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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일본사상 연구 현황과 전망-유교 연구를 중심으로
이 기 원(강원대)

1.머리말
일본사상사 연구자 고야스 노부쿠니는 “일본사상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의 답하기 어려움은 애당초 사상
사연구의 대상인 일본의 사상이라는 것이 지극히 애매한 형태로 밖에는 다루지 않은 것에 유래할 것이다.”
라고 했다.1) 고야스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사상사 연구의 시작이라고 알려진 무라오카의 일본사상사의 연
구 범주에 대한 비판이다. 여기에는 사상사를 보는 두 시점, 즉 ‘일본사상’이라는 실체화된 ‘사상사’를 연
구하는 것으로서의 ‘일본사상사’와 ‘일본’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으로서의 ‘일본사상사’가 존재한다. 일본사
상사는 사상사의 연구 대상의 문제가 있다.
일본사상사학은 일본이 세계사속에서 서양과 대치할 수 있는 위치를 점했던 제1차세계대전후에 탄생했
다. 일본이 ‘세계사’ 또는 ‘세계’를 의식하던 시기, 즉 ‘일본이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한 시기와 일본사상
사학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이 시기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던 시기이기도 하다.
본 발표는 전후 일본에서의 일본사상사 연구 현황에 대해 주로 유교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전전(戰
前, 1945년 이전)의 일본사상사 연구의 태동 과정을 살펴보고, 전후(1945년 이후)에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일본사상사가 지향해 온 것을 정리했다.

1. 학문으로서 일본사상사학의 성립: 戰前期
초기의 일본사상사는 주로 문화사의 측면에서 연구가 시작된다. 일본사상사 강좌를 처음 개설한 도호쿠
대(東北大)도 처음에는 문화사학 강좌에서 일본사상사를 강의했다. 문화사학은 국체론이나 황국사관 이른
바 천황제이데올로기의 ‘선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사상사학의 성립과 관련하여 무라오카 쓰네쓰
구, 쓰다 소키치, 이노우에 데쓰지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1) 무라오카 쓰네쓰구(村岡典嗣, 1884～1946)와 일본사상사의 성립
무라오카는 1924년(40세) 3월 유럽 유학을 마치고 4월25일 도후쿠제국대학 법문학부(1923년 개강) 교수
로 취임하여 문화사학 제1강좌(일본사상사전공)를 담당한다. 일본대학에서 일본사상사강좌는 도호쿠제국대
학이 시초이다. 일본사상사 전공 제1기생으로 입학한 시게마츠 노부히로(重松信弘, 1897-1983)는 “무라오
카 선생에게는 국학의 학문적 의의, 특히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학문 정신을 체득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다”고 술회한다.2) 무라오카가 진행한 동북제국대학 부임후의 첫 강의는 <일본사
상사연구서론>이었다. 무라오카는 1925년 6월 ‘국학담화회’(1934, 3)를 결성하여 일본사상사전공 학생과
국어학전공 학생들이 참가하는 세미나를 실시했다.3)
1) 日本倫理学会, 『思想史の意義と方法』, 以文社, 1982, 83쪽
2) 池上隆史, 「村岡典嗣年譜-東北帝国大学文化史学第一講座着任から日本思想史学会成立まで」(上), 『年報日本思想史』
2, 日本思想史研究会, 2003, 14쪽. 이하 무라오카의 생애는 주로 池上隆史의 연보에 의함.
3)池上隆史, 「村岡典嗣年譜-東北帝国大学文化史学第一講座着任から日本思想史学会成立まで」(上),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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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오카는 1911년 이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를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간행했으며 1928년에
증보판, 1934년에는 재판을 간행했다. 무라오카의

『本居宣長』는 그의 일본사상사 연구의 기초이면서 동

시에 일본사상사학이라는 학문의 선구적 저작이기도 하다. 무라오카는 1931년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일본
사상사 금요독서회’를 자택에서 개최했다. 1934년 4월 8일, 무라오카의 자택에 시게마츠, 아마모토, 아오
야마, 아사노 등이 모여 일본사상사학회를 창립했다. 무라오카는 일본사상사학회 창립을 위한 통지장에서
“일본정신문화의 진의를 미현천유(微顯闡幽)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4) 무라오카가 창립한 일본사상사학
회는 현재 도호쿠대의 일본사상사연구회로 발전했다. 일본사상사연구회는 년1회 『年報日本思想史』를 발행
한다.
