ 세계일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세계는,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그때그때마다의 현존재의 배려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세계가
객관적 세계가 아닌 한, 사람의 앎도 더 이상 객관적 세계를 파악하는 ‘이성’일 수가 없다.
세계를 객관적 세계로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는 것을 인식으로, 참된 인식을 진리로 말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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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후설 이후 삶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여주는 것이,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망
각’이나 ‘고향상실’의 회복을 위한 관건이라 믿는다. 그런 까닭에 인간 현존재가 그때그때
마다 나의 것으로 파악하는 세계가 어떻게 현성(現成)하는가를 밝히는 일은 중요한 문제이
다. 그 중요성은 이 현성하는 장소가 ‘이성’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해명
하는데서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를 각자성 속에 나타나게 하는
‘실존적 불안’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고찰을 위해 먼저 인간과 세계에 대해 보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통철학의 관점을 하이데거의 입장을 따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세계를 각자성 속에 나타나게 하는 ‘실존적 불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객관적 세계에 대한 전통철학의 비판적 고찰
전통철학에서 세계는 이론적 세계(객관적 세계)이다. 이론적 세계는 인간과 분리 된 세계
이다. 따라서 이론적 세계는 인간 이성의 ‘봄(인식함)’을 통해 관계할 수 있다. 이론적 세계
는 이성의 봄 속에 나타나는 세계이다.
가. 플라톤의 이데아세계
플라톤에게 참된 진리는 ‘영원불변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런 진리에 근거해서 세계를
영원불변하는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이데아세계를 만든 이유이다. 플라톤에
게 이데아는 “가장 존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것의 빛 속에서” 개별 존재자가
비로소 처음으로 존재자로서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자 바로 그것이 그것이 무엇인바 그것으
로 되는 존재를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57) 이데아는 개별 존재자들이 무엇으로 존재하
는지 혹은 개별존재자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본질’ 혹은 ‘존재’이다. 이
이데아가 없다면 존재자들은 자신들을 있는 것으로 드러낼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이데아는
다양하게 영원불변하는 존재로 실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플라톤에게 이데아세계는 ‘실재세
계’이다. 여기에 인간이 몸담고 있는 현상세계는 이데아가 모방 혹은 분유된 ‘가상세계’일
뿐이다. 플라톤에게 세계는 생성변화하는 현상세계가 아니라 영원불변하는 이데아세계가 된
다.
플라톤의 이런 이데아세계는 ‘객관적인 세계’이다. 이데아세계는 “인간을 포함한 그 어떤
인식 주체가 그를 인식하지 않아도 존재”58)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이런 이데아세계가 객관
적인 세계일지라도 이데아세계가 인간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확보해야한
다. 그리고 이런 객관성의 확보는 세계를 공통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인간의 ‘능력’ 혹은
‘본질’에 기인한다. 플라톤에게 그 능력은 바로 ‘영혼’이다. 영혼 가운데서도 ‘이성의 능력’이
이데아세계를 객관적 세계로 만든다. 이성의 영혼은 “비-감각적인 것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다.”59) 이런 이성의 영혼은 “오직 봄 속에서 그리고 봄을 위해 존재”60)하는 이
57) 마르틴 하이데거,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테아이테토스, 이기상 옮김, 까치, 서울,
2004, 108쪽.
58) 남경희,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 아카넷, 서울, 2006, 260쪽.
59) 마르틴 하이데거,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테아이테토스, 이기상 옮김, 95쪽.
60) 신상희, 동굴의 비유 속에 결박된 철학자, 플라톤, 철학연구, 제 84집, 철학연구회, 2009, 70~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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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아를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물론 플라톤에게 인간이 가진 영혼은 이성능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에게 영혼은 ‘이성영혼’, ‘용감한 영혼’, ‘충동적 영혼’이 이미 선험적으로 인
간 속에 들어있다. 그러나 이런 영혼들을 인간이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이 이데아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혼은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기능’이다.
인간은 자신이 이미 그런 영혼의 능력들을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을 개발해서
이성의 영혼을 가질 때, 이성의 영혼을 본질로 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성의 영
혼을 가지고 이데아세계를 공통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써 이데아세계는 비로소 객관
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성의 ‘봄(인식함)’ 속에서만 나타나는 이데아세계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세계가 아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세계는 인간이 세계를 형성하는 존재가 될 때 가능하
다. 이런 측면에서 플라톤의 이데아세계는 이미 완성된 세계이다. 이데아세계는 영원불변하
며 완전한 이데아들로 꽉 찬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세계는 구체적으로 직접 관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의 능력, 즉 ‘봄(인식함)’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세계 일 뿐이다. 따
라서 플라톤은 이성이 ‘본다’라는 그 의미가 감각적으로 본다라는 의미와 구분되어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한다. “플라톤은 언제나 비-감각적인 봄의 본질규정을 감각적인 봄의 특징에
맞추어”61) 행함으로써 이성능력으로서의 ‘봄’이 감각적인 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
리고 이데아세계는 이렇게 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관념적 실재성이기 때문에 플라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현상세계는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현상세
계는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배제되기도 하지만, 이성의 능력을 통해 볼 수 있는 세계만을 원
하는 플라톤에게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세계는 필요 없게 된다. 이제 플라톤은
현상세계를 가상으로 배제하고 이성의 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데아세계를 실재세계로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세계와 관계할 수 있는 길은 은폐되어 버렸다.
플라톤의 이런 객관적인 세계는 ‘현존재만이 세계를 형성한다’는 말과 아무런 의미가 없
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조차 없다. 현상세계를 완전히 거부하고 새로운 이데아세계를 만들었
다는 것은 구체적 삶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
것은 인간에게 삶의 장으로서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객관적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능력을 인간의 본질로 간주함으로써 인간이 삶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온전히 해명할 수 없다. 이런 플라톤의 인간과 세계의 이해 속에는 인간
과 세계의 공속적 관계가 은폐되어 있다. 즉 플라톤이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이성의 ‘봄(인
식함)’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원적으로 세계 해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인간과 세계
를 분리하는 이원론을 암묵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론을 암묵적으로 숨기는 것은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가 불가능하다.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는 인간과 공속 관계 속에 나타
나기 때문이다.
이후 플라톤의 객관적 세계에 대한 이런 이해는 인식론이라는 근대철학을 맞이하면서 새
로운 객관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근대철학은 마음의 철학이라는 새로운 문을
열었지만, 세계를 객관세계로 세우고 그런 세계를 이성의 ‘봄(인식함)’으로 관계 지우고자
하는 플라톤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나. 데카르트의 세계

61) 마르틴 하이데거,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테아이테토스, 이기상 옮김,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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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형이상학적 물음이 아니라 인식론적 물음을 통해 객관세계를 확보하고자 한
다. 이제 데카르트에게 ‘세계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물어진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인간의 인식을 통해 알 수 없는 형이
상학적 이데아세계는 간단하게 배제해 버린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감각에 근거
해야 하는데 이데아세계는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이성의 봄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성의 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데아세계는 플라톤이 실재하는 세계라
고 했지만, 그런 이데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데카르트에게
남은 세계는 인간 마음 안에 들어온 ‘현상세계’ 뿐이다.
데카르트가 인식비판을 통해 인식론적 틀 속에 남긴 현상세계는 ‘물체적 세계’이다. 물체
적 세계는 내적 경험의 세계이다. 데카르트는 이런 물체적 세계를 ‘실체’라고 말한다. 실체
는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존재자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이다.”62) 물체적 세계가 실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데카트는 이 문제를 “실체들은 그것들의 “속성”에 있어 접근이 가능하며, 개개의 실체는 하
나의 탁월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고유성에서 한 특정한 실체의 실체성의 본질을 읽
어낼 수 있다고”63) 말한다. 즉 데카르트는 물체적 세계를 그 자체로서 파악할 수 없지만 그
실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데카르트에게 연장(길
이, 폭, 깊이)은 물질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고유한 속성이다. 데카르트에게 세계는 연
장을 본질로 하는 ‘물체적 세계’이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물체적 세계는 하나의 이론적 세계(객관 세계)일 뿐이다. 물체적 세계
는 실체이기 때문에 인간과 무관한 세계가 된다. 물체적 세계를 코기토의 대상으로 세울 수
있는 것 또한 인간과 무관한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데카르트는 “세계 내부에 존재
하는 존재자를 해명하는 것으로 세계를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계 내에 존재하는 사
물의 사물성을 해명하면 세계의 본질이 밝혀지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주
하는 삶의 장은 그러한 사물에 가치를 부가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생각했다.”64) 데카르트가
세계를 해명하는데 있어 ‘물체’를 기본 개념으로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데카르
트는 인간과 마주 선 세계를 물체로 구성된 실체로 해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물체적 세계를 말하는 데카르트에게 인간본질 또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물체적
세계의 본질은 연장이다. 이것은 세계는 연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연장
을 통해 세계를 파악한다면, 그런 연장은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속적 머무름을 만
족시키는”65) 본질이다. 지속적 머무름 속에 있는 연장은 ‘이성’만이 파악할 수 있다. 이성은
영원불변하는 존재를 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66) 즉 데카르트가 물체적 세계를 연장
62)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서울, 1997, 131쪽.
63) Ibid, p.129.
64) 이성환, ｢근대의 상징으로서의 <자기의식>과 그 비판｣, 철학연구, 제 54집, 대한철학회, 1995, 125쪽.
65)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131쪽.
66) 플라톤처럼 데카르트 또한 인간본질은 이성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이성을 본질로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을 본질로 하는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이 이성을
본질로 하는 존재로 간주한다면 백치 혹은 바보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관념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본질로서의 이성은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이성의 능력을
개발해서 관념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비로소 이성을 본질로 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플라
톤과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에게도 인간 이성은 이미 인간 속에 있는 것이지만 개발하지 않으면 인간본질일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이성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 보는 세계가 ‘관념세계’이다. 그리고 이런 관념세계가 바로 ‘이
론적 세계(객관세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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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속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 세계가 ‘이성’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데카르트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유일한 통로로
서 인식작용에 의존하게 되면서 결국 이들의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을 제거해 버리
고”67) 있다. 따라서 인간과 무관한 이론적 세계를 말하는 데카르트에게 인간본질은 오직 이
성이 될 수밖에 없다. 데카르트가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말하는데 있어 “사유
(intellectio)에 대비하여 감각(sensatio)을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데카르트의 물체
적 세계는 오직 이성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감각은 중요하지 않다. 그
러나 “후설은 데카르트가 객관주의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자신이 발견한 cogito에 대
해 그릇된 해석을 하게 되었다”68)고 말한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데카르트가 인간본질로 이
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자신 인간본질에 대한 “보편성의 성격을 논의하지 않은
채 놔두었기”69) 때문이라고 말한다.
데카르트의 물체적 세계로서의 현상세계는 “이전 철학이 세계와 구분 짓는 결과를 가져왔
으며, 이 세계의 확보는 가히 혁명적이다.”70) 그러나 이런 세계가 발견된 것이 혁명적인데
반해, 삶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은 완전히 은폐되어 버렸다. 데카르트는 물체적 세
계를 자아 안의 현상세계로 가두어버렸기 때문이다. 세계를 자아 안의 현상세계로 세웠다는
것은 삶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를 마
련하기 위해서는 현상 세계로는 불가능하다. 현상세계는 인간이 구체적인 삶의 세계가 아니
기 때문이다. 다만 이성 속에 나타나는 이론 세계 일 뿐이다. 데카르트의 이런 현상세계는
적어도 현상세계의 발견 이전 “플라톤에서는 초월이란 현상이 근원적으로 파악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해도 전적으로 은폐되지는 않았다.”71) 플라톤이 인간과 무관한 이데아세계를 주장
했지만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세계였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현상세계는 코기토 안
에 가둬버려 인간이 구체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다. 하이데거는 이런 데카
르트의 현상세계를 삶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가장 극단적 형태라고 말한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인간본질에 대한 해명을 새롭게 모색한 듯 보이지만 플
라톤이 말하는 인간본질을 그대로 전승하고 있다. 데카르트는 이성이라는 인간본질을 통해
현상세계를 객관적인 세계로 확보했지만, 세계를 코기토 안에 가둠으로써 인간이 관계할 수
있는 구체적 세계를 은폐해 버렸으며, 그런 세계와 관계할 수 있는 인간본질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데카르트 또한 인간과 세계의 공속적
관계를 간과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귀결이다.

3.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와 불안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세계(형이상학적 세계), 데카르트가 말하는 물체적 세계(인식론적
세계)는 이론적인 세계 일 뿐이다. 이론적 세계를 확보하고자 했던 전통철학은 삶의 장으로
67) 이서규, ｢하이데거와 주관성 철학: 하이데거의 데카르트 비판을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 연구, 제 13집, 한
국하이데거학회, 2006, 178쪽.
68) 이성환, ｢후설의 ‘자아’ 개념의 선험적 성격｣, 철학논총, 제 28집, 새한철학회, 2002, 429쪽.
69)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133쪽.
70) 이성환, ｢근대의 상징으로서 <자기의식> 과 그 비판｣, 122쪽.
71) 박찬국, ｢하이데거의 플라톤 해석｣, 철학사상, 제 26집, 대동철학회, 2003,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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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세계를 마련하지 못했다. 하이데거는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를 마련하는 것은 인간본질
에 대한 새로운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이데거에게 이런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를 형성하는 인간본질은 ‘불안’이다.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는 이성이 아니라 ‘불안’ 속에
나타난다.
가. 유의미성의 세계
하이데거는 후설이 판단중지 했던 것처럼 이론적 세계를 배제하고 난 뒤의 남은 세계에서
출발 한다. 하이데거에게 이론적 세계를 배제하고 남은 “일상적인 현존재의 가장 가까운 세
계는 주위세계”72)이다. 주위세계(환경세계)는 도구로 둘러쌓인 세계이다. 현존재는 이미 이
론적 세계와 관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도구로 둘러 쌓인 세계와 관계하는 존재이다. 도구
는 세계내부존재자들이다. 지금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책, 연필, 커피잔, 컴퓨터, 휴대폰과
같은 도구로 둘러쌓여 있다. 이런 존재자들을 도구라고 부르는 것은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
다. 사물은 사물성 혹은 실재성으로 파악되는 존재자이지만, 도구는 무엇을 하기 위한 ‘사용
함Um-zu’으로 규정되는 존재자이다. 즉 현존재는 세계와 관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사
물이라는 존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도구’라는 존재자를 만난다.
이런 도구는 독립적인 개별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도구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은 없
으며 “그때마다 각기 언제나, 그 안에서 도구가 그것이 무엇인 바로 이 도구일 수 있는 일
종의 도구 전체가 속한다.”73) 즉 도구가 하나의 사용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도구에 독립적
으로 그런 사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구 전체’아래 하나의 개별도구로 자신의
사용함을 부여받을 수 있다. 도구전체는 개별도구가 도구로써 드러날 수 있도록 “개별도구
에 앞서 이미 그때마다 발견되어 있다.”74) “예를 들어 책, 책상, 컴퓨터, 종이, 책꽃이와 같
은 개별 도구들은 자신을 도구로써 드러내고 그것의 총합으로써 ‘연구실’이라는 도구전체성
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개별도구들이 도구로써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실’
이라는 ‘도구전체성’이 개별 도구에 앞서 이미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도구는 도구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즉 도구는 스스로 자신의 사용함을 드러낼 수 없다. 도구는
도구전체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을 사용함의 도구로써 드러낼 수 없다. 엄밀
하게 말해서 세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도구는 도구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
다.”75)
도구가 도구전체성 아래에서 부여받는 사용함은 도구전체성이 가지고 있는 ‘사용사태전체
성Bewandtnisgunzheit’아래 부여받은 사용함이다. 사용사태전체성은 개별 도구의 사용함을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런 사용사태전체성은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
할 수 있는 존재자를 필요로 한다, 그 존재자가 바로 ‘현존재Dasein’이다. 즉 현존재는 자신
의 존재가능을 위해 도구존재자들에게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
가 자신의 존재가능성에 따라 환경세계를 배시적으로 배려하는 관심으로 도구의 도구적 존
재성을 전체적인 연결 속에서 확보하는 활동을 의미부여작용be-deuten으로 파악한다. 의미
72)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97쪽.
73) Ibid, p.100~101.
74) Ibid, p.101.
75) 박인정, ｢데카르트 존재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존재의미｣, 대동철학, 재78집, 대동
철학회, 2017,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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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작용에 의해 도구의 모든 관련이 형성되고 전체성이 형성된다”76) 그리고 이런 관련전
체가 바로 ‘유의미성Bedeutsamkeit’이다. 유의미성은 현존재가 자기의 존재가능을 위해 세
계내부존재자들인 도구들을 그 전체성에서 사용함의 의미로 연결하는 세계의 세계성을 가능
하게 하는 내적구조이다. 즉 하이데거가가 말하는 세계는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가능을 위해
세계내부존재자인 도구들에 의미부여한 유의미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의미세계’이다.
의미세계는 현존재의 존재가능을 위해 형성된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이다. 삶의 장으로서
의 세계는 현존재와 분리된 세계가 아니다.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는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
가능을 위한 삶의 토대 혹은 기반이다. 이런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에서 현존재는 자신의 존
재를 규정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현존재의 자기존재규정이 세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
다. 현존재만이 세계 안에 존재하며, 현존재만이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현존재가
자기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해야하는 존재이기
때이다. 현존재는 자기존재가능을 위해 세계를 형성해 가야 하는 존재이고, 세계 또한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현존재와 세계의 관계
를 “서로 반대되는 것의 함께 속해 있음”77)의 ’공속 관계’라고 말한다. 현존재와 세계는 공
속 관계 속에 있을 때 현존재는 세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형성된 세계 속에 현존재 또한
자기존재를 규정하면서 존재 할 수 있다. 전통철학은 현존재와 세계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항상 공속적 관계에 있다는 것, 그것도 근원적으로 ‘서로 속해있다’는 사실을”78) 간과했기
때문에 세계를 이데아세계 혹은 물체적 세계라는 이론적 세계만 말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성에 제한된 인간본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나. 실존과 불안
“세계는 현존재가 존재하는 바로 거기Da에 존재하고 현존재는 세계가 존재하는 바로 거
기에 존재한다. 이런 까닭에 현존재는 세계-내-존재가 된다.”79) 세계-내-존재는 세계가 현
존재와 분리 분리될 수 없는 공속 관계 속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존재와 세계의 공속관계 속에 나타나는 현존재의 전체적 모습이 바로 ‘실존’이다. 실
존은 “존재하면서 존재자 그 자체에 대해서 행동관계를 맺음. 그것도 이러한 행동관계가 현
존재의 ‘존재론적으로-있음’을 함께 이루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관계를 맺음. 현존재의 그와
같은 존재를”80) 말한다. 즉 실존은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가능을 위해 세계를 형성하는 공속
관계에서 나타나는 존재가능을 규정하는 전체 모습이다. 이런 실존의 모습이 현존재의 본질
을 구성하게 된다.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현존재가 자기존재가능을 위해 세계를 형성하는 그것이 바로 실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
76) 이성환, ｢근대의 상징으로서 <자기의식>과 그 비판｣, 133쪽.
77)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 입문, 박휘근 옮김, 문예출판사, 서울, 1994, 226쪽. 하이데거는 현존재와 세계
가 원래 함께 속에 있다는 근거를 밝혀내기 위해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를 일반적 해명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명한다. 하이데거는 이 해명을 통해 ‘로고스’라는 개념이 우리가 통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오성’, ‘이
성’, ‘생각’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모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다. 하이데거는 로고스의 원
래적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현존재와 세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원래부터 서로 다른 것이 함
께 속해 있는 관계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현존재와 세계의 서로 함께 있음이 바로 공속 관계를 말한다.
78) 배상식, ｢하이데거의 근거 개념에 대한 고찰｣, 대동철학, 제 23집, 대동철학회, 2003, 10쪽.
79) 이성환, ｢근대의 상징으로서 <자기의식>과 그 비판｣, 134쪽.
80)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세계·유한성·고독, 이기상·강태성 옮김, 까치, 서울,

2001, 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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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속에 나타나는 세계는 항상 ‘나의 세계’이다. 나의 세계는 현존재가 자기존재가능을 위해
의미부여하면서 만든 세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존하는 세계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세
계 일 수 없다. 실존하는 세계는 항상 자기존재가능을 위해 각자가 만들어 가야하는 세계이
기 때문이다. 실존하는 세계는 현존재 각자가 만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생성변화하는 삶
의 장으로서의 세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장으로서의 나의 세계는 어떻게 파악
할 수 있는가? 생성변화하는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니다. 이성은 이론적 세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이다. 이성은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영원불변하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
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는 ‘불안Angst’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
다. 불안 속에서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가능을 위해 생성변화하는 삶의 장으로서의 나의 세
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제 세계는 이성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 나타난다.
그런데 전통철학은 불안을 어떻게 이해해왔는가? 전통철학에서 불안은 일종의 육체에 나
타나는 부수적 현상의 감정이다.81) 그러나 불안을 육체에나 타나는 감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여전히 현존재를 “이성적인 생명체로 파악하는 그런 견해 아래에서 관철되고 있다는”82) 것
을 의미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불안을 단순히 감정으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이해를 없애기
위해 ‘기분잡혀 있음Befindlichkeit’, ‘기분Stimmung’이라고 부른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
간에서 “모든 기분에 대한 심리학- 이 심리학은 더구나 아직도 전혀 연구되지 않은 미개
척분야이다-에 앞서 이러한 현상을 기초적인 실존범주로서 보고 그 구조를 윤곽 짓는 것이
중요하다.”83)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존재의 실존범
주이다. 기분은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가능을 위해 세계를 형성하는 “실존전체가 모습을 드
러내는 장소이다.”84) 즉 실존은 이런 기분 속에서 가장 먼저 자신이 형성한 세계를 드러낸
다.
현존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분의 이러한 근본발생에 관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너무나 빈약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기분의 이러한 근본발생을 일종의 감정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내 오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결코 그것을 과장된 반성을 통해서 머리에
서 쥐어짜내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단지 현존재 자체를 통해서만
그리고 단지 우리가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추겨 내오는데 까지만
이러한 근본 발생에 관해서 경험할 것이다.85)
기분은 감정이 아니라 “현존재가 현존재로서 존재하는 근본방식”86)이다. 현존재는 기분
81) 전통철학에서 불안과 같은 감정은 육체에 부수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통철학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로 나누고 영혼이 우수하며 육체는 그런 영혼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육체에 나타나는 감정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영혼은 이러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억제할 수 있을 때이다. 그
리고 심리학에서는 이런 불안과 같은 감정을 사유함, 의욕함, 느낌으로 구분하고 감정에 속하는 느낌을 삼류
체험정도로 간주한다. 따라서 전통철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불안과 같은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정적인 것
으로 간주하고 있다.
82)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세계·유한성·고독, 이기상·강태성 옮김, 115쪽.
83)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186~187쪽.
84) 이남인, ｢후설의 기분의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 12집, 한국현상학회, 1999, 259쪽.
85)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세계·유한성·고독, 이기상·강태성 옮김,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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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자기존재가능을 위해 형성한 세계를 드러낸다. 즉 현존재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의 존재하고 있음을 기분으로 드러낸다. 이것은 현존재가 기분 속에서 세계(존재자)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분은 “모든 인식과 의욕 ‘이전에’ 그
리고 인식과 의욕의 개시범위를 훨씬 ‘넘어서’”87), “이성적인 활동 이전에 현존재가 이미
근원적으로 존재자와 관계맺음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지칭한다.”88) 기분 속에서 세계는
현존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기분 속에 나타나는 세계는
현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현존재와 함께 형성되는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기
분은 “어떤 ‘내부에’ 있다가 그저 눈빛 속에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까닭에
기분 또한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지도 않다.”89) 이런 기분은 현존재의 존재에 속해 있는 것
이다. 현존재는 이런 기분으로 “누군가 사정이 이러저러하다고 하는 식의 현존재의 근본방
식들이며, 현존재가 이러 저러하게 개방된다고 하는 식의 현존재의 존재방식들이다.” 여기
에 불안은 현존재가 세계와 관계 맺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방식이다.
불안 속에서 현존재는 자기존재가능을 위해 형성해 가는 세계를 만나며 동시에 그렇게 만
난 세계를 형성해 가야하는 존재가능의 자기존재 또한 만난다. 이것은 바로 내던져진 현사
실성 속에 있는 현존재를 만나는 것이다. 내던져진 현사실성은 자기존재를 항상 세계와 관
계 속에서 규정지어야하는 실존적 존재라는 것이다. 불안이 “현존재 안에서 가장 고유한 존
재가능으로 향한 존재를 드러내주는”90)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존재는 내던져진 현사실성의
불안 속에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리고 직접 세계로서의 세계를 열어밝힌다. 예를 들
면, 우선 숙고를 통해서 세계내부적인 존재자들을 배제하고 나서 순전히 세계만을 생각하
고, 그런 다음 세계에 대한 불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처해있음의 양태로서 비
로소 처음으로 세계로서의 세계를 열어밝히는 것이다.”91) 그리고 이런 불안 속에서 자기존
재가능을 위해 만들어가는 세계가 바로 각자성의 세계이다. 현존재에게 세계는 오직 불안
속에 나타나며 그 세계가 바로 현존재의 존재가능을 위해 형성된 생성변화하는 삶의 장으로
서의 세계이다. 전통철학에서 마련하지 못한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는 이런 ‘불안’ 속에서만
나타난다.

4. 나가는 말
인간이 자유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능을 위해 세계를 만들어갈 때 가능하다.
자신의 존재가능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는 나의 세계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세계로 만들
어진 세계가 바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세계는
자신의 존재가능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여야 한다. 그런데 전통철
학은 이런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를 마련하지 못했다. 전통철학은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를
86)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세계·유한성·고독, 이기상·강태성 옮김, 118쪽.
87) 박유정, ｢하이데거 초기 사유에서 기분(Stimmung)의 의미｣, 현대유럽철학연구회, 제 17집, 한국하이데거
학회, 2008, 101쪽.
88) 하 피터,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무” 개념｣, 철학연구, 제 46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2, 214쪽.
89)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세계·유한성·고독, 이기상·강태성 옮김, 117쪽.
90)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256쪽.
91) Ibid,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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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한 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세계만을 강조해왔다. 이렇게 되다보니 인간은 스스로 세계
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소외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런 소외된 삶을 극
복한다는 것은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이데거는 이런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를 ‘불안’ 속에서 회복하고자 한다. 불안 속에 나타
나는 세계는 인간의 존재가능을 위해 만들어진 생성변화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즉 현존재
는 불안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능을 알고 세계를 형성해 가야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불안은 현존재가 일상성에 몰입해 잊고 있던 자신의 존재가능을 위한 세계를 형성하면서 존
재해야하는 현존재의 존재의미를 열어 밝혀준다. 따라서 현존재에게 불안은 단순한 감정 혹
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느낌이 아니라,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를 열어 밝히는 현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에게 불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는 이유이
다. 즉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가능을 위해 생성변화하는 삶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기분에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자유존재의 가능성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이다. 그런데 불안은 그 은폐되어 있는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 즉 ‘자유존재’라는 것을 밝혀
보여 준다. 인간본질로서의 불안은 현대 기술 시대에 자신의 존재 의미를 망각한 채 살아가
는 현대인들에게 기술에 매몰되어 도구로 전락한 인간이 아니라 불안을 통해 자신이 존재가
능의 자유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줌으로써 자기의 고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다. 이것은 이성을 본질로 하는 인간에서 벗어나 불안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바로 ‘자유존
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불안 속에서 현존재는 자기존재가능을 위해 세계를 형성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현존재는 이성이 아니라 ‘불안’으로 존재할 때,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능의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런 자신의 존재가능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
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존재에게 불안이라는 것은 이성에 견주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존재의 자유존재라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방식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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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논평문

「하이데거의 실존적 불안」에 대한 논평

배 상 식(대구교대)
Ⅰ.
본 논문은 플라톤 이래로 보편적 세계를 추구해 왔던 전통적 세계관은 우리 인간의 삶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 드러나는 세
계, 나아가 이러한 세계를 각자성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실존적 불안’에 대해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논평자가 보기에, 이 논문에서 박인정 선생님(이하에서는 ‘필자’로
약칭)은 이성에 근거한 전통적인 세계관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하이데거의 세계관을 가
능한 쉽게 보여주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즉, 논문의 주제는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나 그것
을 필자 나름의 해석으로 가능한 쉽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필자의 논문을 간략히 정리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본 논문에
서 주장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보고자 한다.
Ⅱ.
먼저, 필자는 1장에서 이성중심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후설의 생활세계나 하이
데거의 환경세계가 갖는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전통철학에서 갖는 인
간과 세계에 대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와 데카르트의 관념
세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개진하고 있다. 이어서 3장에서는 하이데거에 있어서 세계와 불안
개념을 소개하면서 우선적으로 현존재와 세계가 공속 관계에 있음을, 그리고 불안이 현존재
를 드러내는 실존양상임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4장에서는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를 드러
내는 것이 실존적 불안임을, 말하자면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가능을 위해 생성 변화하는 삶
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불안이라는 근본기분임을 밝히면서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Ⅲ.
본 논문에서 필자는 논의주제를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논평자가 논문
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용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
는 부분이 있어서 논평자의 무지를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한다.
1. 필자의 논문은 논제에서 드러나듯이, 하이데거의 ‘실존적 불안’개념이 논의의 핵심을 이
루어야 할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불안’은 인간 현존재와 직접 연관된
개념이다. 그는 존재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자)인 우리 인간을 ‘현존재’로 지칭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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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존재의 실존양상으로 불
안, 권태, 공포 등을 제시한다.
그런데 필자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세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던 전통철학, 예컨대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나 데카르트의 관념세계를 비판하면서, 이러한 세계는 인간의 삶을 제
대로 반영하거나 드러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에 대비되는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세계, 구체적인 삶의 장으로서의 세계, 불안 속에서 나타나는 세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존재와 세계의 공속적인 관계도 설명한다. 문제는 논의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이러한 ‘세계’
개념에 모아져 있다 보니, 필자가 의도하는 ‘실존적 불안’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한 느낌
이 든다는 점이다.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논문 전체의 구성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개념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존
적 불안>이라는 핵심주제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필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세계-내-존재는 세계가 인간 현존
재의 공속 관계 속에서만 오롯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세계가 환경세계이며,
배려함 속에서 드러난 세계로서 우리 삶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 세계는 더 이상 플라톤의
틀 속에, 그 틀의 근대적 변형인 과학의 틀 속에 있는 ‘객관적’세계일 수가 없다”라고 분명
히 밝히고 있는데, 앞서 전통철학에서의 이데아 세계나 이념세계와 구분되는 하이데거의 세
계를 설명하려면, ‘환경세계’나 ‘세계-내-존재’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보충되어야 할 것 같
은데,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또한 논문에서 필자는 전통철학에서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세계를 추구하였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관념 속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세계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데아 세계가 객관적인 세계인
가?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3. 필자는 각주 2)에서 플라톤의 영혼에 대해 설명하면서, 식물, 동물, 인간의 영혼이 각기
다름을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영혼에 대한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 <데 아니마>에
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다. 혹시 논평자가 잘못 생각한 것이라면, 이 부분
이 플라톤의 대화편 중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그 출처를 밝혀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4. 필자는 논문 몇 군데에서 개념적으로 어색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3장 <가. 현
존재와 세계의 공속적 관계> 첫 단락에서 “따라서 하이데거의 세계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
른 존재자와의 관계를 통해 그때그때 자신의 존재를 규정해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표현과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말해서 불안은 세계 그 자체, 즉 현존재를 포함하는 존재자 그 자체
혹은 그 전체로서 세계를 열어 밝히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방식의 기분이다.”라는 표현이 있
는데, 논평자가 보기에는, 하이데거의 ‘세계’가 자신의 존재를 규정해야 하는 존재라는 표현
과 불안이 존재자 전체의 개시방식이라는 표현은 아주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필
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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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발표문

四書와 칸트에서 도덕성의 근거에 관한 고찰
박 종 식(부산대학교)
1. 서론
2. 칸트의 자유와 도덕법칙
3. 論語에서 性과 도덕성
4. 孟子에서 四德과 도덕성
5. 大學 中庸에서 性과 도덕성
6. 四書와 칸트에서 도덕성의 유사성
7. 결론

1. 서론
論語에서 공자는 仁과 義에 근거한 도덕성을 강조한다.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도 仁義
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대학｣ 중용 맹자에서도 인의에 근거
하지 않은 채 이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도덕은 성립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 맹
자가 양혜왕을 만났을 때, “선생께서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내 나라를 찾아주시니 장차 내
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답하길, 왕께서는 하필 이익(利)를 말하십니까? 오
직 인의(仁義)만이 있을 뿐입니다.”92)라는 대화에서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칸트는 오직 양
심에 근거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한다.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나 행복론은
도덕과는 무관하다. 실천이성에 바탕을 둔 도덕법칙에 대한 의무에서 유래한 행위만이 도덕
적 행위이다. 행위의 근거가 실천이성의 도덕법칙에 있지 않다면 그런 행위는 결코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칸트의 도덕적 행위 근거는 선천적인 내재적 양심에 있다.
도덕법칙의 근거를 초월적인 존재에 두고 있는 여타의 도덕성과는 구별된다. 사서에서도
도덕성의 근거를 선천적인 내재적 본성에 두고 있다. 孟子는 惻隱之心 羞惡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의 단서를 통해서 仁義禮智 四德을 발견한다. 이러한 仁義禮智는 인간에게 선천적
으로 주어진 본성이며, 이러한 본성은 굳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良知)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良能)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용에서는
天命之謂性이라고 한다. 즉 인간의 본성(性)은 天命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이 천명은 오직
인간의 性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인간의 本性을 떠나서 천명이 따로 있지 않으며 천명은
인간의 본성과 유리된 초월적인 법칙이 아니다. 이처럼 자신의 본성과 양심에 따르는 것이
곧 天命을 따르는 것이 된다. 칸트적 해석에 따르면 天命은 객관적인 자연법칙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이상적으로 外化시킨 이념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칸트와 四書의 도덕성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양심, 즉 仁義禮智 또는 도덕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논

92) 孟子, ｢梁惠王上｣,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 不遠千里而來 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
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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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인간의 자유와 보편성, 자율성에 근거한 칸트와 四書의 유사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칸트의 자유와 도덕법칙
칸트는 인간의 인식 영역과 도덕 영역을 구분하는데, 이러한 칸트 이원론의 핵심은 사물
자체(Ding an sich)와 현상(Erscheinung)의 구분이다. 사물 자체 개념은 인간 인식의 한계
를 밝히기 위한 개념으로서, 인간 인식의 한계 안쪽이 현상 영역이고 인식의 한계 너머가
사물 자체 영역이다. 칸트는 인간 인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어떤 그 무엇, 즉
선험적 대상 X가 감성에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우리의 직관 형식인 공간, 시간
에 주어진 대상을 감성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종합한다. 그리고 난 후 오성의 범주들을 통해
서 일차적으로 수용된 대상을 자발적으로 종합하고 구성한다. 있는 그대로의 사물 자체나
대상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선천적인 인식 형식을 통해서 대상이 비로소 구
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영역이 현상 영역이며 우리의 인식 영역이다. 오성의 범주는
경험적으로만 사용된다. 즉 대상이 우리의 감성에 주어진 때에만 범주를 적용할 수 있다.
범주의 선험적 사용, 즉 대상이 감성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범주를 사용하는 것은 선험적
가상이라는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선험적 가상은 인식의 한계 너머로까지 범주를 월권
적으로 적용할 때 생긴다. 범주의 선험적 사용으로 사물 자체의 영역이 생긴다.
칸트는 자연 인과성이 지배하는 현상 영역과 자연 인과성을 넘어선 사물자체 영역(가상
계)을 구별한다. 칸트는 인식 대상이 아닌 사물자체 개념을 거부한다. 그러나 도덕을 구제하
기 위해서는 사물자체 영역을 인정한다. 인식의 대상인 현상 영역은 인과율 범주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연 인과율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범주를 선험적으로 사
용함으로서 생기는 선험적 가상, 사물자체 영역에는 인과율 범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험
적 가상, 사물 자체의 영역에는 자연 인과성이 적용될 수 없다. 인간은 현상계와 물자체계
(가상계)에 동시에 속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상의 자연 인과성에서 벗어나서 자
유 인과성의 계열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 인과성에 지배되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면서 동시에 자유 인과성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가상계에 속하는 인간이라는
이중성을 지닌 유일한 동물이다. “자유는 가상적 성격의 결과이며, 가상적 원인은 현상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B565)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덕적 행위는 가상적 성격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인간의 가상적 성격 때문에 자연 인과율의 강제를 넘어서는 자유 인과율
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자유에 근거한 실천이성의 도덕법칙은 인간의 이중적 성격 때문
에 가능하게 된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의에 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의 거짓말은 현상계의 자연 인과성으로부터 기인하다. 그러나 그가 거짓말을 갑자기 그만
두는 행위는 가상계(사물 자체)의 자유 인과성으로부터 새로운 자유인과 계열을 시작하는
행위이다.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달리 행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행
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93) 그의 거짓말 행위는 단순히 자연 인과성 탓이 아
니라, 그 행위자의 가상적 성격에 근거해서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다. 이때 도덕의 영역이
성립된다. 도덕 영역을 성립시키는 것은 자연인과성에 지배되는 情動的 존재가 아니라, 자
93) KrV., B582.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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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과성에 지배되는 이성적 존재인 것이다.
칸트의 자유 개념은 자연 인과성에 지배되는 현상들의 계열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원
인의 절대적 자발성으로서, ‘선험적 자유’ 개념이다.94) 이러한 선험적 자유와 구별되는 실천
적 자유는 우리의 意志의 능력으로서, 인간은 “감성적 충동의 강제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행
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B562)을 지니고 있다. 이성에 근거해서 자기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실천적 자유이다. 실천적 자유는 감성적 충동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선험적 자유가 없다면 실천적 자유도 불가능하다. 선험적 자유는
“실천적 자유 개념의 근거”95)이기 때문이다. 의지의 자유(die Freiheit des Willens)는 감
성적 충동들의 강제에서 벗어나, 행위의 계열을 새롭게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실천적 자유, 의지의 자유가 실천이성의 원리인 도덕법칙의 근거이기 때문
에, “자유는 도덕법칙의 조건이며, 도덕법칙은 자유의 이념”96)이고, 자유는 도덕법칙의 존
재근거(ratio essendi)이며, 도덕법칙은 자유의 인식근거(ratio cognoscendi)97)인 것이다.
실천적 자유는 이성의 절대적 자발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발성이 도덕법칙이다. 이처럼
인간 자신이 지닌 선천적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이 바로 “이성의 사실(ein Faktum der
Vernunft)”98)인 것이다.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은 순수한 실천이성의 사실이며, 이것은 실천이성의 내재적 사용이
며, 반면 경험과 결합된 실천이성의 사용은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순수 실천이성
의 존재가 증명된다면, 이러한 실천이성만이 내재적(immanent)”99)이고, 경험적으로 제약된
실천 이성의 사용은, 즉 가언명령은 초월적(transzental)이다. 이론이성은 경험의 한계를 무
시하고 경험을 넘어서면 월권이지만, 실천이성은 오히려 경험과 연관된 사용이 월권이 된
다. 즉 경험과 무관한 순수이성의 실천적 사용만이 선천적인 도덕법칙을 정당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도덕법칙을 통해서 자유를, 순수 의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존재론적으
로는 자유가 선행하지만, 인식론적으로는 도덕법칙이 선행한다.
어떤 왕이 정의로운 인물을 죽이려고 어떤 사람에게 위증을 명령할 때, 사형을 당한다고
해도 위증해서는 안된다는 양심의 명령이 떠오른다. 이 상황에서 그는 양심, 도덕명령을 통
해서 마음 속에서 자유를 인식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순수한 실천이성의 근본
법칙을 발견한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수립이라는 원리로서 타
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100) 경험, 애착, 감정, 경향성, 이해관계, 욕망 등이 이러한 도덕
법칙을 방해하고자 해도, 이성은 스스로에게 순수한 의지의 실천법칙을 따르라고 명령한다.
의지의 자율(die Automomie des Willens)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도덕법칙을 따라야 한
다. 반면 자의의 타율(Heteromie der Willkür)은 책임을 확립할 수 없다. 도덕법칙은 순수
한 실천이성의 자율 즉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는 모든 준칙의 형식적인 조건이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만 준칙은 최상의 실천법칙과 합치된다.101) 왜냐하면 도덕법칙이 의욕의
94) KrV., B474.
95) KrV., B561.
96) K.p.V., S.4
97) K.p.V., S.4.
98) K.p.V., §7, S.36.
99) K.p.V., 17.
100) K.p.V., 36. Handle so, daß die Maxime deines Willens jederzeit zugleich als Prinzip einer allgemeinen
Gesetzgebung gelten könne.
101) K.p.V., 39.

- 33 -

실질(die Materie des Wollens), 즉 경험적 사물과 결합되면, 자의의 타율에, 충동
(Antriebe)이나 애착(Neigung)에 따르는 자연법칙에 종속된다.102) 의지의 형식이 아니라 실
질적인 내용과 결합되면, 순수 실천이성의 도덕법칙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타율로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행위의 원인은 자연 속에는 없다. 그 행위 자체는 자연 속에서
행해지지만, ‘생명을 구하라’는 도덕명령은 자연 속에는 없다. 도덕법칙, 양심, 정언명령, 의
지의 자유는 자연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상적 성격과 가상적 성격의 이중성을 지닌
인간의 특징이다. 칸트는 도덕법칙이나 의무의 근거를 선의지에 종속시킨다. “이 세계 안에
서, 아니 이 세계 밖에서조차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
지(ein guter Wille)뿐이다.”103) 선의지는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서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
라, 그 자체로 선한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이다. 칸트 도덕철학의 토대는 바로 이러
한 선의지이다. 이러한 선의지는 의무 개념으로부터 나온다. 도덕적 행위는 바로 ‘의무로부
터’(aus Pflicht) 나온 행위이다. 이해관계, 경향성, 처벌의 두려움, 행복, 쾌락 등에 근거한
행위는 도덕 행위가 아니다. 행위 결과가 ‘의무에 들어맞다’(pflichtmäßig)고 해도 그것은 도
덕 행위가 아니다. 행위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내적 동기(의무)에 의해서 도덕 행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감은 무조건적인 정언명령(kategorischer Imperativ)으로부
터 나온다. 칸트는 정언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너

의 행위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것이 정언명령의 가장 중
요한 형식이다. ‘너 자신의 인격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단
순히 수단으로써만 사용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행위하라.’ 이것은 정언명령
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언명령은 이성적 존재자들이 순수 의지에 입각해서 스스로 입법한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자율(Autonomie)이다. 타율(Heteronomie)적 도덕법칙은 도덕이라고 할 수 없다. 의
지의 자율이란 이성적 존재자가 스스로 자신의 도덕법칙을 입법하고 복종하는 자유이다. 이
러한 자유는 내면적인 의지의 자유이다. 칸트는 도덕의 가치는 행복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덕은 그 자체로 정당하며 숭고하다.104) 칸트는 “그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계속
해서 숙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머리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 속의 도덕 법칙”105)이라고 말
한다. 이 구절은 도덕법칙의 내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육체를 지니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중적 동물이기 때문에 도덕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 갈등이 없는 곳이라면, 육체를 떠난 이성적 존재자들의 공
동체가 실현된 곳이다.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사물과 결합된 욕망을 극복하고 선천적인 도
덕법칙에 따라 행위할 때 道心을 지닌 인간이 된다. 갈등이 없다면 도덕도 없을 것이고 인
간의 독특성도 사라질 것이다. 도덕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 인간은 항상 자신의
내면적 양심을, 도덕법칙을, 佛性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도덕적 갈등은
도덕심을 드러내는 매개체인 것이다. 인간의 선천적인 양심과 욕망의 갈등 상황 속에서 끊
102) K.p.V., 39.
103) Grundlegung, 393.
104) 김상봉, 호모 에티쿠스, 한길사, 1999. 253쪽.
105) KpV., 162. Zwei Dinge erfüllen das Gemüt mit immer neuer und zunehmender Bewunderung und Ehrfurcht, je
öfter und anhaltender sich das Nachdenken damit beschäftigt: Der bestirnte Himmel über mir und das moralische
Gesetz in 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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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양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이중성은 도덕의 성립근거인 것이다. 칸트의 도덕론은 인간이 세간과 출세간을 이중
적으로 살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칸트는 도덕영역에서 최고선(das höchste Gut)
을 理想(Ideal)으로서 제시하는데, 이러한 최고선의 도덕왕국은 도덕법칙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욕하는 바가 곧 도덕법칙과 일치하는 공자의 ‘從心所慾不踰矩’의 경
지와 유사하다.