무라오카는 아우구스트 베크(August Boeck, 1785～1867)의 ‘알려진 것을 아는 것’에 기초하여 모든 일
은 고서에 의해 상대(上代)의 일을 상세하게 밝힌다는 독일 문헌학(Philologie)에 영향 받았다. 문헌학은
고인(古人)의 의식을 재현하는 것, 고인이 의식한 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인데 무라오카는 ‘고인’이 인식
한 것의 재현을 ‘일본사상사’라고 보고 있다.5) 무라오카는 문헌학으로서의 ‘Philologie’를 ‘고전 학문’이라
간주한다. ‘필로로기’는 역사와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가, 사색, 신앙, 경제생활, 그 외 인간의 과거의
생활을 학문적 힘으로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이다.6) 무라오카는 이러한 문헌학을 일본에 적용하여 사상사
연구에 활용했다.
무라오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교나 불교를 배운 일본의 학문은 필로로기로서 발달해온 것으로 상고
에서 시작하여 중고, 중세를 통해 점차 발달하면서 토쿠가와 시대에 와서 독일의 필로로기와 동일한 반성
에 달하게 된다. 고전으로 국민정신을 분명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 국학, 국가의 학이라는 개념이 분명
한 자각을 갖게 된 것은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 1697-1769)의 만엽학(萬葉學),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연
구에 이르러 완성을 보았다.
무라오카는 일본사상사의 기술에서 일본사 구분에 따라 태고, 상고, 중고, 중세, 근세, 메이지로 구분하
여 기술한다. 무라오카는 “유교 도래 이전의 태고는 엄밀히 말한다면 이른바 문화 이전, 즉 사상사 이전의
시대”7)라 하였으며, ‘태고’ 시대에 형성된 ‘신도’를 ‘순신도(純神道)’라고 하면서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받
은 후세의 신도에 대한 칭호”8)라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무라오카의 일본사상사는 태고 시대의 순수함
이 살아 있는 그 문화적, 인식적 형태를 찾는 것에서 출발한다. 무라오카는 일본문화가 외래문화 수용의
역사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본사상이 외래문화의 수용의 역사라는 점을 강조하지도 않는
다. 그는 노리나가가 말하듯이 일본의 고유성, 주체성, 보편성을 찾고자 한 것이다.
2)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1873∼1961)의 ‘생활’로서의 일본사상사
쓰다는 1916년부터 21년에 걸쳐 『문학에 나타난 우리 국민사상의 연구』(4책)를 간행했다. 이 책은 『귀
족문학의 시대』, 『무사문학의 시대』, 『평민문학의 시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고대부터 에도시대까지
의 일본사상사를 개관한 것으로 사상을 실제적인 생활과의 관련에서 이해한다. 쓰다의 일본사상사는 그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상은 생활에서 생겨난 것임과 동시에 그 사상이 다시 생활에 작용하여 그 전개를
이끌어 가는 것”9)에 중점이 있다. 그는 생활의 기반이 되는 사회 조직이나 경영구조, 생활의 정신적 가치
4)池上隆史, 「村岡典嗣年譜-東北帝国大学文化史学第一講座着任から日本思想史学会成立まで」(下), 『年報日本思想史』3,
日本思想史研究会, 2004, 19쪽.
5) 문헌학자 베크는 문법적, 어학적, 주석적인 연구나 본문 고증 등의 문헌학적 기술에 의해 고전의 내용으로 삼는 문
화나 사상의 모든 방면의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Philologie의 임무라고 했다. 村岡典嗣, 『日本思想史概説』, 創文
社, 昭和36年, 133쪽.
6) 村岡典嗣, 『日本思想史概説』, 140쪽.
7) 村岡典嗣, 『日本思想史概説』, 154쪽.