3. 論語에서 性과 도덕성
공자는 論語에서 인간본성이나 道德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이론보다
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자는 괴이한 일, 완력, 난동, 귀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
았으며106) “敢問死 曰未知生 焉知死”107)에서도 알 수 있듯이 道나 인간 本性에 대한 언급
보다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각 根氣에 맞는 질문과 대답을 한다. 그러다 보니 이
론적인 도덕체계를 세우지 않았다. 공야장편에 “자공이 이르길, 선생님의 문장은 가히 얻어
들었으나, 선생님이 성(性)과 하늘의 도(天道)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108) 그러나
논어에서 도덕성을 확립할 수 있는 몇 가지 개념들을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성품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은 서로 멀어질 수 있다.(性相近也 習相遠也)”109)고 했
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해도 삶의 과정 속에서 習性의 차이가 생
기고 이로 인해 본성(性)의 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지키는 과정에서 人欲으로 인해 본성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다. 주어진 본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인욕을 멀리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본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후세의 군자들이 간사함을 막고 본성을 보존하라는 閑邪存性이나 ‘去人慾 存天理’ 또는 ‘存
心養性’110) 등을 강조한 것이다.
공자는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덕(天生德於予)을 강조한다.111) “하늘이 나에게 德을 부
여했는데, 桓魋(환퇴)인들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공자 자신에게 부여한 하늘의
의지와 자신에게 내재한 본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하늘이 부여한 사명은 결코 권력자
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군자가 仁을 떠난다면 어디서 명예를 이
루겠는가? 군자는 밥 먹는 순간에서도 인을 어김이 없으며 다급할 때에도 반드시 인에 처하
고 자빠질 때에도 반드시 인에 처한다.”112) 仁이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기 때문에 仁을 떠
나거난다면 인간이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따라서 잠시라도 仁을 떠날 수 없으며,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군자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中庸의 “道라는 것은 잠시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떠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113)라는 내용과 유사하다. “天命
106) 論語, ｢述而｣, 子不語 怪力亂神.
107) 論語, ｢先進｣,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未知生 焉知死.
108) 論語, ｢公冶長｣, 子貢 曰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109) 論語, ｢陽貨｣, 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110) 孟子, ｢盡心上｣,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111) 論語, ｢述而｣, 子曰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
112) 論語, ｢里仁｣, 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顚沛必於是.
113) 中庸, 道也者 不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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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謂性, 率性之謂道”이므로 타고난 본성, 성품에 따르는 것이 道이기 때문에 본성과 道는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공자는 타고난 본성으로서 仁, 性, 道는 결코 우리가 떠
날 수 없는 근본적인 도덕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도덕성을 공자는 “參아,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었다.”114)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忠恕’를 의미한다. 朱子는 “자기를 다 하는 것을 忠이라고 하고, 자기를 헤아리는 것을
恕”115)라고 말한다. 程子는 이를 주석하기를 “내 몸으로써 物 에 이르는 것이 仁이다. 나를
헤아려 만물에 미침은 恕이니, 道를 벗어남이 멀지 않은 것이다. 충서는 하나로 꿰뚫은 것
이니 忠은 하늘의 도, 恕는 사람의 도이다. 忠은 망령됨이 없고, 恕는 忠으로 행함에 있는
이다. 忠은 體요, 恕는 用이니, 中庸의 大本과 達道이다.116) 따라서 忠恕는 己所不欲 勿施
於人이며 이것은 大學의 絜矩之道이다. 여기서 법도(矩)란 인간의 본성이며 천리이며, 공
자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해도 이러한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從心所慾不踰矩의 경지
를 의미한다. 이 법도(矩)는 性相近으로서의 본성이며, 공자의 一以貫之는 결국 中庸의 時
中의 道를 의미한다. 이것은 “仁이 멀리 있는가? 내가 仁을 하고자 하면 이 仁에 이르게 된
다.”117)를 의미한다. 또한 中庸의 “道는 사람에게서 멀지 아니하니 사람이 道를 행하면서
사람을 멀리하면 道라 할 수 없느니라.”118)와 연결된다. 이러한 仁과 道는 한 개인의 속성
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善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을 지
키면 善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습성에 의해서 선한 본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것이 바로 “性相近也 習相遠也”이다. 공자는 교육을 통해서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
문에 “가르침에는 종류가 없다.”119)고 한다. 만약 선천적 본성이 선하지 않다면 어떻게 모
든 부류의 인간들을 교육함으로써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朱子는 이것을 주석하
기를 “사람의 성(性)은 다 善하지만 善한 부류의 사람들과 惡한 부류의 사람들의 다름이 있
는 것은 기질과 습성을 통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君子가 가르치게 되면 사람
들은 모두 善을 회복할 수 있으니, 또다시 惡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논의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했다. 모든 인간이 선천적인 선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악한 품성을 지닌 부류의 인간들은 습성으로 악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
면에서 이것은 곧바로 孟子의 性善說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습성과 기질 때문에 멀어진 선한 본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
가 된다. 이런 점에서 안회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다. “안연이 仁에 대해 묻자, 공
자가 답하길 ‘자신을 이기고 禮로 돌아가는 것이 仁이다. 하루라도 자신을 이기고 禮로 돌
아간다면 천하가 仁으로 돌아올 것이다. 仁을 행함은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지 남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안연이 말하길, 仁을 행하는 조목을 알고 싶습니다. 공자가 말하길 ‘禮가
아니면 보지 말고, 禮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禮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禮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안연이 말하길, 제가 비록 불민하나 이 말을 따르고자 합니다.”120) 본래 선한 본성을

114) 論語, ｢里仁｣, 子曰 參乎 吾道 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115) 盡己之謂忠 推己之謂恕
116) 程子曰「以己及物仁也 推己及物恕也 違道不遠是也. 忠恕一以貫之 忠者天道 恕者人道 忠者無妄 恕者所以行
乎忠也 忠者體 恕者用 大本達道也.
117) 論語, ｢述而｣, 子曰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
118) 中庸, 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
119) 論語, ｢衛靈公｣, 子曰 有敎無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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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으나 자기 자신(己)의 사적인 욕심이나 습성, 기질로 인해서 선한 본성에서 멀어
졌으니 결국 자신을 이기고 復禮해야 선천적 본성인 仁을 회복할 수 있다. 復禮란 모든 행
동거지가 禮라는 규범에 맞는 상태로서 이런 것이 선천적인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취할 올
바른 행동거지인 것이다. 비록 미약하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復禮하여 仁에, 선한 본성을 회
복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仁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復禮하고 仁한 본성을 회복하는 중심점이 되는 것이다. 본성
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해야 한다. 예가 아닌 것을 보
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된다. 오로지 禮와 仁에 몰두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또 다시 이전의 習氣에 의해 본성에서, 仁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
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공자는 이런 의지를 지닌 인간의 강인함을 “三軍으로부터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평
범한 인간에게서 그 뜻을 빼앗을 수는 없다.”121) 한 인간에게서 그 자신의 의지는 곧 그 인
간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克己復禮의 강한 의지를 지닌 인간의 뜻을 꺾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한 번 선한 의지가 꺾인다면 습성과 기질, 욕망에 의해서 선한 본성에서 점
차 멀어져서 완전히 악한 부류의 인간으로 될 수 있다. 長江의 그 엄청난 강물도 처음에는
濫觴의 물에 불과하지만, 그 하류는 너무나 도도한 물결을 이루는 것처럼 처음에 잘못된 습
성에 젖으면 점차 본성에서 멀어져 완전히 다른 부류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克己復禮하고 자신의 선한 본성을 지키려는 閑邪存誠의 굳은 의지, 굳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간은 누구나 이익을 탐하고 욕심에 집착한다. 그러나 이러한 小人도 모두 애초에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본성에서 점차 멀어져서 소인이 된 것일 뿐이다. 이것이 墨子悲
染이며 “性相近也 習相遠也”인 것이다. 사람들은 仁義를 중시하는 도덕적, 정신적 삶을 살
기보다는 眼耳鼻舌身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 좋은 음식
에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한다. 이것은 곧 선한 본성에서 점차 멀어지는 것이다.
이를 경계하는 다산 정약용의 편지가 있다. “음식이란 목숨만 이어가면 되는 것이다. 아무
리 맛있는 고기나 생선이라도 입안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물건이 되어버리므로, 목구멍으로
넘기기도 전에 사람들은 더럽다고 침을 뱉는 것이다. 사람이 천지간에 살면서 귀히 여기는
것은 성실이니 조금도 속임이 없어야 한다. 하늘을 속이는 것이 가장 나쁘고, 임금을 속이
고 어버이를 속이는 데서부터 농부가 농부를 속이고 상인이 상인을 속이는 데 이르기까지
모두 죄악에 빠지는 것이다. 오직 하나 속일 게 있으니 바로 자기의 입이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食物로 속이더라도 잠깐 그때를 지나면 되니 이는 괜찮은 방법이다. 금년 여름에 내가
茶山에 있을 때 상추로 쌈을 싸서 먹으니 손님이 묻기를, ‘쌈을 싸서 먹는 게 절여서 먹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하기에, 내가 ‘이건 내 입을 속이는 법일세.’ 라고 한 일이 있다. 어
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모름지기 이런 생각을 가져라. 정력과 지혜를 다하여 변소간을 위해
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122)
120) 論語, ｢顔淵｣, 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顔淵曰 請問
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顔淵曰 回雖不敏 請事斯語矣.
121) 論語, ｢子罕｣, 三軍可奪帥也 匹夫不可奪志也.
122)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박석무 역, 창비, 172-173쪽 참조.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十八, ｢家誡,
又示二子家誡｣, 食取延生 凡珍脄美鯖 入脣卽成穢物 不待下咽而後人唾之也 人生兩間 所貴在誠 都無可欺 欺天最
惡 欺君欺親 以至農而欺耦 商而欺伴 皆陷罪戾 唯有一物可欺 卽自己口吻 須用薄物欺罔 瞥過暫時 斯良策也 今
年夏 余在茶山 用萵苣葉包飯 作搏而呑之 客有問者曰包之有異乎菹之乎 余曰此先生欺口法也 每喫一膳 須存此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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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123) 君子는 義에 관심이 있고, 소인은 利
를 탐하기에 군자는 본성을 잘 지키게 되고 소인은 본성에서 점차 어긋나게 된다. 그러므로
공자는 부귀와 빈천을 억지로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물며 不義한 부귀는 결코 구하지 않
았다. “나물 먹고 물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어도 즐거움이 그 속에 있나니, 불의하게 부귀하
게 되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124) 이것이 공자가 지닌 마음의 세계이다. 그가 추
구한 것은 부귀도 이익도 아닌 오로지 仁義, 선한 본성을 지키는 삶이었다. 사람들은 자신
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쉽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자네는 왜 말해 주지 않았는가. 그 사람됨은 한번
하고자 열을 내면 끼니도 잊고 몰두하고, 그 즐거움에 취해 걱정도 잊어버리고, 늙어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125)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온 공자는 자신의 삶을 압축해서 보
여준다. “공자가 말하길, 나는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
게 되었고, 마흔에는 미혹됨이 없었고, 쉰에는 천명을 알았고, 예순에는 귀에 거슬리는 것이
없게 되었고, 일흔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126) 마지막
從心所欲不踰矩의 경지가 바로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의 결실인
것이다. 더 이상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는 저절로 마음이 법도에 맞게 되는 경지야말
로 모든 인간이 바라는 군자의, 성인의 모습일 것이다.

4. 孟子에서 四德과 도덕성
맹자는 論語의 “性相近也 習相遠也” 구절에서 ‘性’을 선천적인 선한 본성으로 간주하고
性善說을 전개시킨다. 그러나 朱子는 論語｣의 ‘性相近也 習相遠也’에서 나오는 ‘性’을 氣質
을 겸하고 있는 性이라고 주석한다. 氣質之性은 본래 그 좋고 나쁨을 지니고 있어서, 그 처
음을 말한다면 모두 서로 멀지 않아서 선을 익히면 선해지고, 악을 익히면 악해져서 이에
비로소 서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127) 程子 역시 이 性을 氣質之性이지 本然之性(性之
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만약 本然之性을 말한 것이라면 性은 곧 理이고 善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孟子가 말한 性善이 바로 이것이니 어찌 서로 비슷함이 있을 수 있겠느
냐는 것이다.128) 인간 본성의 善惡에 관해서는 우선 인간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
장들이 있는데, 맹자 당시에도 이미 인간본성에 관한 세 가지 이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도자가 말하길, 告子는 성품은 선한 것도 없고 선하지 않은 것도 없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품은 선하게 될 수도 선하지 않게 될 수도 있기에 문왕과 무왕이 흥하
면 백성들이 선을 좋아하고, 유왕과 여왕이 흥하면 백성들이 포악한 것을 좋아하게 된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성품이 선한 사람도 있고 성품이 선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에,
不要竭精殫智 爲溷圊中效忠也.
123) 論語, ｢里仁｣, 子曰 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
124) 論語, ｢述而｣, 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樂亦在其中矣 不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125) 論語, ｢述而｣, 葉公問孔子於子路 子路不對 子曰 女奚不曰 其爲人也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126) 論語, ｢爲政｣,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不惑 五十而知天命 六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不踰
矩.
127) 論語集註, ｢陽貨｣, “此所謂性兼氣質而言者也. 氣質之性 固有美惡之不同矣. 然以其初而言 則皆不甚相遠也.
但習於善則善 習於惡則惡 於是始相遠耳”
128) “程子曰 此言氣質之性 非言性之本也. 若言其本 則性卽是理 理無不善 孟子之言性善是也. 何相近之有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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堯가 임금일 때에도 象과 같은 사람이 나왔고, 瞽瞍(고수)를 아비로 두면서도 舜이 나왔고,
紂가 형의 아들이고 또 주가 임금임에도 微子 啓와 王子 比干과 같은 인물이 나왔다고 말한
다. 이제 선생님께서 성품은 선하다(性善)고 말씀하시니 앞의 사람들 말이 모두 옳지 않다
는 것인가요? 맹자가 말하길, 그 情은 곧 이른바 善이다. 만약에 선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
은 선천적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129) 그런데 이 때 맹자가 말한 “그 情은 곧 이른바 善이
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朱子가 주석하길 “情은 성품(性)이 움직인 것이니, 사람의 情은 본
래 단지 착한 일은 할 수 있어도 악한 일은 할 수 없으니 곧 성품은 착한 것임을 알 수 있
다.”130)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에 선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선천적 바탕의 잘못이 아니
다.”에 대해서 주석하길 “才는 材質(바탕)과 같으니, 사람의 능함이다. 사람이 이 性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材質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 性이 이미 선하면 재질 또한 선한
다. 사람이 불선을 하는 것은 바로 物欲에 빠져서 그러한 것이니, 바탕(材質)의 죄가 아니
다.”고 했다.131)
孟子와는 달리 荀子는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본래적 욕망으로 해석하고 있다. 荀子는 “지
금 인간의 본성은 배고프면 배를 채우고 싶고 추우면 따뜻해지고 싶고 고단하면 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지금 누군가가 배가 고프지만 어른을 보고는 감히 먼저 먹지 못하는
것은 장차 사양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대저 자식이 아버지에게 양보하는 것과 동
생이 형에게 양보하는 것 그리고 자식이 어버이를 대신하는 것과 아우가 형을 대신하는 것,
이 두 행위는 모두 본성에 상반되고 감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효자의 도리이고 예의의 이치
다. 그러므로 감정과 본성을 따른다면 사양하지 않을 것이고, 사양하면 감정과 본성에 위배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 선한 바는 인위적
인 것 때문이다.”132) 라고 주장한다. 荀子는 선천적인 성(性)은 본래 이기적인 본성과 감정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선한 것은 人僞에서 나오는 것이고 본성은 배우거나 행동해서 되
는 것이 아니다. “본성이란 하늘이 만든 것이요, 감정이란 본성의 바탕이며, 욕망이란 감정
의 반응이다.”133) “이익을 좋아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형
제가 재물을 나누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다만 감정과 본성(情性)을 따른다면 이익을 좋아하
고 그것을 얻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형제가 서로 다툴 것이다. 그러나 다만 예의의
형식과 이치에 교화된다면 나라 안의 어떤 사람에게라도 양보할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과
본성(情性)을 따르면 곧 형제도 다툴 것이고, 예의로 교화하면 나라 안의 어떤 사람에게라
도 양보할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선해지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134) 그러
므로 순자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 본디 예의가 없
129) 孟子, ｢告子章句上｣, 公都子曰 告子曰 性無善無不善也. 或曰 性可以爲善 可以爲不善 是故 文武興則民好善
幽厲興則民好暴. 或曰 有性善 有性不善 是故以堯爲君而有象 以瞽瞍爲父而有舜 以紂爲兄之子 且以爲君而有微子
啓王子比干 今曰性善 然則彼皆非與. 孟子曰 乃若其情則可以爲善矣 乃所謂善也. 若夫爲不善 非才之罪也.
130) 情者 性之動也. 人之情 本但可以爲善而不可以爲惡 則性之本善可知矣.
131) 才猶材質 人之能也. 人有是性則有是才 性旣善則才亦善. 人之爲不善 乃物欲陷溺而然 非其才之罪也.
132) 荀子, ｢性惡｣, 今人之性 飢而欲飽 寒而欲煖 勞而欲休 此人之情性也. 今人見長而不敢先食者 將有所讓也. 勞
而不敢求息者 將有所代也. 所以代尊長也. 夫子之讓乎父 弟之讓乎兄 子之代乎父 弟之代乎兄 此二行者 皆反於性
而悖於情也. 然而孝子之道 禮義之文理也. 故順情性則不辭讓矣 辭讓則悖於情性矣. 用此觀之 人之性惡明矣 其善
者僞也.
133) 荀子, ｢正名｣, 性者 天之就也 情者 性之質也 欲者 情之應也.
134) 荀子, ｢性惡｣, 夫好利而欲得者 此人之情性也. 假之人有弟兄資財而分者 且順情性 好利而欲得 若是則兄弟相
拂奪矣 且化禮義之文理 若是則讓乎國人矣 故順情性則弟兄爭矣 化禮義則讓乎國人矣. 凡人之欲爲善者 爲性惡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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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애써 배워 그것을 지니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을 예의에 알지 못하기 때문
에 생각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낳은 그대로 있다면 사람들은 예의가
없을 것이며 예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예의가 없다면 어지러워질 것이며, 예의를
알지 못하다면 이치에 어긋나고 낳은 그대로 두면 어지러워짐이 자신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다.”135) 예
의나 교육을 받지 않는 선천적인 본성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충족시키려
는 감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荀子는 본성(性)은 인간의 선천적인 본능적 욕망을 의미한다.
반면 감정(情)은 인간 본성에 따라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며, 이 감정(情)은 인간 본성의 자
기 중심적 욕망에 그대로 따라서 악하게도 되고, 인위적인 예의, 교육을 통해서 악한 인간
본성으로부터 선하게 바뀌기도 한다. 선천적인 이기적 본성(性)은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지
니고 있지만, 人僞에 의해서 선하게 된다. 최고의 노력을 하면 성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탐욕적인 본성에 따르는 소인배가 될 것이라는 게 荀子의 주
장이다.
中庸에는 “天命을 性이라 하고, 性에 따르는 것을 道라고 하고, 道를 닦는 것을 敎라고
한다.”136) 본성(性)에 따르는 “道는 잠시라도 떠날 수 없다.”137) 天命은 초월적인 객관적
법칙이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보편적 도덕법칙으로서 드러난다. 孟子는
이처럼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天命이 良心, 良知, 良能이라고 한다.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여도 능한 것은 본래 능한 것(良能)이요, 생각지 않아도 아는 것은 본래 아는 것(良
知)이다.”138) 인간에게 내재된 양심, 즉 良知 良能이란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차
마 하지 못하는 마음(不忍之心)을 지니고 있다.”139) 이러한 양심이 인간 도덕성의 근거이다.
孟子는 良知, 良能과 不忍之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
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까닭은 이제 어떤 사람이 문득 한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려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서 측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니 ...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자면 측은하게 생각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측
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仁의 실마리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義의 실마리요, 사양하는 마음
은 禮의 실마리요,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智의 실마리다... 대체로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四
端을 사람마다 확대해서 충족시킬 줄을 안다면, 불이 붙기 시작하고 냇물이 흐르기 시작하
는 것과 같아 진실로 이것을 확대,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천하를 보존할 수 있고, 만일 확충
시키지 못한다면 부모조차 섬기지 못할 것이다.”140) 이처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135) 荀子, ｢性惡｣, 今人之性 固無禮義 故彊學而求有之也, 性不知禮義 故思慮而求知之也. 然則生而已 則人無禮
義 不知禮義 人無禮義則亂 不知禮義則悖 然則生而已 則悖亂在己. 用此觀之 人之性惡明矣 其善者僞也.
136) 中庸 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137) 中庸 1장,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138) 孟子 ｢盡心 上｣, 孟子曰 人之所不學而能者 其良能也 所不慮而知者 其良知也.
139) 孟子 ｢公孫丑 上｣,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140) 孟子, ｢公孫丑上｣.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
之政 治天下可運之掌上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 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納交於
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鄕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非人也 無羞惡之心非人也 無辭讓
之心非人也 無是非之心非人也 惻隱之心仁之端也 羞惡之心義之端也 辭讓之心禮之端也 是非之心知智之端也 人
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自謂不能者自賊者也 謂其君不能者賊其君者也 凡有四端於我者知皆擴而
充之矣 若火之始然泉之始達 苟能充之足以保四海 苟不充之不足以事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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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의 존재근거이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도덕적 인간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를 따먹지 말라는 신의 금지 명령을 어긴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린다. 비로소 동물에
서 인간으로 된 것이다.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지만 그것은 인간 자유와 도덕성의 귀결이
다. 이제 무조건 복종을 거부하는 자유를 획득한 것이다. 금지를 어길 때 자유의식은 성장
하고 동물은 인간으로 되는 것이다. 부끄러움이야말로 도덕성 여부를 재는 척도인 것이다.
맹자의 四端은 바로 四德의 실마리이고, 도덕의 실마리인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지금
갑자기 어린 아이(孺子)가 우물에 빠지려 하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다 깜짝 놀라고 측은한
마음(惻隱之心)이 들게 되니, 이는 아이의 부모와 친분을 맺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명예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며,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듣기 싫
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141)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
이다. 교육이나 예를 통해서 형성된 후천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다. “갑자기 어린 아이가 우
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이 깜짝 놀라는 것이 바로 眞心이다. 이것은
생각하여 아는 것도 아니며 힘써서 맞는 것도 아니니, 天理의 자연스러움이다.”142) 자연스
럽게 우러나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인위적으로 낸다면,
즉 그 부모와 친분을 위해서 또는 명예를 위해서, 악평이 싫어서 그런 마음을 냈다면, 이것
은 “인욕의 사사로움”(人慾之私)143)인 것이다. 칸트는 감정, 성향, 경향성, 외부적 조건 에
근거해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이성의 ‘정언명령’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가언명령’일 뿐이며, 도덕적 행위와 무관한 행위라도 한다. 모든 도덕적 행위는 인
간에서 선천적으로 내재한 도덕성, 양심, 양지, 양능에 근거해서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맹자는 이것으로부터 “이것으로 보건대, 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羞惡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辭讓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
다. 측은지심은 仁의 실마리(端)요, 수오지심은 義의 실마리이며, 사양지심의 禮의 실마리이
고, 시비지심은 智의 실마리이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단(四端)이 있다는 것은 四肢가 있는
것과 같다. 이 사단이 있으면서 스스로 仁義禮智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다.”144) 이 부분에 朱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덧붙인다. “惻隱 羞惡 辭讓 是非
는 정(情)이요, 仁義禮知는 성(性)이다. 마음(心)은 性과 情을 통합한 것이다. 단(端)은 실마
리(緖)이다. 情이 발함으로써(情之發) 性의 본연성(性之本然)을 볼 수 있으니, 마치 물건이
가운데에 있으면 실마리가 밖에 나타남과 같은 것이다.”145) 모든 인간에게는 선한 마음(良
知)과 善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향(良能)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즉 모든 인간에게는 양
심이 내재해 있다. 朱子는 仁義禮智 四德을 性, 四德이 드러나는 단서인 惻隱 羞惡 辭讓 是
非之心의 四端을 情이라고 부른다. 惻隱 羞惡 辭讓 是非의 감정(情)은 仁義禮智의 四德이
141) 孟子 ｢公孫丑 上｣,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 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
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鄕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142) 孟子 ｢公孫丑 上｣, 方乍見孺子入井之時 其心怵惻乃眞心也 非思而得 非勉而中 天理之自然也.
143) 孟子 ｢公孫丑 上｣, 內交 要譽 惡其聲而然則人欲之私矣.
144) 孟子 ｢公孫丑 上｣,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惡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
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惡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禮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
也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 自賊者也.
145) 孟子 ｢公孫丑 上｣, 惻隱羞惡辭讓是非情也 仁義禮知性也 心統性情者也 端緖也 因其情之發而性之本然 可得
而見猶有物在中而緖見於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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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구체적 방식이다. 도덕법칙으로서 인의예지는 惻隱 羞惡 辭讓 是非之心이라는 喜
怒哀樂의 情의 존재근거이고, 惻隱 羞惡 辭讓 是非之心의 四端은 仁義禮智의 四德의 인식근
거인 것이다.

5. 대학, 中庸에서 性과 도덕성
朱子의 中庸章句 序에는 “人心은 위태롭기만 하고 道心은 미약하기만 하니 정성을 다
하여 하나로 하여야 진실로 그 中을 잡는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라는
구절이 있다. 人心과 道心은 인간이 지닌 양면성을 보여준다. 인간은 늘 이러한 이중성 속
에서 갈등한다.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 내면에
있는 道心으로서의 中을 어떻게 發하여 時中으로 발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中庸
이다. 그리고 이러한 道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이고 人心은 늘 人欲으로
갈등하는 습성과 기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심, 인간본성이야말로 인간의 도덕성의 전제
가 된다. 만약 선천적인 선한 마음이나 의지가 없다면, 도덕성은 후천적으로 형성될 것이고
그럴 경우 도덕성은 보편성과 필연성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大學에서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하고,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지식을 지극히 하였으니, 지식을
지극히 함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146)고 하였다. 그러나 格物致知의를 해석함에
있어 王陽明은 朱子와 달리 心外無物의 사상에 입각해서 ‘格物’의 物을 사물이 아니라, ‘事’
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부모를 모시거나 형제와 우애하는 등 마음에서 우러나오
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事’는 곧 마음과 직접 관계된다. ‘格’은 事를 바
로잡고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결국 格物致知는 마음과 사사물물을 바로잡
음으로써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양심, 良知를 밝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결국 ‘致知’의 知
는 良知, 良能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칸트의 윤리학은 朱子보다는 王陽明의
해석과 더 어울린다. 주자는 “마음(心)을 몸의 주재자”147)라고 해석한다. 왕양명의 해석에
따르면 결국 모든 행위의 근거에는 인간의 선천적인 양심, 良知, 良能이 있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왕양명은 良知를 밝히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을 흐리는 人欲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것이 바로 去人欲 存天理이다.
군자가 자신의 뜻을 誠實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내면이 성실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니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가야 한다.148) 혼
자 있을 때 不善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아무리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다. 따라서 남이 보고 있지 않더라도 홀로 있을 때도 선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 愼獨이며, 誠意인 것이다. 아무리 혼자 있을 때라도 자신의 마음은 너무도 분명하게 드
러나기 때문에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 그러므로 증자(曾子)가 “열 사람의 눈이 보고 있
으며, 열 사람의 손이 가리키니 그 엄함이여”
라고 말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숨은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미세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
146) 大學, 欲脩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147) 大學, 心者身之所主也.
148) 大學, 所爲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 君子 必愼其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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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삼가는 것이다.”149)
中庸은 “하늘이 명하는 것을 性이라고 하고, 性을 따르는 것을 道라고 하며 도를 닦는
것을 敎라고 한다.”(天命之爲性 率性之爲道 修道之爲敎)로 시작한다. 朱子는 “性이 곧 理이
다”(性即理也)라고 주석한다. “이에 사람과 물건이 생겨날 때 각각 그 稟受한 바의 이치로
인하여 五常의 덕을 건전하게 따르는 것이 이른바 性이다.”라고 하였다. “性과 道가 비록
같으나 氣稟이 혹 다르므로 능히 지나치고 미치지 못하는 차이가 없지 아니하니 성인이 사
람과 물건이 마땅히 행할 바로 인하여 品節하여 천하에 법을 삼는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
.”150) 이것으로 볼 때 성품은 선천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그 습성과 기질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性을 따를 道는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이기에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떠날 수
있다면 道가 아니다.(道也者 不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道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
이 아니지만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기에 늘 그 道를 지키고 어기지 않으려고 전
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너무도 분명한 것이기에 확연한 것이며, 숨어있다고 해서 어두운 것
이 아니다. 숨을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道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조심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곳을 두려워하는 것이다.”151)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작은 것 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이다.”152)
이어서 “희노애락이 발하지 아니한 것을 중(中)이라 하고, 발하여 절(節)에 잘 맞게 됨을
화(和)라고 한다. 中이 천하의 대본이라면 和는 천하의 달도(達道)이다. 中和가 되면 천지의
자리가 바로 되고, 만물이 자라게 된다”153) 인간의 본성은 中이지만 喜怒哀樂의 情과 결합
되어 현현하는 과정에서 自私와 物慾에 의해서, 또는 경향성과 情動的 충동에 의해서 性과
中이 中節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人心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人心의 작
용을 벗어나서 道心을 회복하고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時中인 것이다. 殺
身成仁이란 바로 自私와 物慾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中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위태하고 도의 마음은 오직 미미하
니 오직 세밀하고 한결 같이하여 그 中을 잡는다.”154) “天命과 率性은 道心을 말하는 것이
고 擇善과 固執은 세밀하고 한결같음을 말한 것이다. 君子時中은 그 中을 잡음을 말하는 것
이다.”155)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상태가 情이 미발(未發)한 상태이며, 情이 이발(已發)하여
中節하면 善이다. 그런데 군자란 喜怒哀樂未發謂之中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未發之中은 다만 요청되는 이념일 뿐이다.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인간은 언제나 發
의 단계에 있으며 發而皆中節하면 군자이고 發而中節이 안되는 것이 소인이다. 군자는 未發
而中하고 小人은 已發한다는 것은 군자를 육체가 없는 존재로 보는 잘못이다. 인간은 감관
을 통해서 늘 사물과 접촉하면서 喜怒哀樂의 情을 發한다. 감관을 통해 늘 사물과 접촉하면

149) 中庸, 莫見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
150) 中庸, 性道雖同 而氣稟或異 故不能無過不及之差 聖人因人物之所當行者而品節之 以爲法於天下則謂之敎.
151) 中庸, 是故君子戒愼乎其所不睹 恐懼乎其所不聞.
152) 中庸,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
153) 中庸, 喜怒哀樂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
位焉 萬物育焉.
154) 中庸章句序,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155) 中庸章句序, 其曰天命率性則道心之謂也 其曰擇善固執則精一之謂也 其曰君子時中則執中之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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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中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항상 반성하고 자신을 愼獨하고 毋自欺하
고, 보이지 않은 바를 두려워하고 들리지 않는 바를 경계하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中庸이다. 未發과 已發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未發之中은 已發
의 존재 근거이자 요청 개념이다.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누구나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
는 天命이 인간에게 性의 형태로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天命인 인간 본
성을 지키고 확충하는 것이 誠之의 길이며, 誠之는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性이 아직 밖으로
발현되지 않은 채 인간의 내면에 머물러 있는 상태와 性이 밖으로 발현되어서 구체적 상황
속에서 情과 결합되는 상태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내면적인 性의 상태는 善惡 자체
의 구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善惡 未分의 상태이다. 未發之中의 性이 已發된 性, 즉 喜
怒哀樂의 情을 대상으로 삼아 中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未發之中이다. 未發
之中은 已發而中節의 존재근거이며, 已發而中節은 未發之中의 인식근거이다. 이처럼 본질의
감성화, 초월적인 것의 내재화를 통해서 우리는 본질과 초월적인 것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
다. 감성화되지 않는 물자체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감성화되지 않는 물자체
는 무의미하며, 물자체는 감성화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性의 未發 상태는 가능태, 잠재태의 차원이고 性이 發해서 喜怒哀樂이라는 情과 결합할
때 현실태의 차원이 된다. 性이 情에 의해서 촉발(Affektion)될 때에만 性의 내재성이 밝혀
진다. 已發을 통해서 喜怒哀樂의 情이 中節되면 和라고 부른다. 잠재태로서의 未發之中과
현실태로서의 已發而中節은 상관적이다. 따라서 中은 천하의 큰 근본(大本)이며, 和는 천하
에 통하는 도리(達道)인 것이다. 이처럼 性이 때와 상황에 맞게 그 잠재성을 현실화하는 것
이 時中이다.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무원칙적으
로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과도 다르다. 未發之中 자체는 특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발
현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감관을 촉발함으로써 未發之中의 무시
간적 본질이 시간화된다. 따라서 未發之中은 본체로서 발현되지 않은 이념적 상태이고, 已
發而中節의 和는 본체의 구체적 실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未發之中은 존재론적 요청으로서
만, 또는 이념성으로만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時中과 中和를 실현하는 하는 것이 군자다.
군자는 맹목적으로 원칙을 따르는 원칙주의도 아니며 또한 모든 것을 상황논리에 따라서 처
리하는 상황론자도 아니다. 군자의 중용은 원칙과 원리를 적절한 판단력을 발휘해서 때와
상황에 맞게 원칙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忠과 恕는 道에서 멀지 않으니,
자기에게 베풀어 보아 원하지 않는 것을 또한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156) 군자는 그
상황에 적절한 행위를 하기에 “군자는 현재의 처지에 따라서 행할 뿐이요, 그 밖의 것을 바
라지 않는다. 부귀에 처하여서는 부귀한대로 행하며, 빈천에 처해서는 빈천에 따라 행하고,
夷狄에 처해선 夷狄에 마땅하게 행하며, 환난에 처해선 환난에 따라 행하는 것이니, 군자는
들어가는 곳마다 스스로 만족하지 않음이 없다.”157) 그러므로 中庸의 時中은 수동적으로
상황에 따르는 처세술이 아니다. 불의한 상황에서 무조건 상황에 순종하지 않고 분명하게
거부하는 것도 時中의 한 형태이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은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어떻습니
까?’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은덕은 무엇으로 갚으려는가? 곧음으로 원한을 갚을 것이요 은
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한다.’ 고 했다.”158) 여기서 以直報怨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땅히 해
156) 中庸 13장, 忠恕違道不遠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157) 中庸 14장, 君子素其位而行 不願乎其外 素富貴 行乎富貴 素貧賤 行乎貧賤 素夷狄 行乎夷狄 素患難 行乎
患難 君子無入而不自得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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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바가 있으면 하라는 것이다.159) 칸트는 원칙의 사슬이나 상황의 사슬을, 자연 인과율
의 사슬을 끊고 자유 인과성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데, 이처럼 상황
이나 원칙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원칙을 넘어서서 주체적으로 도덕적 결단을 내
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행위이며 時中이다. 이처럼 도덕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인간이
자유 인과율을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자유 인과율을, 도덕법칙을 입법하고 그 법칙에 복종하
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

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며

‘정언명령’(der

kategorische

Imperativ)이다. 이런 점에서 中庸의 發而皆中節은 선천적으로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
(Handlungen aus Pflicht)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 나온 도덕적 행위이며, 정언명
령에 따른 행위이다. 반면 우연히 의무에 맞는 행위(pflichtmäßige Handlungen)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고, 가언명령에 따른 행위인 것이다. 다만 옳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선의지(善意志)이며, 선의지만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선의지는 다름 아니라 바로
良知良能, 즉 ‘양심’이다. 양심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구비된 것이지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
으로 획득된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선의지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자연 법칙이나 경향성
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게 선의지에 따라서 도덕법칙을 행해야 한다. “군자가 중용에 맞게 살
아가는 것은 군자의 덕으로서 때에 맞게 중심을 잡아 행동하는 것이며, 소인이 중용에 반해
서 살아가는 것은 소인으로서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행동하는 것이다.”160) 時中之道는 體를
적용시키는 것은 中의 원칙과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時의 구체성을 획득하는 것이며 이것
이 바로 수시처중(隨時處中) 즉 時中이다. 때와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욕심이 발동하면 때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中의 體는 무시간적인 본질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드
러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자의 ‘칠십 세에는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해도 법도에 어긋남
이 없었다’(七十而從心所欲 不踰矩)는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臨濟禪師의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진리이다’(隨處作主 立處皆眞)라는 경지를 나타낸다.

6. 四書와 칸트에서 도덕성의 유사성
칸트에게 “모든 인간주관의 행위는 순수이성의 가상적 성격이 낳은 직접적 결과”(B581)
이다. 실천이성의 自由와 행위의 道德性은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유래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
이성의 내재성으로 유해한다. 인간은 경험적 성격과 가상적 성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덕성이 가능하게 된다. 도덕적 행위는 자연 인과성과 관련된 경
향성, 동정적인 성격 등과 같은 물질적, 생리적 특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 인과성으로 이
행할 때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 四書와 칸트에서 나타나는 자유 및 도덕성의 근거는 超越
的인 것이 아니라 內在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의 경험적 성격의 바탕에는 절
대적 자발성이라는 자유의 능력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四德이나 仁義,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善意志에 대한 존경은 바로 인간의 本心, 본성에 대한 존경이며, 사
서와 칸트 도덕성의 근거는 先天的, 內在的, 主觀的인 것이다.
158) 論語, ｢憲問｣, 或曰 以德報怨 何如. 子曰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
159) 이중톈, 이중톈, 사람을 말하다, 심규호 역, 중앙북스, 2011. 94쪽.
160) 中庸 2장,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小人之(反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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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도덕법칙의 내재성과 선천성은 사서와 칸트 도덕철학의 공통된 토대라
고 할 수 있다. 감성적 충동이나 自私나 物慾에 가려져서 良知나 도덕법칙에 따라서 행위하
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良知의 회복을 주장한다. 칸트 역시 오로지 자율적인 도덕법칙
에 대한 존경심과 의무감으로부터 도덕법칙에 스스로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自私나
物慾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삶의 목적은 행위 결과로서의 幸福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의무감으로부터 나온 도덕적 행위 그 자체인 것이다. 칸트는 우리의 감관에 주
어질 수 없는 대상, 초월적인 존재로서 간주되는 물자체(Ding an sich)에 대해서는 어떤 인
식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天命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초월적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인간 본성을 통해서만, 특히 본성이 발현하는 喜怒哀樂의 情을 통해서
性에 도달할 수 있고, 이 性을 통해서 天命을 간접적으로 추리할 수 있을 뿐이다.
中庸의 天命은 그 자체로 완전성, 성실성(誠)을 지니고 있다. 誠은 하늘의 법칙이다.(誠
者天之道也) 반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은 이러한 天命을 따르고 天命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하늘의 완전성, 성실성을 본받아서 따르는 것이 인간의 길이다.(誠之者人之道也) 하늘의
완전성, 성실성을 따르는 길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늘의 법칙 즉 天命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天命은 논리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인간 本性에 선행하지만, 인식
론적으로는 인간 본성이 天命에 선행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유
일한 것은 인간의 본성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식의 한계 너머에 있는 ‘물자체’와 같은 역
할을 하는 것이 天命이기 때문에, 天命은 그 자체로 인식 가능한 구성적(konstuktiv) 의미를
지닐 수는 없지만, 이념적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규제적(regulativ) 의미를 지닐 수 있다.
“喜怒哀樂이 發하지 않은 것을 中이라 하고, 發하여 모두 節度에 맞는 것을 和라고 한다.
中은 천하의 근본(大本)이요, 和는 천하의 공통된 도리(達道)이다. 中和에 이르게 되면, 天地
가 제 자리를 잡고 만물이 잘 자란다.”161) 中은 아직 未發의 상태이므로 일정한 體가 없기
때문에 오직 때와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을 뿐이며, 이렇게 해서 中이 발현된
것이 바로 평상(平常)의 이치(理)인 것이다.
中庸의 中에 대해서는 첫째는 未發 상태의 中의 측면을, 둘째는 已發 상태의 和의 측면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때 時中은 已發의 中을 의미하는데, 未發일 경우에는 時中이 문
제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未發의 中은 中이 發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中節이나 的中의 문제
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喜怒哀樂이 發한 이후에야 그것이 節度에 맞았느냐 아니냐 하
는 時中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중용에서는 未發의 中보다 已發의 的中이 더 중
요하다. 왜냐하면 未發의 中은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요청인데 비해서 已發의 中은 인식적,
실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록 天命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고 하더라도, 내재된 天命인 본성(性)을 구체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
절한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처럼 하늘의 진실함 그 자체를 본받아서 잘 유지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誠之의
과정이며, 이것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未發의 상태는 아직 특정한 상
황과 관계맺기 이전의 상태이므로 자신의 완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잠재태라고 할 수
있다. 發하게 되면 잠재태가 현실태로 발현된다. 中은 發하기 이전의 원초적 상태이고, 發하
여 상황에 딱 들어맞을 때 이것을 情之正이라고 한다. 喜怒哀樂의 情이 未發한 상태가 中이
고, 性이다. 發而皆中節해서 情之正한 것이 和이다. 性이나 中의 상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
161) 中庸 1장, 喜怒哀樂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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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喜怒哀樂의 잠재적 상태에 불과하기에, 性이 情보다 도덕적으로 우월다다고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둘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情의 未發상태인 性이 인간에게 선
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性은 그 자체로는 결코 인식할 수 없다. 오직 발
하여 節度에 맞을 때, 즉 情이 바름을 얻을 때(情之正)에만 우리는 性이 우리에게 내재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性이 발하여

中節될 때, 情之正될 때에만 우리는 性의 존재를 확

인할 수 있다. 孟子의 다음 구절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性, 즉 四德의 존재를 네
가지 감정이라는 端緖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性(四德)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
지 않다면 發而中節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發而中節의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未發된 中이 구체적 상황 속에서 中節된 時中의 도란 어떤 것인가? “군자는 그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행할 뿐이요, 그 이외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162) “부귀에 처하여서
는 부귀를 행하며, 빈천에 처해선 빈천에 마땅하게 처신하고, 夷狄에 처해선 夷狄에 마땅하
게 처신하며, 患難에 처해선 患難을 행하는 것이니, 군자는 들어가 자득하지 못하는 데가
없는 것이다.”163) “윗자리에 있어서는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아랫자리에 있어서
는 윗사람을 붙잡지 아니한다.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곧 원망함이 없
을 것이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아래로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164) “그러므
로 군자는 편안하게 처신하여 天命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일을 행하면서 요행을 바란
다.”165)

칸트에게는 개인적 경향성이나 자연 인과성을 과감히 떨치고 벗어날 때 도덕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처럼, 구체화 과정에서 사물과 접촉할 때 自私나 物慾을 떨쳐버리고 본
성에 따를 때 節度에 맞는 時中이 이루지는 것이다. 發하기 이전의 性과 中은 대상이 觸發
해서 생기는 喜怒哀樂 감정이 節度에 맞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 기
준은 發(觸發)이라는 사건과 더불어서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촉발이라는 사건이 없
는 性은 공허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칸트는 “감성이 없이는 어떤 대상도 우리에게 주어
질 수 없을 것이고, 오성이 없이는 아무 것도 사유되지 않을 것이다. 내용 없는 사고는 공
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166)고 표현했다. 發하지 않고 있는 물자체와 같은 선험
적 대상 X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성이라는 대상과의 접촉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에게 수용되어 감정을 불러일으
키고, 그것이 오성 개념을 통해서 올바로 파악될 때는 中節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中節
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성 자신이 판단의 주체이면서 판단의 객체가 되는 것이다. 판단의
주체와 객체는 모두 性 자신이다. 다른 어떤 초월적 존재가 性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를 판
단해 주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性 자신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내재적인 비판의 방식을 취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이 칸트와 中庸이 지니는 일치점이다.

7. 결론
공자는 論語에서 “性相近也 習相遠也” 구절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유사성 또는 보편성
162) 中庸 14장, 君子素其位而行 不願乎其外.
163) 中庸 14장, 素富貴 行乎富貴 素貧賤 行乎貧賤 素夷狄 行乎夷狄 素患難 行乎患難 君子無入而不自得焉
164) 中庸 14장, 在上位不陵下 在下位不援上 正己而不求於人則無怨 上不怨天 下不尤人
165) 中庸 14장, 故君子居易以俟命 小人行險以徼幸
166) KrV., B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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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한다. 인간의 성품은 서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본성이라고 해도 꾸준히
연마하거나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선한 본성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閑邪存誠이나 存性養心의 자세가 요구된다. 孟子는 공자의 이러한 인간본성론에
근거해서 性善說을 전개시킨다. 大學, 中庸에서도 正心, 誠意, 格物, 致知와 天命, 性,
道, 敎 모두 선천적 인간 본성에 바탕한 도덕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孟子에서는 良
知, 良能과 不忍之心을 강조한다. 惻隱之心, 羞惡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의 四端을 실마리
로 삼아서 仁義禮智의 四德의 존재를 밝혀나가는 것은 바로 칸트의 자유와 도덕법칙의 관계
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四端은 四德의 인식근거이며, 四德은 四端의 존재근거가 된다. 공자
의 도덕철학은 仁과 義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철저한 자율적, 도덕적 개인과 인간의 선천적
인 선한 본성의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칸트가 주장하는 인간의 자유와 실
천 이성에 근거한 도덕법칙, 도덕법칙에 대한 의무감 등은 공자의 一以貫之의 노력과 경험
을 통한 후천적 도덕이 아닌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덕철학과 근본적으로
닮아 있다. 공자는 외형적 측면보다는 내면적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천을 통한 양심,
본성의 발현을 강조하고 있다. 中庸은 未發된 中이 구체적 상황 속에서 中節된 時中의 道
란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매뉴얼이 아니라, 스스로가
판단하고 실천하는 도덕적 능력이다. 또한 도덕법칙의 내재성과 선천성은 四書와 칸트가
공유하는 공통의 토대이다. 칸트의 감성적 충동으로부터 독립된 도덕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과 四書에서 말하는 自私나 物慾에 가려진 良知 良能을 一以貫之나 存天理 去人慾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도덕적 완성을 실현하는 행위는 모두 인간 본성에 근거하고 있는 내재론
이다. 또한 칸트나 유가의 도덕성은 행위 결과에 근거하는 幸福論 또는 공리주의 도덕론이
아니라, 선한 인간 본성과 仁義 및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과 의무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칸트와 四書의 도덕주의는 경건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자는 끊임없는
도덕적 실천의 귀결을 從心所慾不踰矩라는 경지로 표현했다. 칸트 역시 영혼불멸과 신을 요
청함으로써 도덕의 왕국을 완성하고자 한다. 칸트의 도덕적 행위는 자연 인과성과 관련된
경향성, 동정적인 성격 등과 같은 물질적, 생리적 특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 인과성으로
이행할 때 생긴다. 마찬가지로 四書의 도덕성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性과 良知에 근거를
둠으로써 去人慾 存天理를 통해서 원래의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內在的이다. 칸
트의 도덕성은 인간의 경험적 성격의 근거에는 절대적 자발성으로서의 자유와 이성의 도덕
법칙이 내재되어 있다. 사서에서도 四德이나 仁義, 인간의 本心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은 외부 사물을 향한 習氣와 人欲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한 본성, 선천적 도덕법칙
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서와 칸트 도덕성의 근거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內在的이며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며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主觀的이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의 의미이며, 도덕성과 관련해서 주관
주의와 내재주의로 귀결된다. 四書의 도덕철학도 마찬가지로 선천적인 본성과 양심은 주
관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 주관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성으로서의 양심에 근거한 주
관주의이다. 물론 칸트와 四書는 동서고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단선적으
로 비교하는 것은 견강부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도덕성이란 시대와 사회를 초월
하는 보편성에 근거한다는 것도 하나의 진리이다. 그러기 때문에 칸트와 사서 사이에는
보편적인 유사성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유사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이 논문이 동서양의 도덕철학을 비교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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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논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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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발표문

中醫哲學의 강령과 생명정신의 세계
- 道醫와 儒醫의 變奏
김연재 (공주국립대학)