8) 村岡典嗣, 『日本思想史概説』, 501쪽.
9) 津田左右吉, 「日本思想形成の過程」『史苑』8, 立教大学, 1934,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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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생활’을 사상사의 중심에 놓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쓰다는 “일본은 역사적으로 하
나의 민족으로 생활해 온 일본인의 의(意)이니까 그것은 일본민족에는 일본민족의 특수한 사상이 있다”10)
는 것을 규명하고자 했다.
쓰다의 역사 인식이란 “일본의 역사의 일대 특색은 옛날부터 일본민족이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즉
이민족의 문화를 배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노력한 점에 있다. 일본의 역사는 일본의 민족 생활 속에서의
발전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는 특수한 복잡성도 또 여기에서 생겨”11)난
다. 쓰다의 역사관은 일본 민족이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외래문화의 수용으로 형성된 것이며, 일본
스스로의 생활 내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 민족만의 특수한 사상과 외래문화 수용으로
형성되는 사상이 쓰다의 일본사상의 바탕에 있다.
쓰다는 일본적 사상으로 무사도나 신도(神道), 국학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신도나 국학은 일본인
의 현실 생활을 반성하고 사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유교나 불교의 사고에 의존했기 때문에
사상으로서는 어떠한 내용도 없고 중국 사상의 변형에 지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유교나 불교는 실생활에
서 벗어난 지식으로 현대인의 생활을 움직이는 사상은 아니다. 특히 무사도는 오랜 역사 발전 과정에서 무
사의 사회조직이나 생활의 체험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12)
또한 일본이 비일본적 사상에 지배당한 것도 아니며 일본민족이 중국에서 벗어나 생활하고 대륙의 역사
적 변동과는 거의 교섭없이 독자의 역사를 전개했다.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대륙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 역사의 전개와 함께 점차 일본화 되고 민중화되어 대륙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가 점차로 형성되
었다. 생활양식, 산업의 형태, 사회 및 정치조직, 도덕, 종교적 신앙, 인생관, 세계관 등 모든 면에서 일본
인의 특이한 것이 창조되고 변화되면서 표현되기 시작했다. 일본정신은 이렇게 형성되었다.13)
쓰다는 천황제 옹호론자였다. 쓰다는 『神代史의 새로운 연구』에서 황실은 모든 씨족의 종가로서 혈연관
계로 맺어져 있다고 간주한다. 황실은 민족적 결합의 중심점, 국민적 단결의 핵심이지 위력으로 국민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황실이 만세일계인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국민적 단결의 핵심이기 때
문에 국민과 함께 국가와 함께 영구하다. 이것이 천자와 인민을 천지 대립으로 보는 중국사상과 다른 점이
다.14) 황실은 국민과 하나라는 국체사상이 쓰다가 고대사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결론이다.

3)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 哲次郎, 1856-1944)의 국민도덕론과 일본사상사
이노우에 테쓰지로는 1877년 도쿄제국대학 철학과 1기생으로 입학하였으며 이후 1890년 독일 유학에서
돌아와 도쿄제국대학 철학과의 교수가 된다. 1881년 이노우에는 『철학자휘』라는 철학사전을 간행하는데
『철학자휘』는 ‘philosophy’의 역어로 ‘哲學’을 채택한 최초의 사전이다. 이후 모든 사전들이 ‘philosophy’
의 역어로 ‘철학’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노우에는 『国民道徳概論』에서 국민도덕과 국민교육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국가차원의 국민교육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15) 국민교육의 핵심이 국민도덕의 교육에 있다고 단언한다.16) 국민도덕이라는 국가적 목적
10)
11)
12)
13)
14)
15)

津田左右吉, 「日本思想形成の過程」『史苑』8, 立教大学, 1934, 194쪽.
津田左右吉, 「日本思想形成の過程」『史苑』8, 195쪽.
津田左右吉, 「日本思想形成の過程」『史苑』8, 196-197쪽.
津田左右吉, 「日本思想形成の過程」『史苑』8, 199쪽.
津田左右吉, 『神代史の新しい研究』, 二松堂書店, 1913, 198-199쪽.