I. 문제의식의 발단
II. 中醫哲學과 道醫ㆍ儒醫의 경계
III. 命門學說과 생명의식의 체계
IV. 朱震亨의 相火論과 생명정신의 세계
V. 문제해결의 단초

1. 문제의식의 발단
역사적으로 볼 때 중의학은 중국의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문으로서의 중의학은
전통적으로 천문학, 철학, 생물학, 수학, 기상학, 윤리학 등의 학문과 관련을 맺어왔으며 이
러한 연관성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고 확충해왔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한의학은 서양
의학의 보완이나 대체의학의 일환으로서도 주목을 받기도 했다.
18세기 이후, 중국에 서양의 자연과학이 수용되면서 중국의 전통적 학문과 문화는 그 현
대적 활용에 관한 문제의식과 함께 위기의식이 점차 가중되었다. 이는 기존의 전통을 어떻
게 계승하면서 이를 현대화하는 과정에 맞추어 어떻게 이론적 체계를 재정립하는가의 문제
에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의학은 다른 학문들과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다.
중의학은 철학의 개념과 범주를 통해 이론적 체계와 그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중의학이 어떻게 철학적 방법론을 통해 이론적 체계를 구축했는가 하는 영역이 있
다. 철학적 사유는 중의학의 임상방법에 구체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인체의 형질과 정신의
다양한 변수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접근의 방법들 중의 하
나로서, 예를 들어 易學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법, 즉 易醫學의 분야가 있다. 그것은 음양
과 오행의 변증적 방식을 통해 取象歸類 혹은 取象比類의 원칙에 입각하여 藏象의 유기체적
이론을 확립한 것이다. 易學의 역사에서 한의학은 주역의 응용된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반면에, 한의학의 이론에서 보면 주역은 한의학의 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중의학의 인식론과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에 생명정신의 강령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
아시아의 고대사회에서 인간의 문명이나 문화는 자연계의 터전 속에서 얻은 인간의 총체적
경험, 즉 지식과 지혜의 산물이다. 자연계는 모든 생명체가 천체운행의 질서의 방식에 맞게
활동하는 자생력의 연결망이다. 이 연결망은 생명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끊임없이 죽어가는
순환적 활력의 세계를 특징으로 한다. 인간에게 세계의 실재(reality) 자체는 생명력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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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일련의 평형적 흐름이다. 그것은 물질, 에너지, 정보 등이 교류되는 일련의 유기적 연
결망을 형성한다. 유기적 연결망이란 모든 생명체가 존속하는 환경이 되면서도 그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만물은 생성되고 변화
하며 발전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
생명은 유기체의 내재적 본질 혹은 본성을 특징화한 것으로서, 생성, 성장, 활동 및 소멸
의 과정과 같은 끊임없는 생명력을 발휘한다. 끊임없는 생명력은 변화의 생동감으로 충만하
면서 新陳代謝와 世代交替를 통한 시작과 끝의 연속적 과정을 지닌다. 이 유기체적 흐름은
하늘과 땅의 수레바퀴에서 생명의 축과 그 움직임의 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생명의 축은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굴레로 받아들여진다. 삶과 죽음의 굴레는 시간의 흐
름으로, 그 굴레가 움직이는 일정한 궤적은 공간의 영역으로 인지된다. 인간은 시간의 不可
逆的 굴레로 움직이고 그에 따라 공간의 확장적 궤적을 남긴다. 생명이 유지되는 과정이 시
작과 끝의 기점, 즉 삶과 죽음의 굴레라면, 생명이 존속하는 과정은 삶과 죽음의 굴레가 週
期的으로 진행되는 지속적 궤적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축은 시공간성의 관계로 파악되고 삶
과 죽음의 굴레와 그 궤적이라는 생명의 연결고리는 인간의 내면적 세계에 들어와서 세계의
질서의식으로 고양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의 실재(reality)는 스스로 형성해나가는
開闢의 자율적 혹은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유기적이면서도 전일적인 자기생산성 혹은 자기
창조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생명의 흐름과 그에 따른 질서의식은 인간에게 삶의 형태와 방식에서 특별히 ‘의미있는
(meaningful)’ 관계로 나타난다. 이 ‘의미있는’ 관계가 시간성의 원리이다. 생명이 시작되면
순환적 과정이 시작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면 새로운 순환적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의 순환적 과정이 완성되면 또 다른 새로운 순환적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순환적 과정이 매번 시작될 때마다 그 이전 단계의 순환적 과정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체험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시간은 단순히 자연의 주기적 시간만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존재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관념적 성격의 시간이다. 전자가 직관적 체험에
따른 것이라면 후자는 인간사회의 활용성이나 효용성에 따른 것이다. 전자가 자연의 주기적
시간이라면 후자는 인문의 의식적 시간이다. 자연의 시간은 과거, 현재 및 미래가 섞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不可逆性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에, 인문의 시간은 과거, 현재 및 미래가 섞
이거나 되돌릴 수 있는 可逆性을 특징으로 한다. 전자가 생물학적인 질서의 성격의 시간이
라면 후자는 인간의 질서의식의 관념적 성격의 시간이다. 이 두 가지의 시간은 서로 밀접하
게 연관되기도 하고 또한 서로 구분되기도 한다.
천체의 운행에 순환의 주기적 방식이 있고 이것은 四時와 같은 단계적인 흐름으로 드러난
다. 이 단계적 흐름에 맞추어 생명의 규칙성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자연의 주기적 시간이다.
이러한 생명의 규칙성을 삶 전반에 적용하는 질서의식은 인문의 의식적 시간이다. 시간의
규칙성과 그에 따른 주기성은 생명활동의 원천으로서 특히 농업의 사회에서 1년, 12개월
등의 시간의 축으로 자리잡았다. 인간은 자연계의 순환을 바탕으로 하여 주기적 시간의 관
념을 설정하고 이를 ‘하늘과 땅의 마음(天地之心)’이나 ‘만물의 실정(萬物之情)’을 이해하는
관건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자연의 주기적 시간은 자연계의 질서의 규칙과 그 주기성과 같
은 생명활동의 원천으로서 특히 농업사회에서 1년, 12개월 등의 시간의 축으로 자리잡는다.
다른 한편, 인문의 의식적 시간은 六十甲子, 12년 주기의 本命年, 中醫學의 陰陽과 五行의
논법, 鄒衍의 五德終始說 등이 있다. 이는 인문의 의식적 시간을 인간사회에 효율적으로 활
용한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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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하늘과 땅으로 대변되는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인간은 사물들의 존재
양상과 같은 세계와의 일정한 관계, 즉 어떤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특정한 구
조나 질서를 이해하고 파악한다. 이러한 경험적 세계에서 인간은 생명의 존재를 깨닫고 생
명의 의의를 터득한다. 이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존재론적 토대 위에 생명의 가치에 관한 가
치론적 신념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생명정신의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생명이 실재
하는 현실의 바탕 위에 생명의 가치의 진정한 실재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생명체
들 사이에서 협동, 화해 및 상생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립, 긴장 및 충돌의 관계조차도 더
높은 단계의 조화나 화합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가치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생명의
원천, 生老病死의 문제, 사후의 세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 등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 생명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인간의 자각의식이 담겨있는 것이
다.167)
中醫哲學에서는 인체를 단순히 물리적 대상으로서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속에 담긴 시공간의 유기체적 구조에 관한 역동적 기제를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데에 중
점을 둔 것이다. 天人合一의 자연철학적 맥락에서 보면 중의철학에서는 우주의 자생적 질서
의 흐름 속에 인체가 변화하는 양상에서 접근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에서 연속성과 지속
성은 생명체의 자생적 질서의 화합적 차원에서 내재적 역동성의 생명정신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중의학과 중국철학의 역사적 관계에서 볼 때, 중의학을 접근하는 방법론이나 그것을
재해석하는 분석의 측면에서 중국철학의 사유방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 중의
학의 철학적 사유방식, 즉 중의철학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중의철학은 인체의 생명활동과
관련한 중의학의 본질, 이론적 강령 및 그 생명정신의 세계에 접근하는 일종의 방법론의 성
격을 지닌다.
이러한 방법론적 성격은 ‘巫醫同源’ 혹은 ‘易醫同源’ 혹은 ‘道醫同源’ 혹은 ‘儒醫同源’ 등으
로 표현된다. 그 중에서 중심적 용어는 ‘巫醫,’ ‘道醫,’ ‘儒醫,’ ‘術醫’ 등이다. ‘巫醫’는 巫人의
집단으로부터 의료의 직업적 분화와 전문화와 관련된다.168) 중의학의 이론은 형이상학적 측
면에서 보면 ‘道醫’라고 부를 수 있고 형이하학적 측면에서 보면 ‘術醫’라고 부를 수 있다.
더 나아가 ‘道醫’를 지식의 측면에서 접근할 때 이를 ‘儒醫’라고 부를 수 있다.169)
본고에서는 한의학의 역사에서 절정기였던 금원의 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학의학의 성격과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서구화된 術醫의 방법 이전의 사례, 즉 道醫와 儒醫의 관계
를 고찰함으로써 臟腑의 生理, 心理 및 病理의 현상들과 관련된 중의철학의 생명정신과 그
세계를 모색해볼 것이다. 특히 생명정신의 개념, 범주 및 강령을 철학적 사유방식, 즉 道醫
에서 儒醫로 심화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접근할 것이다.
道醫에서 儒醫로 심화되는 과정은 크게 주역의 太極觀과 卦象의 원리, 道家의 天一生水
說과 養生說, 漢代의 元氣自然說, 宋明理學의 理一分殊의 本體論的 원리 혹은 道學의 실천
적 강령 등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생명정신의 원리와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특히 송명의 시대에 들어오면 중의철학에서는 ‘道醫同源’의 성향을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167) 김연재, ｢《周易》的生命精神与生態價值觀 － “可持續發展(sustainable development)”的世界｣, 國際中國
學硏究 제16집 (2013), 208-211쪽.
168) 巫醫의 함의에 관해 何兆雄, 中國醫德史(上海: 上海醫科大學, 1987), 23-25쪽
169) 이들의 역사적 단계에 관해 程雅君, 中醫哲學史(魏晉至金元時期) 제2권
808-809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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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都: 巴蜀書社, 2010),

‘儒醫同源’의 성향을 나타낼 것인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양자의 경향은 실재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기보다는 그 양자 사이에 우선적 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中道
혹은 中和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淸代의 말기나 民國의 초기 이후부터 중의학에
서 중심의 추가 道醫나 儒醫에서 術醫으로 이동하였다. 術醫는 서양의 기계론적인 과학적
사고에 의해 중의학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중의학이 ‘重道輕器’의 입장에 있다면
현대의 중의학은 ‘重器輕道’의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中醫哲學과 道醫ㆍ儒醫의 경계
중의학의 역사적 발전에서는 中醫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지식과 지혜의 통합적 과정에서 접근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인 삶에 관한 합리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임상의 실천 속에서 치유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학적 사고와
인문적 정신이 만나는 中醫學의 지평이 있다.
중의학과 서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脚痛醫頭’의 관점과 ‘頭痛醫
頭, 脚痛醫脚’의 관점에서 좋은 대비가 된다.170) 전자는 ‘다리가 아프면 머리를 치료한다’는
입장인데 통증의 근본을 찾아내어 치료하는 성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면에 후자
는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치료한다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치료한다.’는 입장인데 통증
의 부위만 치료하고 그 근본은 치료하지 않는 성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전자가
중의학의 사고방식이라면 후자는 서양의학의 사고방식이다. 전자가 음양오행의 조화와 균형
을 바탕으로 하여 유기적 전체주의적 사고에 기본한다면 후자는 해부학의 지식을 기초로 하
여 환원주의적 사고에 기본한다.171)
최근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과학에서 자연생태환경의 문제와 관련하여 계통생물학 혹
은 계통생태학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유기적 전체주의적 사고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중의학과 그 사고방식, 즉 ‘脚痛醫頭’의 관점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중의학의 이론이 중국철학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중의학의 문제의식은 바로 중국
철학의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의철학사의 맥락에서 보면, 道醫의
정신, 儒醫의 이론, 術醫의 활용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동양
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제시된 中體西用이나 返本開新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
에서 중의학의 문제의식은 중의철학을 주위로 하여 논의된다. 중의철학은 두 가지 의미, 즉
醫道와 道醫를 지닌다. 醫道는 중의학의 道로서 넓은 의미의 중의철학이라면 道醫는 道家의
사상과 관련된 좁은 의미의 중의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의철학의 사유방식을 모색하기
않고는 중의학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心性의 수양과 인체의 生
理의 조화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를 의학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한의학
에서 哲理와 醫理의 합치를 통해 道理의 경지를 파악해야 참다운 醫道가 확립될 수 있다.
중의학은 인문과 과학이 융합되는 체계, 즉 과학적 사고와 인문적 정신이 만나는 이론을
지닌다. 중의학이 지향하는 경지, 즉 중의학의 道는 지식과 지혜가 만나는 융복합적 지평을
170) 이 말은 주자어류에 있는 “頭痛灸頭, 脚痛灸脚”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朱子語類卷114, 「朱子十一」:
今學者亦多來求病根, 某向他說, 頭痛灸頭, 脚痛灸脚. 病在這上, 只治這上便了, 更別討甚病根也?
171) 曹俊芳, 「全面理解中醫的哲學思想體系是中醫繼承與發展的重要基礎」, 亞太傳統醫藥 第4期(2005), 46-4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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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인체의 합리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임상의 실천 속에서 치유의 지혜
를 터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의학의 기저에는 철학이 있으며 심지어 중의학의 문제의
식을 중의학 자체에 두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중의학의 철학적 사유방식에 두기도 한
다. 이는 중의학의 독특한 이론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 중의학의 이론과 그 발전의 역사는
중국의 철학사의 발전과 맥을 함께 해오면서 동일한 세계관, 인생관, 우주관, 가치관 등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의학의 道는 의학과 철학의 관계 속에서 지식과
지혜의 지평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道와 術, 儒와 技 등의 범주와 이들의 관계로써 설명된다. 道가 형이상학적인 측면
을 가리키고 術은 형이하학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또한 技가 실제적인 임상의 내용을 지니
고 儒는 이론적인 지식의 내용을 지닌다. 그렇다면 中醫學의 지평은 道 혹은 儒로써 術 혹
은 技을 유도하고 術 혹은 技로써 道 혹은 儒를 담아내는 궁극적 경지라고 말할 수 있다.
儒道의 인문적 정신과 技術의 과학적 사고가 만나는 과정이 中醫哲學史의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인 것이다. 中醫哲學史의 시각에서 보면, 中醫學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術醫의 성격보다
는 道醫의 성격이 강하고 道醫의 성격은 더욱 심화되어 儒醫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172)
특히 道醫와 儒醫의 관계는 한의철학이 발전하는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중의학이
道醫, 특히 道家의 養生觀과 황제내경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이론적으로 儒醫로 심화되
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道醫는 원래 道家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한의학
에서 삶의 최고의 경지는 養生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생은 바로 인체의 생리적 현상과 관
련되며 그 중에서 마음의 평정이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眞人이나 神仙의 경지, 仙方의
처방이나 仙藥의 약제, 養生의 방법 등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金元의 시대 이전에 유명한 의사로는 扁鵲, 淳于意, 張仲景, 晉代에 葛洪, 陶弘景, 唐代에
孫思邈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道醫의 계통에 속한다. 금원의 시대에 들어와 金元四大家
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宋明理學, 특히 道學의 영향 하에서 道醫의 토대 위에 儒醫의 체계
를 발전시켰다.
송명시대에 유가의 도덕철학의 특징은 道學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道學의 성격은
학문의 본령과 그 실천의 내용을 밝히는 데에 있다. 道學의 세계관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
의 상관성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방법론의 형이상학적 논법이 있다. 유학자들은 道와 器,
형이상과 형이하, 理와 氣 등과 같은 본체 혹은 본질과 현상의 상관적 구조를 설정하고 이
를 全一論的 사유방식의 토대로 삼았다.
經學史에서 볼 때, 道學이 성립하는 과정은 전통적 유가의 도덕철학에 관한 정교한 이론
적 사유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즉 孔孟學의 道統意識의 흐름 속에서 유가경전의 내용에 관
한 義理의 함의를 찾아내어 윤리도덕문제에 관한 정당한 가치, 즉 도덕형이상학적 사유방식
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른바 도학의 이론체계는 주역, 四書 등과 같은 유가의 경전에
관한 학술적 재해석의 역사와 그 논증의 과정이다. 그것은 天理와 人欲, 道心과 人心 등의
관계를 통해 存心과 養性을 내용으로 하는 형이상학적인 토대와 전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道學’이라는 학술체제로 구현되었다.173)
程顥, 程頤 및 朱熹를 대표로 하는 도학에서는 天理라는 자연의 理法을 중심으로 하여 생
명의 이치와 그 도덕적 정당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호는 천리의
172) 程雅君, 中醫哲學史 제3권 明淸時期 (成都: 巴蜀書社, 2015), 308쪽
173) 道學의 내용에 관해 김연재,「역학적 사유에서 본 유가철학의 방법론 문제 – 정주학의 윤리학적 체계를 중
심으로」, 인문학연구 제23호(2013), 153-192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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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을 ‘生意’ 혹은 ‘生理’ 혹은 ‘春意’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과 천지만물의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識仁說을 제시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의학의 책에서 손과 발이 마비되는 것을 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가장 좋은 명언
이다. 仁한 사람은 천지의 만물을 일체로 생각하니 자기 자신이 아님이 없다. 인식하여
자신이 됨은 인식하니 어찌 이르지 않은 바가 있겠는가? 만일 자신에게서 있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과 발이 仁하지 않으면 기가 이미 관
통하지 못해 모두 자신에 속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널리 베풀어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이 聖人의 역할이다.174)
인체에서 손과 발의 마비는 經絡이 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락을 仁의 성격으로 비
유한 것이다. 仁이 우주 본체의 관계망을 인식하는 경락의 통로라는 의미에서 仁을 인식하
는 것은 인간이 천지의 만물과 일체를 이루는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仁은 生生不息하는 생
명의 본질과 그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식인설은 儒醫의 노선, 즉 醫儒同道에서 이해되며
더 나아가 이른바 “널리 베풀어 백성을 구제한다”는 仁術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175)
宋代 이후에 이른바 宋明理學, 특히 朱子學이 國學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한의학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중의학자들은 당시에 宋明理學 등과 같은 철학적 사조의 영향 하에
서 命門學說, 相火論 등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논의도 가능하게 되었다. 明代에 張介賓의 말
에서 道學의 중요성과 의의를 잘 알 수 있다.
(2) 본성과 천명의 도를 도와서 육성하는 것은 태극에 근본하고 만 가지 차이로 흩어진다.
본성과 천명이 있은 다음에 儒佛道의 三敎가 세워지고 본성과 천명이 있은 다음에 五倫
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造化라는 것은 본성과 천명을 연단하는 술사이다. 도학자는 본
성과 천명의 윤곽을 그리는 묵선이다. 의학의 약이라는 것은 본성과 천명을 도와서 육
성하는 것이다.176)
張介賓(景岳)은 命門을 太極에 비유하고 이를 통해 명문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였
다. 그는 음과 양은 동일한 기에 기본한다는 관점에서 水火命門學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명
문이 양쪽의 신장의 중간에 있어서 신장 전체를 총괄한다고 본다. 우선 그는 “태극이란 天,
地, 人의 마음이니 이른바 性命이다”177)라고 정의한다. 태극은 모든 존재의 본원 혹은 표준
혹은 중심으로서 性命과 같은 생명성의 원리이다.
중의학은 역사적 발전의 단계에서는 철학적 의학(哲醫)의 정신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
다. 孫思邈은 철학적 의학의 철학적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밝히고 있다.
(3) 그러므로 옛날에 철학적 의사는 오매불망 굽어보고 우러러보아 일반인과 같은 영역에
있지 않았으며 급박한 상황에도 의술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도 의
학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귀신과 감응하고 천지와 통하여 대중을 구제할
있으며 증빙에 근거할 수 있다.178)
174) 河南程氏遺書 卷第二上, 「二先生語二上」: 醫書言手足痿痺爲不仁, 此言最善名狀. 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
莫非己也. 認得爲己, 何所不至? 若不有諸己, 自不與己相干. 如手足不仁, 氣已不貫, 皆不屬己. 故博施濟衆,（注:
徐本聖作聖人.) 乃聖之功用.
175) 이러한 견해는 전통적으로 공자가 말한 “남쪽 사람의 말에 인간이면서 항상성이 없으면 巫醫가 될 수가 없
다고 하였는데, 훌륭하도다!(論語, 「子路」: 南人有言曰, 人而無恒, 不可以作巫醫, 善夫!)”는 표현이나 황제
내경에서 말한 “形氣가 자주 놀라 두려워하고 경락에 통하지 않으니 질병이 仁하지 않은 데에서 생겨난다.
(『黃帝內經ㆍ素問』, ｢血氣形志｣: 形數驚恐, 經絡不通, 病生於不仁)”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176) 張介賓, 『景岳全書』, ｢醫非小道記｣: 贊育夫性命之道, 本乎太極, 散於萬殊. 有性命然後三教立, 有性命然後五
倫生. 故造化者, 性命之爐冶也. 道學人, 性命之繩墨也. 醫藥者, 性命之贊育也.
177) 張介賓, 類經附翼: 太極者, 天地人之心也, 卽所謂性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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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철학적 의학의 정신은 바로 의학적 지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의학적 지혜란
바로 天人合一의 이념과 그 속에 담긴 생명정신이다.
한의학에서 생명의 문제는 精氣學說179)에 토대를 둔다.180) 고대의 세계관에 따르면, 하늘
과 땅 사이에 만물은 氣와 그 흐름의 과정, 즉 氣化로 이루어진다. 기와 기화의 과정은 精
氣, 元氣, 음양, 오행, 精神 등으로써 설명된다. 정기는 만물의 본원과 그 활동의 법칙에 활
용된다. 음양과 오행은 정기로 이루어진 만물과 그 활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의 현상
들의 속성과 그 상호관계에 활용된다.
精氣는 모든 생명체의 유기적 활동의 토대로서 元氣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적 물질을 가리키기도 하고 生殖의 기능의 본질을 가리키기도 한다. 특히 생
식의 기능은 신장에 있는 精氣의 상태에 달려있다. 특히 精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넓은
의미의 정은 오장육부에 퍼져있어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돕는 영양의 물을 가리킨다. 반면
에 좁은 의미의 정은 생식의 기본적 물로서 생명체의 가장 요체가 되는 순수한 물질의 응결
체를 가리킨다. 또한 좁은 의미의 정은 선천적 정과 후천적 정으로 나뉜다. 특히 생명의 근
원으로서의 선천적 정은 신장에 저장되어 있어 신장에 있는 정은 생명활동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신이 서로 결합하여 형체를 이루는데 항상 신체보다 먼저
생기는데 이것이 정이라고 말한다.”181) 정은 인체의 근본으로서 인간이 태어날 때 제일 먼
저 생겨나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을 정이라고 말하고 두 가지 정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일
러 신이라고 말한다.”182) 인체에서 생식능력의 물질이 정이고 암성의 정과 여성의 정이 서
로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신장에 있는 정은 선천적으로 인체의 생장,
발육 및 생식의 물질적 기초이라는 점에서 신장이 선천성의 근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장은 선천적 정을 보관하므로 선천성의 질병의 증세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
신장을 중시하는 것이다.
특히 黃帝內經의 ｢上古天眞論｣에서는 인간의 생장과 발육 및 신장의 정기의 관계를 설
명하는 데에 天癸라는 비유를 사용한다. 천계라는 말에서 天은 선천을 가리키고 계는 天干
에서 壬癸의 계를 가리킨다. 임계는 바로 오장에서 신장에 비견된다. 그러므로 계는 신장의
水로서 元陰을 의미한다. 천계는 인체의 발육과 성숙을 촉진하고 생식의 기능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천계는 신장에 있는 정기가 생성된 것으로서 신장에 정기가 일정한 정도로 충
만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천계의 발육이나 고갈은 신장 안에 있는 정기의 왕성함과
쇠약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水는 모든 존재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水가 천지의 근원으로서 오행에서는
수의 行이 우선하며 成數의 시초이다. 수 개념은 상서의 ｢오행전｣에 나온다. 즉 “천1이
수를 낳고 지2가 화를 낳고 천3이 목을 낳고 지4가 금을 낳고 지6이 수를 낳고 천7이 화를
낳고 지8이 목을 낳고 천9가 금을 낳고 천5가 토를 낳는다.”183) 이외에도 郭店에서 출토된
竹簡本 太一生水에서는 “천지란 태일이 낳은 것이므로 태일은 水에 간직되어 있으며 때
17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卷28, ｢脈法｣: 是以古之哲醫, 寤寐俯仰, 不與常人同域, 造次必於醫, 顚沛必於醫, 故
能感於鬼神, 通於天地, 可以濟衆, 可以根據憑.
179) 管子에 등장하는 精氣의 개념에서 유래한다.
180) 金光亮, 黃帝醫道: 中醫基本原理解讀 (北京: 人民軍醫, 2014), 11-18쪽
181) 黃帝內經ㆍ靈樞, ｢決氣｣: 兩精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182) 黃帝內經ㆍ靈樞, ｢本神｣: 生之來謂之精, 兩精相搏謂之神.
183) 尙書大傳, ｢五行傳｣: 天一生水, 地二生火, 天三生木, 地四生金. 地六成水, 天七成火, 地八成木, 天九成金,
天五生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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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해진다.”184) 또한 관자의 ｢수지｣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란 천지를 모아
서 만물에 간직되니 만물이 이로써 생겨나지 않은 것은 없다.”185) 만물은 수에서 생겨나고
인간도 처음에 수에서 생겨난다. 여기에서 생명은 수의 물질성과 관련이 있다. 생명의 활동
에서 그것이 모여서 臟器와 體形의 구조를 이루고 움직여서 생명활동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
다. 또한 臟腑가 생명활동의 핵심이라면 精神은 생명활동의 표지이다.
일반적으로 기화의 원칙에 관한 기본적 강령은 “형체는 氣로 귀결되고 기는 精氣로 귀결
되며 정기는 氣化로 귀결된다”186)의 명제에 담겨있다. 인체의 기화는 생명력이 충만한 일련
의 평형적 흐름으로서, 인체의 구조적 형태 속에 정기의 원리와 氣血의 순환적 과정과 같은
생명의 활동과 관련된다. 이러한 인체의 기화는 天人感應 혹은 天人相應의 원칙, 역동적인
유기적 연결망, 시간성의 흐름, 비유적 상의 인지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생명의 질서
와 그 현상의 맥락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신진대사나 세대교체의 과정은 물질,
에너지, 정보 등이 교류되는 일련의 역동적인 유기적 연결망을 구성하며 이것이 생장, 발육,
쇠약 및 사망과 같은 일련의 시간성의 不可逆的 흐름으로 파악된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존
속하는 환경이 되면서도 그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이다. 또
한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은 해부의 분석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 상의 인지를 통해 관
찰하고 추리함으로써 병증이나 양생의 문제에 관해 진단의 방식을 찾아내고 치료의 방법도
도출해내는 것이다.
또한 생명활동의 과정에는 氣機와 氣化의 범주가 있다. 氣機가 생명활동의 움직임이라면
이 움직임의 과정이 바로 氣化이다. 그러므로 기화는 인체의 생명활동의 현상을 이해하는
관건이다. 기화의 과정은 인체의 新陳代謝에서 水液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방광이란 물이
모이는 곳과 제방의 관리이고 진액의 저장고이니 기화하여 배출될 수 있다.”187) 수액의 흐
름은 방광에서 수액을 배설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 방광에서 기화의 배출은 신장의 기
능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화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명의 현상, 즉 신진대
사의 과정으로 발현되는가의 문제는 신장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이 인체에서 생명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의 척도 혹은
관문, 즉 命門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인체에서 생명의 활동과 생명의 현상은 命門의 본
질이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한의학에서 주목하는 정기학설과 그와 관련한 음양과 오행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道와 器
혹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범주에서 보면 ‘重道輕器’의 입장에 기반한다. 臟器의 내부에
관한 해부학과 같은 기술적 수단의 한계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類比的 사유에 입각하여, 특
히 비유적 象의 방식을 활용하여 생명의 본령, 생명의 활동, 그 생리적 기능 및 특징을 설
명하였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藏象이론이다. 이 이론은 인체의 오장육부와 그 밖의
생체조직의 器官이 운용되는 유기체의 연관과 그 특징에 주목한 것이다. 장상의 이론은 넓
은 의미에서는 장부, 경락, 정기, 정신의 작용 등을 자연계의 구조와 연관시킨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장부의 기능, 특성 및 그 상호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장과 육부
의 유기적 관계에서 오장은 정기를 간직하는 것을 주관하고 육부는 수곡을 전달하는 것을
주관한다.
184) 竹簡本 太一生水: 天地者, 太一所生也, 是故太一藏於水, 行於時.
185) 管子, ｢水地｣: 水者集天地而藏於萬物, 萬物莫不以生.
186) 黃帝內經ㆍ素問, ｢陰陽應象大論｣: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187) 黃帝內經ㆍ素問, ｢靈蘭秘典論｣: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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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른바 오장이란 精氣를 저장하여 흘려보내지 않으므로 계속 채워지기는 하지만 가득
차지 않는다. 육부란 음식물을 전달하지만 저장하지 않으므로 가득 차기는 하지만 계속
채워질 수 없다.188)
여기에서 오장과 육부는 각각 저장과 배출의 생리적 기능을 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지닌다. 이러한 관계는 장상의 이론에서 설명될 수 있다.
명문학설은 藏象의 이론의 흐름에서 이해된다. 오장육부는 질병의 유형을 분석하고 파악
하는 통로이다. 장상의 이론은 黃帝內經ㆍ素問에 등장하는데, 장부의 조직의 기관과 관계
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藏象의 이론은 인체 내부의 장기가 어떻게 인체 외부의 증상으로 나
타나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병증과 진단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는 인체 안에 있는 내부의 장기는 외부의 증상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장개빈은 藏象의 용어를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5) 상은 형상이다. 장은 안에 있는데 형체가 외부로 드러나므로 장상이라고 말한다.189)
장은 인체 내부의 장기를 말하고, 상은 인체 상에 드러난 증상을 말한다. 장상설은 인체 안
에 있는 내부의 장기는 외부의 증상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방식
에서는 인체 상에 일련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병증을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닌다. 장상은 내부의 장기를 외부의 형상으로 인지하는 유비적 사유의 방법론 중의 하나
이다. 즉 외부로 드러나는 각종의 생명의 형상과 현상으로부터 내부의 장부의 기능과 그 밖
의 조직의 기관을 분석하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장의 상은 유
추할 수 있다”190)고 말한다. 이는 장부를 구체적으로 해부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장부
의 기관에 있는 내부의 구조와 기능을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유비적으로 유추함으로써 진단
과 치료에 활용하는 방식인 것이다.
예를 들어, 장상의 이론에서는 인체를 음과 양의 양상으로써 생리(生理)의 유기적인 기제를
설명한다.
(6) 인체의 음양에서는 등을 양이 되고 배는 음이 된다. 인체의 장부에 있는 음양에서는 장
은 음이 되고 부는 양이 된다.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의 오장(五臟)은 모두 음이 되고,
쓸개,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위의 윗부분)의 육부(六府)는 모두 양이 된다.191)
인체의 장부는 기질의 변화에 따라 감정의 생리적 기능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生理의 관계
는 음과 양이 줄어들면 늘어나고 가득 차면 비워지는(消息盈虛) 변화의 양상으로 해석되고,
이것으로써 인체의 일련의 순환과정이 올바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이 병이고 이를 진단하는 것
이 병증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과 양의 양상을 살피는 것, 즉 관상(觀象)은 인체
의 생장과 유지를 위한 생리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단서로서, 인체의 병증을 규명하는 데에
병리의 속성을 관찰하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 이는 천도(天道)의 순환과정과 인체의 구조적
형태를 연관시키고, 기후의 변화를 감정의 변화로 환원시킨 결과인 것이다.