“국민 자위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존속하고 발전할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교육의 목적에는 달하지 못한다...개인교육과 단체교육, 즉 국민교육이 함께 행해져야 비로소 교육의 참 목
적을 얻을 수 있다.”井上哲次郎, 『国民道徳概論』, 三省堂, 1912, 2-3쪽.
16) “국민으로서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국민 간에 종래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바의 국민도덕이라는 것을 가르
쳐 이에 따라 국민 자위의 자격을 만들도록 도모하지 않으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井上哲次郎, 『国民道徳概
論』,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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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의 핵심에 있다. 이노우에는 국민도덕을 “민족적 정신의 현현”이라 하면서 “그 국민이 역사적으로
쌓아온 것에 의해 점차 발전해온 민족적 정신 연구”17)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일본국민, 일본민족
의 고유한 도덕의 역사적 발전을 묻는 시좌를 설정하는 것”에 이노우에의 일본사상사가 성립한다.18)
이노우에의 국민도덕론이 갖는 특징은 외래사상의 인정에 있다. 이노우에는 국민도덕을 이루는 요소를
세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본고유의 정신, 일본의 민족적 정신이다. 일본 고유의 정신에는 유교와
불교, 및 서양 문화가 일본 문명의 요소를 이룬다.19) 다만 서양문명의 유입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서
양문명의 유입의 결과 불건전한 사상, 위험한 사상, 유독한 사상이 역시 함께 들어와 좀처럼 안심 할 수
없는 일도 있다”고 하여 서양사상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교육칙어는 특히 국민도덕의 순수를 이루는
것”20)이라 했다. 여기서 이노우에가 지적하는 불건전하고 위험한 사상은 기독교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
서 본다면 이노우에가 우치무라 간조와의 불경논쟁(1891)에서 보인 교육칙어를 근간으로 하는 일본 교육
을 말한 것은 천황제 중심의 교육에 일본도덕의 핵심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21)
이노우에의 동양철학사 연구나 에도시대 유학에 관한 3부작도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여 성립되
어 있다.22) 이노우에의 에도시대 유학 3부작이란 『日本陽明学派之哲学』(1900), 『日本古学派之哲学』
(1902), 『日本朱子学派之哲学』(1906)의 저작을 말한다. 에도시대의 유학을 양명학파, 고학파, 주자학파로
분류하는 방법은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3부작의 간행이 일본사상사에서 의미하는 바는 대단
히 중요하다. 또한 이노우에는 가니에 요시마루(蟹江義丸)와 함께 1901년부터 1903년에 걸쳐 『日本倫理彙
編』(育成会, 全10巻)을 간행하는데 에도 유학사를 개괄하면서 각 학파별로 구분하고 사상가들의 저서를 실
었다. 이 『日本倫理彙編』은 양명학파를 시작으로 고학파, 주자학파, 절충학파. 독립학파로 구분했다.23)
한편 이와바시 쥰세이(岩橋遵成)의 『大日本倫理思想発達史』(2册, 1915), 키요하라 사다오(清原貞雄,
1885-1964)의 『国体論史』(1921) 등 일본도덕론의 연원에 대한 연구도 이노우에의 국민도덕론의 연장사라
고 할 수 있다.
무라오카부터 이노우에의 1940년 이전단계까지의 일본사상사 연구는 주로 일본정신, 국민도덕론으로 요
약된다. 중국이나 인도에서 들어온 유교와 불교를 전통사상이라 간주하면서 순수한 일본정신의 원형을 찾
17) 井上哲次郎, 『国民道徳概論』, 4쪽.
18) 池田智文, 「日本思想史論に関する一考察」, 『龍谷大学国際センター研究年報』, 2005, 130쪽.
19) “민족적 정신이라는 것은 좀처럼 강대한 실행적인 정신이지만 내용은 점차로 외부에서 빌려온 것이다. 즉 유교와
불교,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점차 포섭되어 일본의 종래의 국민도덕이라는 것이 되었다...유교와 불교가 일본의 국
민성에 동화되어 일본문명의 요소가 되었으며 국민도덕의 내용으로 섭취되었다...메이지 유신 이래로 서양의 문화를
수입하게 되어 국민도덕이라는 것이 한층 더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井上哲次郎, 『国民道徳概論』, 6-7쪽.