188) 黃帝內經ㆍ素問, ｢五臟別論｣: 所謂五藏者, 藏精氣而不寫也, 故滿而不能實．六府者, 傳化物而不藏, 故實而
不能滿也．
189) 張介賓, 類經附翼: 象, 形象也. 臟居於內, 形見於外, 故曰藏象.
190) 黃帝內經ㆍ素問, ｢五臟生成篇｣: 五臟之象, 可以類推.
191) 黃帝內經ㆍ素問, ｢金匱眞言論｣: 言人身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 言人身之藏府中陰陽, 則藏者爲陰, 府者爲
陽, 肝心脾肺腎五藏, 皆爲陰,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六府, 皆爲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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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命門學說과 생명의식의 체계
藏象의 이론과 관련하여 역대로 논쟁거리가 되어온 문제들 중의 하나가 명문학설이다. 명
문학설의 논점은 인간이 생명의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에 있다. 명문
은 인체에서 유기체적 생명의 활동의 원동력의 소재이다. 인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며 어
떠한 중심적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는 인체의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명문의
논의는 바로 생명의 본질과 생리의 현상 전반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命門學說은 生理, 病理, 診斷, 治療 등에 관한 한의학의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이다. 이
논제에는 명문의 형태, 위치, 기능, 신장과의 관계 등을 논하는 과정에서 藏象의 이론적 논
리를 발전시켰다. 명문의 용어가 유래되는 문제와 명문학설이 정립되는 과정은 나누어진다.
원래 명문이라는 용어는 황제내경·靈樞에 처음 등장한다. 황제내경·靈樞의 「根結」편에
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양은 지극한 음에 뿌리를 두고 명문에서 응결된다. 명문이란
눈이다.”192) 여기에서 명문은 인체의 臟腑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눈(目)의 器官과 관련된
睛明穴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아직 五臟六腑와 관련된 명문학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
는다. 이것은 秦漢代 이후에야 藏象이론의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명문학설에서 명문의 개념은 최초로 難經의 命門原氣說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명
문을 신장 혹은 콩팥의 臟器와 관련시킨다.
(7) 오장에 육장이 있다는 것은 신장에 두 가지 臟器가 있는 것이다. 그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명문이다. 명문이란 精氣와 神氣가 머무는 곳인데, 남자는 정기를 간직하고
여자는 胎胞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기가 신장과 통한다. 그러므로 장에 여섯 가지가 있
다고 말한다.193)
오장 중의 하나인 신장 속에 명문의 영역이 하나 더 있으므로 이들을 총합하여 육장이라고
도 부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명문의 소재와 기능이다. 명문은 신장의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생명의 氣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것은 신장의 生理的 기능과 밀접한 모종의 관념성을 지닌 생명의 관문이다. 이는 후대에
태극의 개념, 음과 양, 體와 用 등의 범주와 관련한 명문학설의 중요한 典據가 된다.
명문학설은 金元의 시대에 ‘金元四大家’, 즉 劉完素, 張從正, 李東垣(李杲), 朱丹溪에 의해 이
론적 토대가 이루어졌다. 명문학설은 유완소가 창안한 命門相火說에 관한 논의를 거치면서
정립되기 시작했다. 命門相火說은 黃帝內徑ㆍ素問의 「天元紀大論」편에 있는 五運六氣이
론에서 “군화로써 밝히고 상화로써 위치지운다(君火以明, 相火以位)”의 내용을 인체의 장상
이론에 도입한 것이다. 오운육기설이 없으면 금원의 시대에 중의학은 없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중시되었는데, 특히 오장에서 군화는 심장을 가리키고 상화는 명문을 가리킨다. 體
用一源의 관계에서 보자면, 군화의 심장은 氣의 體가 되는 반면에, 상화의 신장은 오장육부
의 氣의 用이 된다. 君과 相의 火가 조화를 이루어야 장부가 온후하고 기혈이 좋아지고 경
락이 잘 흐르고 생리적 기능의 유기적 활동이 활발하게 됨으로써 인체가 생명의 활동을 하
는 데에 원동력이 된다.194)
192) 黃帝內徑ㆍ靈樞, 「根結」: 太陽根於至陰, 結於命門. 命門者, 目也.
193) 難徑ㆍ三十九難: 五臟亦有六臟者, 腎有兩臟也. 其左爲腎, 右爲命門. 命門者, 謂精神之所舍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系胞. 其氣與腎通, 故言臟有六也.
194) 陳明, 「從《傷寒論》解讀“君火以明, 相火以位”及其臨床意義」, 中華中醫藥 제28집, 4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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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사유에서 형이상학적인 관념론의 논변 중에서 하나로서 태극 개념이 있다. 그것은
「계사전」의 “易有太極”의 章을 단서로 하여 天文의 원리에 입각하여 人文의 방식을 설명
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활용되었다. 여기에는 자연현상의 본원, 활동 및 변화의 경험적 구조
뿐만 아니라 우주의 심층적인 관념적 구조도 함축하고 있다. 한대의 시대정신이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에 태극의 개념과 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漢代부터 태극 개념은 卦象
의 영역을 넘어서 보다 근원적 혹은 본원적 어떤 것으로 이해된다. 우주의 본원과 그 파생
의 과정에 대한 인식에서 태극과 그 전개과정은 천지의 文理, 즉 세상의 모든 만사만물의
본원과 생성 및 그 변화의 원리로 확대 재해석되었다. 특히 태극이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논변은 만사만물의 존재론적 방식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었다. 그 존재론적 방식을 어
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는 학자들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예를 들어, 태극 개념
은 한대에 미분화된 元氣로, 王弼에게 虛無의 본체로, 周敦頤에게 無極의 실체로, 邵雍에게
先天的 형식으로, 주희에게 (天)理로 해석되었다.
「계사전」의 “易有太極”의 章에서 비롯하여 漢代의 太極元氣說, 특히 周易參同契의 乾坤
坎離四卦說이나 月相納甲說을 거쳐서 북송시대에 周敦頤의 太極圖說에서 무극을 시작으
로 하여 태극, 動靜, 음양 및 五行의 단계는 우주의 생성의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태극의
우주론적 영역과 대비되는 人極의 가치론적 영역을 설정하여 인간의 생명성과 그 생성의 원
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송시대에 주희는 태극의 理에 의거하여 모든 존
재의 본원과 그 파생의 방식에 관해 본체론적 논변을 피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를 관장하는 모종의 인체의 관념적 구조를 상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에 태극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朱熹의 태극관195)의
영향을 받아 朱震亨은 “인체는 각각 하나의 태극이 있다(人身各有一太極)”는 관점을 제시하
였는데, 이는 명문학설의 형이상학적 논의의 단초가 되었으며 易醫學의 영역을 확충하는 계
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金元시대 이후에 명문학설은 본격적으로 臨床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학파들이 생
기게 되었다. 특히 명문의 이론에 관한 문헌상의 모호성과 그에 대한 명문학설의 입장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학파들이 생기게 된다. 명대에는 명문학설이 절정에 이른 시기이
다. 虞摶, 李時珍 등이 명문학설의 기초를 세웠다면 孫一奎, 趙獻可, 張景岳 등은 후대의 명
문학설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孫一奎는 太極命門說 혹은 動氣命門說로, 趙獻可는 君
主命門說로, 張介賓은 水火命門說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선, 이시진은 명문의 위치와 그 기능에 대한 서술은 후대에 영향력이 컸다. 이시진은 
本草綱目에서 명문, 삼초 및 원기의 관계에서 관문은 생명이 형성되는 본원으로 여기는 반
면에, 삼초나 원기가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임을 밝힌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8) 삼초란 원기의 특별한 사신이고 명문이란 삼초의 본원이다. 대개 하나는 근원이고 하나
는 말단이다. 명문은 머무는 곳간을 가리켜 이름을 붙인 것으로서 정기를 간직하고 胎
胞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삼초는 나뉘어 다스리는 부분을 가리켜 이름을 붙인 것이
195) “이것은 만물을 합하여 말하면 하나의 태극으로서 일체가 된다. 근본에서부터 말단까지 실제적으로 하나의
理이지만 만물은 그것을 분별하여 본체로 삼는다. 그러므로 만물에는 각각 하나의 태극이 있고 크고 작은 사
물에는 각각 일정한 분별이 있지 않음이 없다.” (朱熹, 通書解, ｢理性命｣: 是合萬物而言之, 爲一太極而一也.
自本而之末, 則一理之實, 而萬物分之以爲體. 故萬物之中各有一太極, 而小大之物, 莫不各有一定之分也.) 천지만
물은 그 동일성을 말하자면 하나의 태극 즉 ‘본체’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그 차별성을 말하자면 각각 태극을
부여받아 자신의 본성의 ‘본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태극의 동일성과 차별성 즉 “理一分殊”의 원칙에 따
라 만물이 존재하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 60 -

니 나쁜 열을 내보내는 관리이다. 대개 하나는 體로써 이름붙이고 하나는 用으로써 이
름을 붙이니 그 체는 지방이 아니고 살도 아니며 흰 막이 안에 있고 일곱 가지 절골의
옆에 있으며 신장 양쪽 사이에 있으며 두 가지가 척추 뼈와 연결되고 아래로 두 가지
신장과 통하고 위로 심장과 폐와 통하며 뇌로 이어지며 생명의 근원이고 상화의 주축이
고 정기의 곳간이다196)
인체에서 명문의 위치와 그 기능은 후대에 영향력이 켰다. 그러므로 그에게 명문은 “상화의
근원이고 천지의 시작이고 정기를 간직하여 혈을 생기게 하니 내려가면 누출되고 올라가면
납이 되며 삼초의 원기를 주관한다.”197)
孫一奎(1522—1619년)는 명대에 명문학설의 3대가 중에서 처음으로 명문학설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醫旨緖餘에서 당시에 宋明理學의 중요한 논제인 太極과 陰陽 혹은 動靜의
관계에 착안하여 명문학설의 이론 체계를 세운다. 그는 송대에 철학적 논변의 주제, 예를
들어 無極과 太極, 태극과 陰陽 혹은 動靜, 先天 등의 개념과 범주를 빌어 인체의 본령에
관한 太極命門學說을 제시하였다. 그는 “명은 움직이는 기라고 말하고 또한 본원적 기라고
말한다.(命曰動氣，又曰原氣)” 그는 신장 중간에 있는 기를 인체의 태극으로 여기고 이것인
명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형질을 지닌 臟器가 아니라 동맥이나 경락과 관련되지만 그 이
상의 어떤 것을 가리킨다. 이는 낳고 낳아 멈추지 않는(生生不息) 造化의 중추(樞紐)이자 음
양의 근본이다.
그는 명문의 기능을 본원적 기(原氣)와 원동적 기(動氣)로 나누어 설명한다. 본원적 기는
생명의 출생과 그 본질과 관련되는 반면에, 원동적 기는 호흡 등과 같은 생리적 기능과 관
련이 있다고 본다. 본원적 氣가 先天에서 나온다고 보고 여기에서 호흡의 작용이 가능하다
도 본다. 태극의 본원이라는 역학적 맥락에서 그는 역학과 의학의 관계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9)

주역을 모르는 것은 태의를 말하기에 부족하다. 오직 이치의 정미함을 터득해야만이
주장의 확고함을 세우는 것이고 만세를 통하여 가려짐이 없는 것이다. 저 의학을 알지
만 주역을 모르는 것은 한쪽에 얽매이는 학문이며 작은 도로써 의학을 보는 것은 卜
筮로써

주역을 보는 것이므로 역시 좁게 헤아리는 식견이며 일부분적인 관찰이니,

어찌 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충분하겠는가?198)
이는 孫思邈의 易醫觀에 의거하여 한의학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손일규는 주역의 지혜
와 의학의 지식이 만나는 易醫學의 圓融貫通的 세계가 중요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주돈이의 태극도설에 관한 손일규의 해설에는 주역, 주희의 태극도설해, 丹書의 계
통의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다. “하나의 사물이 하나의 태극이고(一物一太極)” “오행이 하
나의 태극이며(五行一太極)”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태극이다(男女一太極)”라고 생각한다.
그는 태극이 우주의 이치이자 모든 존재의 본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손일규는 본원적 기와 명문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는 두 개의 신장의
사이에 있는 명문의 본원적 기가 바로 태극에 해당한다고 본다. 본원적 기는 음과 양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원시적 혼돈의 기를 가리킨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6) 李時珍, 本草綱目: 爲生命之原, 相火之主, 精氣之府.
197) 李時珍, 本草綱目: 爲相火之原, 天地之始, 藏精生血, 降則爲漏, 升則爲鉛, 主三焦元氣.
198) 孫一奎, 醫旨緖餘, 「不知易者不足以言太醫論」: 不知易者, 不足以言太醫. 惟會理之精, 故立論之確, 即通之
萬世而無敝也. 彼知醫而不知易者, 拘方之學, 一隅之見也. 以小道視醫, 以蔔筮視易者, 亦蠡測之識, 窺豹之觀也,
惡足以語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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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문은 양쪽의 신장의 중간에 있는 움직이는 기로서 水도 아니고 火도 아니니 造化의
중추이고 음양의 근간이니 先天의 태극이다. 오행은 이로부터 생겨나고 장부는 서로 이
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만약 수에 속하고 화에 속하고 장에 속하고 부에 속한다면 유
형의 물건이므로 외적으로 마땅히 경락과 동맥이 있어야 하고 진찰에서 형태로 나타나
야 한다.199)
그는 명문을 두 개의 신장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기로 본다. 그는 命門과 相火의
관계에 관해 坎卦의 卦象(☵)처럼 두 개의 신장이 두 개의 음으로 보고 그 가운데에 있는
양을 명문으로 본다. 이는 명문이 坎卦에 있는 하나의 양이 두 개의 음에 빠져있으니 坎 속
의 참된 양(眞陽)에 속하는데 水는 올라가고 火는 내려가는 것과 같은 생명력의 근본이 된
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참된 양은 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1)감괘 속에 양은 바로 두 개의 신장 가운데에 있는 움직이는 기이다. 이를 일러 양이라
고 말하면 옳지만 화라고 말하면 옳지 않다.200)
그는 離卦(☲)와 坎卦의 관계를 통해 명문의 본령을 설명한다. 邵雍의 後天八卦圖에 따르면,
離卦는 남쪽에 있고 火에 속하며 두 개의 양효 속에 하나의 음효가 있는 형상을 지닌다.201)
그러나 명문은 坎卦의 卦象처럼 두 개의 신장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양을 명문으로 본다.

이 하나의 양은 바로 본원적이면서도 움직이는 기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명문과 두 개의 신
장과의 관계에서 신장이 수를 주관하고 음에 속하는 반면에 명문은 相火에 의탁하고 양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명문의 속성을 근거로 하여 ‘조화의 중추’,
‘음양의 근간,’ ‘先天의 태극’의 표현을 사용한다.
기는 인체에서 생명의 활동의 기본적 토대를 가리키고 상화는 인체에서 움직이는 기를 가
리킨다. 음양의 관계에 따른 기의 움직임은 화의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기는 물질
성과 기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의 命門元氣說에서는 임상의 경우에 명문의 원기를 잃
으면 삼초의 원기를 잃게 되어서 병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다. 치료의 경우에도 명문의 움
직이는 기는 생명의 生生不息의 근본으로서 삼초를 相火가 된다.
손일규는 명문이 구체적인 장기의 유형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무형의 ‘어떤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만약 수에 속하고 화에 속하고 장에 속하고 부에 속한다면 유형의 물건이므로 외적으로
마땅히 경락과 동맥이 있어야 하고 진찰에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202)
손일규는 명문이 양쪽 신장 사이, 즉 眞水와 相火 사이에 움직이는 역동적 성격의 氣라고
규정한다. 이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명문을 혈맥이나 경락과 같은 형질의 臟器가 없는 臟

199) 孫一奎, 醫旨緖餘, 「命門圖說」: 命門乃兩腎中間之動氣, 非水非火, 乃造化之樞紐, 陰陽之根蒂, 即先天之太
極, 五行由此而生，臟腑相繼以成. 若謂屬水屬火屬髒屬腑，乃是有形之物, 則外當有經絡動脈而形於診.
200) 孫一奎, 醫旨緖餘, 「命門圖說」: 坎中之陽，即兩腎中間動氣，謂之陽則可，謂之火則不可.
201) 이는 도교의 內丹術, 특히 周易參同契의 乾坤坎離四卦說이나 月相納甲說에 기반한다. 坤內乾外의 방식은
天地의 體를 상징하고 坎離로써 日月이 음과 양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운행의 用을 상징한다. 인체에서는 리는
心腸의 火이고 감은 腎臟의 水이다. 감과 리가 둥근모양의 테두리이고 수와 화가 이미 구제하니 인체의 생리
상태가 정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공법을 써서 조절을 해야 한다. 단의 화로(丹爐)에서 투입된 약물
에도 감과 리의 구별이 있다. 예를 들어, 홍(汞)은 감이고 연(鉛)은 리이며, 감은 동쪽에 있고 리는 서쪽에 있
다. 28수에 있는 동쪽과 서쪽을 두 가지 상으로써 그것을 비유하였다. “용의 삼킴과 호랑이의 골수, 호랑이의
호흡과 용의 정기(龍呑虎髓, 虎吸龍精)”의 논법은 감과 리가 서로 합하는 것을 비유함으로써 연단술을 이해한
것이다.
202) 孫一奎, 醫旨緖餘: 命門乃兩腎中間之動氣, 非水非火, 乃造化之樞紐, 陰陽之根蒂, 即先天之太極, 五行由此而
生，臟腑相繼以成. 若謂屬水屬火屬髒屬腑，乃是有形之物, 則外當有經絡動脈而形於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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腑의 근본적인 것, 즉 생명의 근원이라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헌가는 醫貫에서 손일규처럼 易의 이치를 활용하여 명문의 위치와 기능을
설명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3)...... 이름은 명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참된 군주이고 참된 주축이며 하나의 몸의
태극이고 볼 수 있는 형체가 없고 양쪽의 신장의 중앙이며 그 편안한 주택이다.203)
그에게도 명문은 특정의 장기가 아니라 인체를 주관하는 비가시적인 무형적 어떤 것이다.
그것은 인체의 태극으로서 선천을 주관한 體이며 후천을 유행시키는 用을 지닌다. 이러한
명문을 설명하는 데에 유비적 사유와 體用의 범주를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헌
가는 “명문은 양쪽의 신장 사이에 있어서 인체의 몸에 陽氣의 참된 火이다”204)라고 말한다.
張介賓(景岳)은 命門을 太極에 비유하고 이를 통해 명문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였
다. 그는 음과 양은 동일한 기에 기본한다는 관점에서 水火命門學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명
문이 양쪽의 신장의 중간에 있어서 신장 전체를 총괄한다고 본다. 우선 그는 “태극이란 天,
地, 人의 마음이니 이른바 性命이다”205)라고 정의한다. 태극은 모든 존재의 본원 혹은 표준
혹은 중심으로서 性命과 같은 생명성의 원리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4)명문은 양쪽의 신장 가운데에 머무니 인간 몸의 태극이니 태극에서 양의를 낳고 수와
화가 갖추어져 있고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이 연계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을 받는
처음이 되고 性命의 근본이 된다.206)
이는 기존의 이론처럼 명문을 인체의 태극으로 보고 이것이 음양, 오행 및 정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현상에서 음과 양의 변화의 법칙이 있는 것처
럼 명문에는 수와 화의 변화의 원칙이 있다. 수는 元陰, 眞精이고 화는 元陽, 眞陽이다. 수
와 화가 배합하여 생명의 기제를 작동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명문은 생명의 기제가 작동하
는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명문의 生氣를 乾卦와 坤卦로 비유하여 그 본원적 성격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15)명문에는 살아있는 기(生氣)가 있는데 이것이 건의 원의 멈추지 않는 幾微이니, 생명이
없으면 멈춘다. 대개 양은 움직임을 주관하고 음은 고요함을 주관하며(主靜), 양은 올라
감을 주관하고 음은 내려감을 주관한다. 오직 움직여야만 올라가므로 양이 살아있는 기
를 얻는 것이다. 오직 고요해야만 내려가므로 음이 죽은 기(死氣)를 얻는 것이다. 그러
므로 건의 원의 기는 아래에서 시작하여 위에서 왕성하니 올라가면 살아있는 것으로 향
한다. 곤의 원의 기는 위에서 시작하여 아래에서 왕성하니 죽는 것으로 향한다. 그러므
로 양은 子(北 혹은 水)의 중앙에서 태어나 앞으로는 올라가고 뒤로는 내려가고 음은
午(南 혹은 火)의 중앙에서 태어나 앞으로는 내려가고 뒤로는 올라가는 것이다.207)
그는 명문 자체에 수와 화가 있으며 이를 乾과 坤의 성격, 즉 음과 양 혹은 子와 午 의 관
계로 설정한다. 그는 명문의 火는 眞火로서 인체의 양기를 총괄하는 반면에, 명문의 水는
203) 趙獻可, 醫貫: ..... 名曰命門, 是爲眞君眞主, 乃一身之太極, 無形可見, 兩腎之中, 是其安宅也.
204) 趙獻可, 醫貫: 命門在兩腎之間，爲主持人體一身陽氣的真火.
205) 張介賓, 類經附翼: 太極者, 天地人之心也, 卽所謂性命也.
206) 張介賓, 類經附翼: 命門居兩腎之中, 即人身之太極, 由太極以生兩儀, 而水火具焉, 消長系焉. 故爲受生之初,
爲性命之本.
207) 張介賓, 景岳全書, 「傳忠錄下」: 命門有生氣, 即乾元不息之機也, 無生則息矣. 蓋陽主動, 陰主靜, 陽主升,
陰主降. 惟動惟升, 所以陽得生氣. 惟靜惟降, 所以陰得死氣. 故乾元之氣, 始於下而盛於上升, 則向生也. 坤元之氣,
始於上而盛於下降, 則向死也. 故陽生子中而前升後降, 陰生午中而前降後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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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水로서 오장의 음을 조절한다고 본다. 명문은 음과 양의 관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
(16)명문의 火를 일러 元氣라고 말하고 명문의 水를 일러 元精이라고 말한다. 다섯 가지 진
액이 충만하면 형체가 그것에 의존하여 강하고 건강하게 되며, 다섯 가지 기가 다스려
지면 운영되고 보호되는 것이 그것에 의존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 명문의 수와
화가 12가지 臟이 변화하는 근원이다.208)
음과 양 혹은 수와 화의 관계에서 최상의 조화로운 합당한 상태, 즉 中道의 節度 혹은 節制
가 중요하다. 여기에 인체의 생명력의 精髓가 있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7)그러므로 다섯 가지 진액은 모두 정기로 귀결되고 다섯 가지 정기는 모두 신장을 통괄
한다. 신장에는 정기의 방이 있는데 이것을 명문이라고 말한다. 천1이 머무는 곳이니
참된 음의 곳간이고 기가 여기에서 변화되어 나온다.209)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신장의 양쪽이란 감 밖의 짝수이다. 명문이 하나인 것은 감 속의 홀수이다. 하나로써
두 가지를 통괄하고 둘로써 하나를 포함한다. 이것이 명문이 양쪽의 신장을 총괄하고
양쪽의 신장이 모두 명문에 속하는 것이다.210)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명문이란 水의 크나큰 곳간이고 음양의 주택이며 精氣의 바다이며 生死의 통로이다. 만
약 명문이 훼손되면 오장육부가 모두 그 믿는 바를 잃는 것이며 병의 음양의 변화가 이
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그러한 까닭인 것이다. 바로 천지가 발생하는 도가 아래로
시종일관하며 만물이 왕성하고 쇠퇴하는 이치가 뿌리에서 줄어들고 커지는 것이다.211)
그는 “양 쪽의 신장은 모두 명문에 속한다. 명문의 화를 일러 元氣라고 말하고 명문의 수를
일러 元精이라고 말한다.”212)
명문에서 수와 화는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一陰一陽)” 원리에 기초한다. 이는
신장의 음과 양의 生態的 조절을 통해 인체 전체의 조화나 평형을 조절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명문의 수와 화가 균형이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즉 한쪽으로 왕성하거나 한쪽
으로 쇠약한다면 반드시 인체 전체에 장부의 조화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213) 이러
한 음과 양의 盈虛. 消息 및 消長의 원리는 명문에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수와 화의 比
喩的 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임상에서 生理, 病理, 診斷, 治療 등과 관련
하여 因果의 관계를 파악하는 원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명문학설을 정리하면 명문을 대체로 네 가지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명문은 본
원적 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인체의 생명활동의 원동력이다. 명문은 인간의 精과 神의 활
동을 관장하므로 生殖의 기능과 관련된다. 명문은 水火의 거주지로서 신장의 음과 양의 기
208) 張介賓, 類經附翼: 命門之火, 謂之元氣. 命門之水, 謂之元精, 五液充則形體賴以強壯, 五氣治則營衛賴以和
調. 此命門之水火, 即十二臟之化源.
209) 張介賓, 類經附翼: 故五液皆歸乎精, 而五精皆統乎腎, 腎有精室, 是曰命門, 爲天一所居, 卽眞陰之府, 氣由此
而化.
210) 張介賓, 類經附翼, ｢求正錄｣: 腎兩者, 坎外之偶也. 命門一者, 坎中之奇也. 以一統兩, 兩而包一. 是命門總乎
兩腎, 而兩腎皆屬於命門.
211) 張介賓, 類經附翼: 命門者, 爲水大之府, 爲陰陽之宅, 爲精氣之海, 爲死生之竇. 若命門虧損, 則五臟六腑皆失
所恃. 而陰陽病變無所不至, 其爲故也, 正以天地發生之道, 終始於下, 萬物盛衰之理, 盈虛在根
212) 張介賓, 類經附翼: 兩腎皆屬命門. 命門之火謂之元氣, 命門之水謂之元精.
213) 楊力, 周易與中醫學 제3판 (北京: 北京科學技術, 1999), 1004-10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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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담당한다. 명문에는 眞火에 머무는 것으로서 인체의 陽氣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역학의 이치에 의거하여 의학의 생리적 기능의 원리를 모색하려는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명문의 위치와 기능은 학파마다 학자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
다. 이를 대체로 네 가지 견해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우측의 신장을 명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양쪽 신장 사이에 명문이 있어 명문이 신장을 총괄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명문이 신
장의 양쪽 사이에서 움직이는 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의 입장이 어느 것이든지 간에 모
두 관념성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인체의 생리적 기능과는 별개로 인체의 생명활동이 일
어나는 방식 혹은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종의 연상적 작용이 개입된 것 같
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활동 및 생리적 기능 사이를 연결하려는 이론화의 작업이라고 보
아야 한다. 명문의 표현은 일종의 類比的 思惟, 특히 形象의 直觀的 사유에 기본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유비적 사유는 인체의 생리적 기능과 관련한 구체적 활동도 지니면서도 생명활
동의 근원이라는 추상적 관념도 지닌다.
이들 3대학파는 단순히 生殖 혹은 생리적 기능을 넘어서 인체 내부에 있는 병과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증세의 관계에 관한 生態的 조화 혹은 평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
에서 發熱과 免疫의 관계를 해결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命門學說의 본질이나 강령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것에 대한 개념과 위
치 및 기능에 관해 시대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명문이라는 말의 구체적적 실체를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오장육부와 같이 구체적인 장기의 유형이 아니라 연상 작용의
일환으로서 유비적 사유에 따라 모종의 무형적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명문은 태극
의 元氣처럼 생명의 본원과 그 활동의 출입구로서 생명정신의 고양과 그 생명활동의 가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체는 신진대사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명력을 유기적으로 유지
하고 지속하며 이러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여 세대교체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생명활
동의 과정은 시간이 창출됨에 따라 공간이 펼쳐지는 생명질서의 활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므
로 신진대사의 활력은 생명의 정신이며 활동의 질서의 지속성이 생명의 가치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는 자신의 생명력을 얼마나 충분히 발휘하는가 하는 이른바 생명의 가
치론적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생명의식의 체계에서 보자면 명문은 생명정신의 구현체이
자 생명가치의 소재인 것이다.

4. 朱震亨의 相火論과 생명정신의 세계
유가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宋代라면 중의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金元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金元의 시대에는 중의학의 문호가 여러 분파들로 나눠질 정도
로 당시에 중의학은 발전하였다.214)
당시에 특히 의학과 철학의 관계에서 보자면 전통적 의학은 道醫에서 儒醫로 발전하는 과
정을 반영하고 있다. 醫道와 醫術의 합치의 과정은 臟腑의 생리적 현상을 인간의 심성의 수
양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는 한의학의 역사에서 볼 때 金元시대의 4
대 醫家인 劉完素, 張從正, 李東垣(李杲), 朱震亨(丹溪)과 같은 일련의 의학자들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214) 何兆雄, 中國醫德史(上海: 上海醫科大學, 1987), 140-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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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劉完素(1120-1200)는 金元시대의 4대 醫家의 선두로서 道醫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
는 火熱論을 주장하고 寒凉派의 시조이다. 그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六氣化火論, 水善化惡論,
愼養三寶論 등이 있다. 그는 火熱의 개념을 강조하고 ‘육기가 모두 화로부터 변화한다(六氣
皆從火化)’는 관점을 제시한다. 한의학의 역사에서 볼 때, 素問玄機原病式에서 그는 黃帝
內經에 있는 질병의 기제 19개 항목과 운기학설에 의거하여 五運六氣를 중의학의 영역에
넣고 臨床의 범주에 활용하였다. 그는 인체의 病症에 결합하여 질병의 근본문제를 風, 寒,
暑, 濕, 燥, 火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당시에 사용했던 溫燥의 조제와는 달리 寒凉
의 조제로써 양의 성질을 억제하고 화의 속성을 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의 한의학의 체
계는 道醫의 성격을 지닌다.
유완소의 중의철학은 유가의 大學, 노자의 도덕경 및 주역의 卦象에 기초하고 있
다. 그는 大學의 “格物致知”215)의 인식론적 관점 하에서 노자의 “위로 착한 것은 물이다”
는 내용을

주역의 기제괘와 미제괘의 逆說에 활용한다. 水가 맑고 밝지만 화는 어둡고

흐리므로 “위로 착한 것은 수와 같고” “아래로 어리석은 것은 화와 같다”고 말한 것이다.
“그것을 억제할 수가 있다고 말하면 기제이고 수가 화의 아래에서 화를 억제할 수 없으면
미제인 것이다. 이것이 수가 착하고 화가 나쁜 것을 아는 것이다.” 그는 素問에 있는 19
항목의 질병의 기제를 논할 때에 “亢害承制”의 음양오행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心身의 현상을 서술하고 이를 질병의 심리적 기제로 확충하여 심리적 질병의 치료로 발전시
켰다. 그의 道醫의 정신은 愼養三寶論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는 양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宋代에는 道醫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의 중의철학은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巫醫同源’ 혹은 ‘易醫同源’의 흐름 속에서 당시의 흐름을 반영하는 ‘道醫同源’의 성격
을 반영한 것이다.
張從正(1156-1228년)216)은 攻邪派의 시조이다. 그는 外儒內道 혹은 援儒革道에 따라 중
의학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에 道醫에서 儒醫로 심화되는 측면을 드러낸다. 그는 중의학의
역사에서 儒醫의 성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그의 거작인 儒門事親을 정리
한 그의 제자인 麻知幾가 儒醫의 성향을 나타내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217) 그는 한편으
로 道醫의 경향을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儒醫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유완소처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道醫의 관점에 기본한다. 우주에서 태허와 황천의
관계, 인체에서 머리와 다리의 관계, 오장에서 폐와 신장의 관계를 통해 天人感應 혹은 天
人相應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사람은 천지, 조화, 오행과 동일한
화로의 풀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밖에 그는 처방과 약제의 방법에서 道藏經에 있
는 咒水法이나 存思法 등의 道醫術을 채용하였다. 그의 거작인 儒門事親에서 ‘儒門’은 유
가의 哲理로써 중의학을 밝힌다는 취지가 담겨있고, ‘事親’은 의학자의 최고의 가치를 부모
에게 효도하는 문제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처방에는 일곱 가지가 있고 약제에는 열 가지가 있다(方有七, 劑有十)”는 말은 중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처방과 약제로 치료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그는 이 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道
醫의 미신적인 경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처방의 ‘방’ 글자가 방술의 ‘방’ 글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도가의 분
야에 있던 方術을 方士의 미신적 활동으로 보고 기존의 처방과 약제도 이러한 道家的 성격,
215) “치지는 격물에 있고 사물이 바른 다음에 앎이 이른다(致知在格物, 物格而後知至)”
216) 그는 金代에 曹大使의 추천을 받아 太醫院의 太醫의 관직을 잠시 맡았다.
217) 程雅君, 中醫哲學史(魏晉至金元時期) 제2권 (成都: 巴蜀書社, 2010), 7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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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方術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道醫의 성향을 보다
일반화하여 주역의 「계사전｣에서 말한 사물 일반의 분류법이나 五方의 일반화의 방식처
럼 사물의 속성이나 양상 및 부류와 범주의 연역적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한
다. 그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곱 가지 처방과 열 가지 약제의 방식은 사물의 유추적 분
류와 연역의 과정처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처방하고 약제를 해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처방의 변화’와 ‘약제의 활용’은 실질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실증적 혹은 임상적
방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그가 한의학을 실증적 성격을 지닌 방향, 특히
儒醫의 노선에서 巫覡, 僧道, 禁師 등이 했던 주술의 부류의 활동을 배척하고자 했다. 그는
중의학에서 일반적인 개념의 합리적 이치에 따라 질병의 근원을 이해하고 폭넓은 경전에 근
거하여 기존에 유행했던, 어리석고 미신적인 견해들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그는
기존의 道醫의 계통을 계승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道醫에 관해 현실적인 문제의식으로 갖고
서 이를 토대로 하여 儒醫의 노선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중의학은 外儒
內道 혹은 援儒革道의 관점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李東垣(李杲)은 금원의 시대에 사대가 중에서 道醫의 성격보다 儒醫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는 유학의 교육은 받고 자랐으며 易水學派의 시조인 張元素의 제자이다. 장원소는 儒醫의
부류에 속한다. 다른 사대가들이 한의학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임상을 활용했다면 이동원은
임상의 기초로 하여 중의학의 이론과 사상을 확립했다. 그의 이론으로는 脾胃論, 內外傷辨
惑論 등이 있다. 그의 한의학이 비록 전반적으로 儒醫의 계열에 속하지만 그의 養生觀을 보
면 道醫의 성향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원은 중의학에서 처방과 약제는 계절의
변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임상의 중요성과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사
실 중의학에서 時令에 따라 다양한 처방과 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한의학의
기본적 정신이다. 그러나 이동원만큼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인물은 많지 않다.
道家의 養生觀이 形氣의 生理的 성격이 강하다면 儒醫의 중의학자들은 도덕의 윤리적 성
격이 강하다. 이들은 인간의 情緖의 문제를 中和 혹은 中節의 心性論的 차원으로 승화시켰
다. 이는 당시에 宋明시대에 유가의 도덕철학의 실천적 강령인 道學의 방법론을 수용하여
한의철학의 이론체계의 틀을 구성한 결과인 것이다.
다른 한편, 儒醫의 대표적인 인물이 주진형(1281-1358, 丹溪)이다. 그는 宋明理學의 영향
하에서 道醫와 儒醫를 융합한 대표적인 의학자이다. 특히 그는 臟腑의 생리현상을 心性의
수양의 연속선에서 이해하고 이를 相火論으로 구체화시켰다. 즉 그는 相火가 元氣에 해가
된다고 보고 主靜의 상태나 道心의 경지를 통해 선천성의 精氣를 보충하여 陰의 精氣가 손
상되는 것을 막아서 相火의 경거망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인간은 주체적인 의지와 판단으로 정서나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생명의 활동과 운
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인간인 것이다. 그는 생리와 병리의 현상을 인간의 주체
적인 자각과 노력에 의해 감정 혹은 욕망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인체에서
감정이나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生理의 현상을 이해하고 이것이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부족할(過不及) 경우에 어떻게 病理의 현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였다.
그는 인간의 본연의 마음을 ‘主靜’의 본질적 상태로 보고 이러한 상태는 음과 양 혹은 움
직임과 고요함의 상대적 단계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원적인 상태로 이해하였다. 마음 속에서
본성과 감정의 논리적 구조에는 太極이 움직이고 고요한(動靜) 이치(理)에 따라 中和의 體用
一源의 본체론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主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周敦頤의 太極圖說에서 나온 것이지만 태극도설 자체에도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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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的 색채가 있다. 인간에게 主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虛靜無欲 혹은 眞實無妄의 세계이
고 性命의 순수한 精髓를 대변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진형의 ‘主靜’의 개념은 도가적 성격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儒醫的 성격은 일반적으로 相火論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는 상화의 문제가 인체의
생리적 성격을 설명하는 좋은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 이론은 道家의 天一生水說과 養生
說, 漢代의 元氣自然說을 전제로 한다. 특히 그는 천1의 水를 본원으로 하여 地2의 火가 작
동하는 방식에 따라 마음의 본원과 그 운영과 같은 생리적 작용을 君火와 相火로 구분하고
이를 理學에서 心性의 수양과 관련이 있는 道心과 人心의 관계218)로 설명하였다. 그는 군화
를 도심으로, 상화를 인심으로 환원한다. 이는 본체와 그 유행의 방식에 따라 군화는 형기
를 지녀 움직이지만 마음의 본연에 근거하고 있고 상화가 허무에 근원하지만 망령되이 움직
여 인체의 병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군화와 상화의 용어는 『황제내경』에서 처음 등장한다. 즉 “君火로써 밝히고 상화로써
위치지운다.”219) 여기에서 군화가 심장과 관련된다면 상화는 신장과 관련된다.

이를 전거

로 하여 精, 氣, 神의 구성, 심장과 신장의 성질이나 그 관계, 즉 火와 水의 관계 등이 논의
되었으며 결국에 오장육부 사이에 얽혀있는 생리와 병리의 현상들을 해석하였다.
후대에 와서 心性의 수양과 같은 유가의 도덕적 논제는 의학의 생리적 혹은 병리적 논의
로 수용되었다.220) 특히 심성의 中和의 논리적 원리를 의학의 가치론적 차원으로 재해석하
고 이를 질병의 증세와 그 치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론적 사유방식으로 고양시킴으로써
중의철학의 특색 중의 하나인 儒醫의 독특한 지평을 열어놓았다.
주희는 태극과 음양의 관계를 待對와 流行의 원칙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형이상학적 본체
론의 토대로 삼는다. 여기에서 만물의 생명과 그 생성과 변화의 과정이 이론적으로 설명하
고자 한 것이다. 그는 태극 및 음양의 관계에서 ‘본체’ 개념을 끌어내어 다음과 같이 규정한
다.
(20)도의 본래 있는 형체는 볼 수 없고, 이를 관찰하면 형체가 없는 형체로 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음양과 오행이 태극의 형체이다.221)
‘본래 있는 형체’는 본원적 의미로서 도 혹은 태극으로 해석된 반면에, ‘형체가 없는 형체’
는 본원이 발현된다는 의미로서 음양과 오행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천도와 태극은
각각 본원적 ‘본체’의 다른 표현인 것이고, 음양과 오행은 그것의 발현, 즉 형체가 된다. 이
러한 본체론의 사유방식은 태극의 理 혹은 氣, 體用一源, 理一分殊 등에 적용된다.
이러한 관념론적 본체론은 儒醫의 이론적 토대되어 한의철학의 특색 중의 하나가 되었다.
주진형은 군화와 상화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漢代의 전통적인 元氣論에 바탕을 두면서 본
체론의 사유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18) 주희는 심성의 수양의 문제를 ‘天理를 보존하고 人欲을 없앤다’라는 취지에 초점이 맞추고 인심과 도심의
조화에 주목한다. 그는 人心을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유발되는 일반적인 욕구를 지칭함으로써 이치를 지각
하는 마음의 근본인 道心과는 구분된다. 마음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발현할 수 있는 조절의 기능이 없다면
인심은 위태롭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되는 인욕과는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
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도심에서 인간의 욕구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따라서 인심과 인욕도 동일한 차원에
놓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인욕을 제거하는 영역과 천리를 드러내는 영역이 구분된다. 이는 인간의 마음과 본
성을 구분하여 본성이 天理의 현현이다(性卽理)라는 관점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219) 『黃帝內徑ㆍ素問』, ｢天元記大論｣: 君火以明, 相火以位.
220) 성호준, ｢유의(儒醫) 주진형(朱震亨)의 군화(君火)ㆍ상화(相火)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제47집
(2015), 117-119쪽
221) 朱子語類 卷36: 道之本然之體不可見, 觀此則可見無體之體, 如陰陽五行爲太極之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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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천지는 하나의 근원적인 氣로써 만물을 생성한다. 가운데에 근본하는 것은 神의 기제라
고 말하고 바깥에 근본하는 것은 氣의 혈이라고 말한다. 만물은 이 하나의 기와 같은데
사람의 영혼은 개별적 사물에 있고 형체는 천지와 함께 참여하여 三才가 되므로 기의
바름을 얻어 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는 오르고 또 오르며 기는 떠오르고 또 떠오르며
기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며 가라앉고 또 가라앉는다. 사람은 천지와 동일한 풀무이
다.222)
하늘과 땅 사이에 운행되는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본원적 기(元氣), 즉 精氣는 인체에서 神
氣과 形氣의 운용을 통해 생명의 활동을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만물, 특히 인간
의 생명의 원천과 그 주체적 활동의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상화론은 周敦頤의 「太極圖說｣에 있는 우주가 생성되는 도식과 그 시간적 순서, 즉 태
극, 음양, 오행 및 만물의 본성에 기본한다.223) 이러한 도식에서 만물의 생성은 陰靜과 陽動
의 범주와 그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음정이 생명의 본질로서의 속성을 가리키고, 양동
은 생명의 활동으로의 속성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조화와 균형의 상태, 즉 中和
혹은 中節의 단계를 유지해야 비로소 인간이 생명의 본질을 유지하고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동의 기가 지나치게 활발하면 오히려 생명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기 마련
이다. 그 중에서 생명의 생성과 그 활동의 방식은 양의 움직임(陽動), 즉 火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인간의 문제와 관련하여 太極의 영역과 人極의 영역으로 나뉘고, 人極의 영역
에서 인간의 생명의 본질과 그 활동을 인극의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다.
理一分殊의 강령은 태극의 본체론적 방식과 인간본성의 존재론적 방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있다. 여기에 주희는 태극본체론에 따른 “이일분수(理一分殊)”의 논법을
적용한다. 태극은 동과 정의 리로서, 만사만물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이일(理一)’
의 뜻이다. 뿐만 아니라 ‘무극의 진수’와 ‘음양오행의 정수’, 즉 리와 기의 결합을 통해 인간
과 사물의 본성으로 각각 형성된다. 이것이 ‘분수(分殊)’의 뜻이다. 그는 태극 본체의 파생원
칙으로써 “이일분수(理一分殊)”의 강령을 마련하고 인간의 도덕본성의 근거 혹은 도덕성의
내용을 밝혀놓는다. 만물은 그 동일성을 말하자면 하나의 태극 즉 ‘본체’를 지니고 있는 반
면에, 그 차별성을 말하자면 각각 태극을 부여받아 자신의 본성의 ‘본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태극의 동일성과 차별성 즉 “이일분수”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
다.224)
朱子學의 中和新說225)에서는 心統性情의 방식에 따라 인간의 본성, 마음 및 감정은 각각
體과 用의 상관성으로 설정하며 각각 未發의 본체와 已發의 流行의 관계로써 설명한다. 이
러한 본체와 유행의 中和의 방식은 太極의 움직임과 고요함(動靜)의 이치에 따른 體用一源
의 본체론에 따른 것이다.
中和新說을 주진형의 相火論의 논법에 적용할 수 있다. 군화와 상화는 둘다 五臟에 있는
222) 致知餘論, 「夏月伏陰在內論｣: 天地以一元之氣, 化生萬物. 根於中者, 曰神機, 根於外者, 曰氣血. 萬物同此
一氣, 人靈於物, 形與天地參而爲三者, 以其得氣之正而通也. 故氣升亦升, 氣浮亦浮, 氣降亦降, 氣沉亦沉. 人與天
地同一橐籥.
223) 程雅君, 中醫哲學史(魏晉至金元時期) 제2권 (成都: 巴蜀書社, 2010), 790-792쪽
224) 김연재,「역학적 사유에서 본 유가철학의 방법론 문제 – 정주학의 윤리학적 체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
구 제23호(2013), 182-190쪽을 참조할 것.
225) 주자학에서 심성론의 문제와 관련한 中和說은 中和舊說과 中和新說로 나누어 설명된다. 주희가 중화설을
나중에 수정한 것을 중화신설이라고 부른다. 마음에서 운용되는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전자에서는 단순히 체
와 용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인간의 본성, 마음 및 감정을 각각 체와 용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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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發의 流行이지만 그 상대적 관계에서도 또한 未發의 본체와 已發의 流行로 나뉘어 체와
용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2)오로지 화만이 두 가지가 있다. 군화는 人火라고 말하고 상화는 天火라고 말한다. 화는
안으로 음이고 바깥으로 양인데 움직임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움직임은 모두
화에 속한다.226)
천1의 水를 본원으로 하여 地2의 火가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마음의 본원과 그 운영과 같
은 생리적 작용을 君火와 相火로 구분한다. 인화는 인체의 생명 자체로서 군화라고 말한다
면 천화는 인체의 생명활동으로서 상화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의 활동은 항상 움직이는 상
화의 불가역적 활동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3)명칭으로써 말하면 형과 기가 서로 생겨나 오행에 안배되므로 그것을 일러 군이라고 하
는 반면에, 위치로써 말하자면 허무에서 생겨나 위치를 지키고 명을 받아 그 움직임 때
문에 드러날 수 있으니 그것을 일러 상이라고 말한다.227)
군화와 상화의 관계에서 군화가 생명의 본질이라면 상화는 생명의 활동 혹은 현상이다. 여
기에는 군화가 상화를 주재한다는 내용을 시사한다. 이는 본연의 체와 그 활용으로서의 용
의 관계, 즉 體用一源의 원칙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군화는 體가 되고 상화는 用이
된다. 이것이 바로 理一分殊의 본체론적 논법을 적용한 결과인 것이다. 이것에 입각하면, 상
화의 작용에 따른 中和의 원리는 인체의 질병의 증세와 그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24)하늘은 만물을 낳는 것을 주관하므로 움직이는 데에 항상성이 있고 사람은 이 생명을
지니므로 역시 움직이는 데에 항상성이 있다. 그 움직이는 데에 항상성이 있는 것은 모
두 상화가 한 것이다.228)
생명의 활동에서 상화의 움직임, 즉 用에는 본원적인 항상성의 體를 지닌다. 그러나 이 용
은 陽의 화의 성질을 지니므로 쉽게 움직여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5)상화가 쉽게 일어나는데 다섯 가지 본성인 많은 양의 화가 서로 부추기면 망령되이 움
직인다. 화가 망렴됨에서 시작하면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고 존재하지 않은 때도 없으며
참된 음을 애태우고 들볶게 되니, 음이 텅 비면 병이 생기고 음이 끊어지면 죽는다.229)
인체에서 음과 양의 調和가 생명의 활동의 중추임을 강조한 것이다. 오장의 성질인 다섯 가
지 양의 화가 본연의 참다운 음과 대립하거나 상충하면 균형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심
지어 극단적으로 양이 극성을 부려 참다운 음이 부실하면 질병에 걸리고 없어지면 사망하기
까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체론적 논법에 따르면 생명의 활동은 인체의 生生不息의 과정에서 主靜의 기틀
이라는 본체가 화의 움직이는 활용을 얼마나 조화롭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그는 군화와 상화의 관계를 주돈이의 「太極圖說｣에서 人極의 본질인 主靜의
본연의 상태와 주희의 人心道心說의 맥락에서 접근한다.
(26)주돈이가 또한 말하기를, “성인은 中正과 仁義로써 정하고 고요함을 위주로 한다.” 주
226) 致知餘論, 「相火論｣: 惟火有二. 曰君火, 人火也. 曰相火, 天火也. 火內陰而外陽, 主乎動者也. 故凡動皆屬
火.
227) 致知餘論, 「相火論｣: 以名而言, 形氣相生, 配於五行, 故謂之君. 以位而言, 生於虛無, 守位稟命, 因其動而可
見, 故謂之相.
228) 致知餘論, 「相火論｣: 天主生物, 故恒於動. 人有此生, 亦恒於動. 其所以恒於動, 皆相火之爲也.
229) 致知餘論, 「相火論｣: 相火易起, 五性厥陽之火相扇, 則妄動矣. 火起於妄, 變化莫測, 無時不有, 煎熬真陰, 陰
虛則病, 陰絕則死.

- 70 -

희가 말하기를, “반드시 道心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의 몸을 주축으로 삼아야 하며 人心
은 매번 명을 들어야 한다.” 이는 화를 잘 다룬 것이다. 인심은 도심으로부터 명을 듣
고 고요함을 위주로 해야 한다. 저 다섯 가지 화의 움직임이 모두 중절하고 상화가 단
지 조화를 돕고 보충하여 낳고 낳아 멈추지 않는 운용으로 삼을 뿐이다. 어찌 도적이
있겠는가?230)
그는 주돈이의 태극도설에서 人極의 영역에서 중정과 인의를 내용으로 하는 主靜의 본연의
상태를 강조한다. 인심은 오장의 감각적 生理的 활동을 가리키고, 도심은 오장의 활동을 지
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心理的 활동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심이 항상 도심을 따르는 절제의
중절의 상태는 相火의 운용을 통해 생리와 심리의 합당하고도 적절한 조화나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主靜’의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儒醫의 특징, 즉 儒學의 가치를 醫學의 가치로 확충하고 본체론의 체계를 중의철
학의 방법론으로 고양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생명의 활동을 형기의 현
상적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보다 근
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취지를 지닌 것이다. 전자가 ‘頭痛醫頭, 脚痛醫脚’의
관점이라면 후자가 ‘脚痛醫頭’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의철학에서 생명의 본질이 생명활동의 形氣인 臟腑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
하는지의 문제는 생명정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心性觀에
관한 理一分殊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생명의 활동으로서의 형기는 五臟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작동은 중의학에서 특히 감정과 욕망 혹은 욕구가 분출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
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생명의 활동의 과정으로서 오장의 성질, 즉 五火의 속성이
발동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군화와 상화로 나뉠 수 있다. 이는 體用一源의 방식으로 설명
될 수 있다. 군화가 마음의 정상적인 상태, 즉 中和 혹은 中節의 절제된 상태에로 열려있는
생명의 활동이라면 상화는 이러한 상태가 이미 망령되게 발동된 무절제적인 상태의 현상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인체의 오장은 生生不息의 과정에 바탕을 둔 體用一源의 원칙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즉
(27)두 가지 장(간장과 신장)이 모두 상화를 지니고 그것이 그 위와 연계되어 심장에 속한
다. 심장은 군화이고 외물에 감응하게 되면 쉽게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이면 상화가 역
시 움직여서 정이 스스로 나온다. 상화가 화합하여 일어나니 비록 교류하여 모이지 않
을지라도 암암리에 흘어 새어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단지 사람을 가르쳐 마음
을 거두고 마음을 양육하게 할 뿐인 것이다. 그 취지가 깊은 것이다.231)
군화와 상화 혹은 人火와 天火의 관계에서는 인간이 주체적인 의지와 자율적인 판단으로써
감정, 욕망, 욕구 등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상화론에 따르면, 그러
므로 만일 형기의 성격과 그것이 운용되고 있는 五臟의 地形圖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면, 특히 인간의 감정 혹은 욕망 혹은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生理, 心理 및 病理의 현상
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 질병의 증세와 그 경로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
도 터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金元의 시대에 儒醫의 특징이라면 心性의 수양에 관한 유가의 도덕학설에 착안하여 의학에
230) 致知餘論, 「相火論｣: 周子又曰, 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 朱子曰, 必使道心常爲一身之主, 而人心每聽命
焉. 此善處乎火者. 人心聽命乎道心, 而又能主之以靜. 彼五火之動皆中節, 相火惟有裨補造化, 以爲生生不息之運用
耳. 何賊之有?
231) 致知餘論, 「陽有餘陰不足論｣: 二臟皆有相火, 而其系上屬於心. 心君火也, 爲物所感則易動, 心動則相火亦動,
動則精自走, 相火翕然而起, 雖不交會, 亦暗流而疏泄矣. 所以聖賢只是教人收心養心, 其旨深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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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리적 혹은 병리적 현상에 대한 이론적 정교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인체의
생명활동을 통해 생명정신의 본질을 파악하는 중의철학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儒醫는 天理
와 人欲, 道心과 人心, 存心과 養性 등과 같은 理學의 논제를 본원적 의미에서 논의하기보
다는 이들을 이론적 기제로 하여 인체의 생리나 병리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의철학의 구조적 틀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제내경』의
문헌적 전거, 易學의 변증적 사유, 도가의 養生觀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맥
락에서 儒醫는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분석의 이론적 발전의 측면을 지니면서도 또한 전통적
개념과 범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측면도 지닌다.

5. 문제해결의 단초
생명정신의 차원에서 시간의 흐름은 과거, 현재 및 미래와 같은 일련의 연속적 계기로 특
징화된다. 그것은 세계의 질서의식에서 보자면 쌍방향의 접근성을 지닌다. 즉 시간의 不可
逆性으로 수용되기도 하지만 시간의 可逆性으로도 확충되기도 한다. 시간의 불가역성이 흐
름의 주기성에 착안한 것이라면 시간의 가역성은 그 주기성의 규칙을 활용하는 인간의식에
서 나온 것이다. 시간의 不可逆性, 可逆性 및 그 관계에는 생명의 본질과 그 흐름의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생명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생명의 본질과 그 흐름의 방식은 시간의 변화로
인식되고 시간의 변화 속에 생명성의 원리가 이해되는 것이다. 인간은 人文의 의식적 시간
에서 체험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무한히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히 확장할 수 있
는 성격을 지닌다. 이 세계가 바로 ‘하늘과 땅의 마음’이고 여기에 생명정신의 차원이 가능
한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시간이 불가역성의 시간에서 가역성의 시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
는 점이 바로 인간의 정신과 사상이 발전할 수 있는 모종의 여지가 된다.
이러한 생명정신의 시간성의 원리는 음양과 오행의 원리를 통해 확충되면서 점차적으로
한의학의 이론과 실천에 수용되었다. 예를 들어, 오장의 生理에 따라 몸과 마음에서 질병의
기제를 밝힌다. 특히 相生과 相克의 법칙 및 相勝과 相侮의 법칙에 따라 오장의 유기체적
기능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오장에서 질병의 기제가 전달되고 변화하는 것(傳變)을 분석한
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질병이 자식에게 미친다(母病及子)”는 원리에서는 질병이 오행이
상생하는 순서에 따라 전달되고 변화하는 것에 순행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자식의 병이
어머니에게 미친다(子病及母)”는 원리에서는 질병이 오행이 상생하는 순서에 따라 전달되고
변화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의 방법이 절대적으로 고
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황제내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전달되는 것을 순서대로 다스릴 필요가 없다. 간혹 그 전달되어 변화
하는 것은 차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232)
또한 진단법의 변증적 방식, 처방과 치료의 방법 등에서 “그 안색을 보고서 그 맥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그 서로 이기는 맥을 얻으면 죽는다. 그 서로 낳는 맥을 얻으면 질병은 멈춘
다.”233) 여기에서 안색을 관찰하고 맥을 짚어서 질병의 추세를 판단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간의 질환에서 푸른색을 보고 팽팽하게 강한 맥박을 얻으면 안색과 맥박이 서로
232) 素問, 「玉機眞臟論」: 然其卒發者, 不必治於傳, 或其傳化有不以次.
233) 靈樞, 「邪氣藏府病形」: 見其色而不得其脈, 反得其相勝之脈, 則死矣. 得其相生之脈, 則病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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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하여 질병의 추세가 순조로운 象인 것이다. 반면에 팽팽하게 강한 맥박을 얻지 못하면
간의 떠있는 맥박이 나타나니 상극의 맥박에 속하여 질병이 역행하는 조짐의 상이다. 또한
정신적인 측면에서 “감정으로써 감정을 이기고(以情勝情) 감정으로써 감정을 통제한다(以情
制情)”는 치료법을 보면, 분노가 간을 손상시키지만 슬픔이 분노를 이기며, 기쁨이 심장을
손상시키지만 두려움이 기쁨을 이기며, 생각이 비장을 손상시키지만 슬픔이 생각을 이기며,
걱정이 폐를 손상시키지만 기쁨이 걱정을 이기며, 공포가 신장을 손상시키지만 생각이 공포
를 이긴다. 이러한 한의철학의 원리는 질병이 전달되어 바뀌는 기제로 구체화되어 “오장은
그 상생하는 곳에서 기를 받으며 그 이기는 곳에서 기를 전달하며, 기는 그 상생하는 곳에
서 머물며 그 이기지 못하는 곳에서 죽는다.”234)
따라서 중의학에서 오행학설은 생명정신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천인관계론을 기반으
로 하여 藏象의 유형을 연역하고 臟腑의 生理를 이해하고 病理의 기제를 밝히고 진단의 방
식을 고찰하고 치료의 방법을 지도하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텅 비었으면 그 어머니를 보충하고 꽉 차있으면 그 자식을 쏟아버린다”235)고 말하는 것이
다. 이는 중의철학의 생명정신과 그 세계를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한의학의 논점은 인간이 생명의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에 있다. 명
문은 인체에서 유기체적 생명의 활동의 원동력의 소재이다. 인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며
어떠한 중심적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는 인체의 생리의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한의학은 인체에서 생리적 현상에 대한 조화의 유기체적 흐름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 체계
를 지닌다.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임상과 관련한 인체의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고 생리적 기
능의 실체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리의 현상에 관한 논의는 바로 생명의 본질과 가
치를 인식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인체의 과정은 조화와 평형의 생명력을 통해 시간의 순환과 공간의 대칭과 같이 생명체의
유기체적 질서를 지닌다. 인체에서 생리적 현상은 스스로 형성해나가는 開闢의 자율적 혹은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유기적이면서도 전일적인 자기생산성 혹은 자기창조성을 발휘하게 된
다. 전통적인 중의학에서는 중의철학의 사유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이론적 체계를 세워왔다.
여기에서 중의철학은 자연생태계의 순환론적 인식 하에서 생명현상의 不可逆的 세계에서 생
명정신의 可逆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의학의 역사에서 중의철학은 道醫에서 儒醫로 전환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236) 道醫에서 儒醫로의 심화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는 인체의 生理의 조화를 心性의
수양과 동일선상에 놓고 哲理와 醫理의 합치를 통해 道理의 경지를 이해하려는 취지를 지닌
다. 인간은 생명정신의 맥락에서 유기적 전체라는 整體性의 사유방식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天人合一의 보편적 이념과 같은 全一論的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의학의 참다
운 醫道가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중의학의 중요한 문제의
식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중의학의 과제, 특히 중의철학의 본령이나 의의를 모색하고자 할 때에 주목
할 만한 점은 철학적 접근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동양의 세계와 서양의 세계에서 문화
의 차이는 철학의 차이를 낳고 철학의 차이는 의학의 차이를 낳는다. 특히 의학의 영역에서
術醫의 기술적 차이는 극복될 수 있지만 철학의 부재를 극복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
234) 素問, 「玉機眞藏論」: 五藏受氣於其所生, 傳之於其所勝, 氣舍於其所生, 死於其所不勝.
235) 難經, 「六十九難」: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236) 程雅君, 中醫哲學史(明淸時期) 제3권 (成都: 巴蜀書社, 2015),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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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의미에서 현대에 중의학의 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주목해야할 점은 중의철학의 강령
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 있는 것이다. 이는 지식과 지혜의 융복합적 지평
에서 엿볼 수 있는 단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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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논평문

‘中醫哲學의 강령과 생명정신의 세계-道醫와 儒醫의 變奏’에 대한 논평문
구자익(경상대)
본 논문은 생명현상의 흐름 전체를 시간의 두 영역에 둔다. 곧 시간을 자연의 주기적 시간
과 인문의 의식적 시간으로 구분하고, 이 시간의 두 영역이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이 연관
으로서 생명의 존재와 생명의 의의, 곧 생명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인간의 자각의식을 확보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중의철학의 요점을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신체에 대한 탐구와
시공간의 유기체적 구조에 관한 역동적 기제를 밝혀내는 것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우주의
자생적 변화질서에 연관된 인체의 변화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인간의 내재적 역동성의 생명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의철학의 요점은 중의학이 우주의 자생적 질서
와 인체의 변화 양상의 유기적 연관을 해명하는 지점에서 중의학과 중국철학이 만난다고 보
고 있다. 즉 ‘중의철학은 인체의 생명활동과 관련한 중의학의 본질, 이론적 강령 및 그 생명
전신의 세계에 접근하는 일종의 방법론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의학에서의 생명본질
에 대한 담론, 그리고 강령, 생명정신세계가 중의철학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명현상의 기원에 대한 중의학의 관점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의학에서
주장하는 생명철학의 관점을 道醫, 儒醫, 術醫로 구분하고, 이중 도의와 유의의 측면에서 시
대별 관점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중의학은 중국철학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철학의 본체론의 구조에 맞추어 중의철학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논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본 논문의 통괄적 의의는 중의학의 철학적 구조를 성립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곧 道
醫와 儒醫의 관점에서 생명현상의 핵심을 논증하면서 중의철학의 강령을 정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명현상의 기원으로서의 命門과 相火의 관계, 그리고 명문의 위치와 기능을 중
국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론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 과정을 논증함으로써 중의철
학의 강령은 무엇이며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학설을 정리하고 있는 전문적인 글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평자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재고하지 못한 일반 독자로서의 한
계를 가지고 있다. 토론자는 비전공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을
정리하여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자 하며, 중의철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한다.
1. 중의철학의 의의에 대하여 : 중의철학이라는 용어의 정립에 관련된 과정을 듣고자 한다.
발표문의 제목에서 ‘중의철학의 강령’이라고 특별히 제목을 단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본다. 논
문을 통해서 간략히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의철학이라는 분야에 낯설은 비전공 일반
독자를 위하여 중의철학의 탄생과 그 역사적 · 현대적 의의를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
2. 명문의 위치 논란에 대하여 : 명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 중의학자 및 중의철학자들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있는듯 보인다. 중의학과 중의철학의 핵심은 명문의 위치와 기능 규명을 통해 생명의
근원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명문을 생명의 시작과 유지의 관건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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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논증과정을 볼 때, 중의학과 중의철학의 사적 전개의 특징은 명문
의 기능을

중국철학의 철학사조와 결합시켜 해명하는 것에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위치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생명의 시원은 이론적 학설로써마 머물 것이 못된다. 즉 학설로써 위치가 여기다 저기다하
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명문의 위치는 생명을 다루는 프레임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 곧 명문의 소재가 정확히 밝혀지게 된다
면, 생명 가치와 그에 따른 임상 치료의 방법이 통째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명
문의 위치는 정립은 중의학과 중의철학의 존립 근거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명문의 위치가 시대에 따라서 철학사조에 따라
서 다르게 파악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신장이라고 주장하는 설, 양
쪽 신장 사이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신장을 총괄한다는 설, 신장의 양쪽 사이에서 움직이는
기라고 하는 설이다. 이렇게 명문의 위치를 다르게 본다는 것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중의학
적 치료 및 치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점에 비추어서 현대 중의
학과 중의철학은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 물을 수 있다.
다음으로 명문의 위치논쟁은 생명현상의 실제적 유효성에 대한 논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명문을 인체의 신장(장기)에 한정하여 말해진다면 생명(생명력)의 건강과 연장
은 명문이 있는 장기만 잘 보전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만약 명문이 장기의 기능으로서 작
용한다면 생명은 그 장기의 쇠락에 제한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생명은 그 장기에 예
속된다는 난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오른쪽 신장이 약한 사람
은 건강이 나쁘고 생명 소진이 빨라진다고 볼 수 있는가이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병의 치료
및 생명 연장은 오른쪽 신장을 잘 보전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반면에 명문을 장기에 예속
시키지 않고 양쪽 신장의 가운데에다 위치시키는 것은 생명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초시공간적

대상으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생명 기원으로서의 명

문은 관념적 실제로 환원될 수 밖에 없고 관념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 도구에 불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문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인체의 생명현상에 관여할 수 없
게 된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생명 기원으로서의 명문은 생명현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
다른 실체로서의 그 어떤 매개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명문의 존재보다는 그 존재
가 인체에 어떤 연결로 묶여 있고, 그것을 묶는 힘의 실체는 무엇인가가 보다 더 실질적 탐
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즉,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명문 보다는 오히려 인체에 직접적
인 매개체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기원으로서의 명문이 인체의 내재
적 영역이면서 동시에 내재적 공간(인체)에서의 초시간성, 초공간성을 어떻게 인체의 생명
현상의 실재적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3. 생명 기원의 실재성에 대하여 : 본 논문에서 밝힌 중의철학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말해지
는 중국철학의 본체론의 구조에 연관하여 말해진다. 필자는 命門說과 相火說에 대한 사적
전개를 갈무리하고 평가하면서 이 모두를 관념적 사유의 결과로 결론내리고 있다. 만약 중
의학에서 말한 명문이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본다면, 실제로서의 생명현상도 관념
적인 것으로 치환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생명은 실제이며 그리고 그 현상 또한 실제이다.
건강한 몸이든 병든 몸이든 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생명현상이다. 명문에 대한 논의가
모두 관념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한 중의학의 임상적 치료도, 임상적 기반을 통해서 정
립할 중의철학도 관념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생명 기원의 인체내 실제성에 대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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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철학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다.
4. 化의 생명성 담론의 구조에 대하여 : 기화(氣化), 운화(運化), 변화(變化), 조화(造化) 등
등에서 화(化)의 용례는 다양하다. 필자는 화(化)에 내함된 생명성 담론의 구조를 어떻게 이
해하고 있는지 밝혀주었으면 한다.
5. 논증의 전개 전략에 대하여 : 필자는 논문 전반부에서 논문의 전개 방식을 도의에서 유
의로의 심화과정을 통해서 중의철학의 강령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주역에서 시작하여 도
가의 태일생수설과 양생설을 거쳐 송명이학의 이일분수설로의 심화과정을 통해 논의를 전개
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의문이 든다. 그것은 道家에서 비롯하는 道醫가
반드시 성리학의 이론에 기초한, 송명시대의 이학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필요가 있는가하는
것이다. 오히려 도가의 도의가 이른바 송명이학의 이론 맥락을 만들어내며 전개한 것이 아
닐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까닭은 단순하다. 이학의 본체론을 구성하는 태극론이 도가
에서 비롯하였다는 것에서 연유한다. 곧 中醫 영역에 있어서 道醫가 종가가 되고 儒醫는 분
가가 되는 격이라 할 수 있지않을까? 종가와 분가가가 동등하게 다루어질 수 없지는 않을
까? 도의와 유의의 경계에 대한 담론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도가와 유가의 사상적 대척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와 동시에 생명 담론에 대한 일관된 공통점을 제시하는 전략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6. 현대 중의학의 생명기원 관점과 지향에 대하여 : 현대의 질병치료와 생명연장에 있어
과학기술의 발달과 서양의학의 내외과적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 서양의학과의 의학적 보
완, 즉 융복합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의학의 생명기원에 대한 관
점과 앞으로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묻을 수 있다.
7. 중의학 · 중의철학의 현대적 생명의료윤리관에 대하여 : 생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의
궁극적 이유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궁극적 이유에 마주선 우리는 다시금 삶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삶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생로병사의 과정에 마주한
우리의 겸손함일 것이다. 생명기원을 통찰하고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중의학과 중의철학의
의료윤리 담론의 성격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윤리적 기준을 통해서
생명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봐야 할까?를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발표자의 중의학 중
의철학의 생명의료윤리과 정립이라는 것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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