20) 井上哲次郎, 『国民道徳概論』, 11-12쪽.
21) 이노우에는 “나의 국민도덕론으로서 강의하는 것도 이 교육칙어의 배후에 걸쳐 있다. 즉 백그라운드로서 의미된
것을 강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井上哲次郎, 『国民道徳概論』,13쪽. 이노우에는 교육칙어가 발표된 이듬해인
1891년 9월에 『勅語衍疑』(上下)를 출판했다. 이노우에의 『勅語衍疑』는 교육칙어의 의의와 정신을 설명하고 유포하
기 위한 것이었다.
22) 江島顕一, 「明治期における井上哲次郎の国民道徳論の形成過程に関する一考察」:『勅語衍義』を中心に」, 『慶應義塾
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紀要』, 2009, 24쪽(井上哲次郎, 『丁酉倫理會倫理講演錄』, 1月15日号, 1906, 82쪽)에 의함.
이노우에의 국체론은 1935년의 『우리 국체와 국민도덕』에서는 왕도적 국체론에 기반 한 국민도덕론으로 변했다.
천황제국가의 무조건적 이데올로기 찬양에 기반 한 혈통보다는 인정, 왕도에 기초한 정치가 황통의 조건이라고 주
장했다. 신화적 설명을 피하거나 천황도 보편적 가치(왕도)에 구속된다는 이러한 국체론은 1926년 도야마 미쓰루
(頭山満, 1855-1944) 등으로부터 불경하다고 비판당하면서 출판법 19조에 의해 출판금지처분을 받았다. 쓰지모토
마사시외 지음, 이기원⦁오성철 옮김, 『일본교육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2011, 410쪽.
23) 이노우에는 1883년 동경제국대학에서 처음으로 <동양철학사> 강의를 담당했다. 이노우에가 <동양철학사>를 강의
하게 된 것은 그가 1880년 동경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후 문부성에 들어가 편찬국겸 관립학무국에 근무하면서
『동양철학사』 편찬 기획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노우에는 1897년 프랑스의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동양학회에 참석하
여 ‘일본에서의 철학사상의 발달’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노우에는 1884년부터 1890년 10월까지 독
일에 유학하여 독일철학을 연구했으며 독일에서 돌아오는 1890년에 교육칙어가 발포(發布)된다. 교육칙어 발포 이
후 이노우에는 『教育ト宗教ノ衝突』(1893)을 써서 기독교와의 논쟁을 유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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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다. 기기신화(고사기, 일본서기), 문학 작품 등의 사료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일본
정신을 해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이 제국주의화해 가는 과정에서 ‘세계와의 조류’에 부응하면서 세
계질서에의 참가라는 의식이 일본사상사 연구에 반영되어 있다. 서구 중심의 ‘세계’를 초극하고자 하는 의
도가 보인다.
메이지기(明治期, 1868년 ～)에 간행된 ‘일본유학사’ 관련 저서는 1877년 다쿠치 우키치(田口卯吉,
1855-1905)의 『日本開化小史』, 1880년 마츠무라 미사오(松村操)의 『近世先哲叢談』(2권, 속2권) 등 28종,
다이쇼기(大正期, 1912-1926) 부터 1945년까지 간행된 일본유학사 관련 저서는 1915년 이와바시 준세이
의 『大日本倫理思想發達史』, 무라마쓰 시코(村松志孝, 1874-1974)의 『近世儒家人物誌』 등 35종으로 총
63종의 일본유학사 관련 저서가 간행되었다.24) 메이지시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사상사 학계는 중국의 동
향에 유의하면서 일본 유학사를 다시 해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국민도덕’과 ‘민족정신의 현현’, 천
황중심적 사고나 일본문명의 우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정신’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3. 戰後期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14-1996)의 사유양식론과 일본사상사학
전후 일본사상사연구는 마루야마로부터 시작된다. 마루야마는 「근세유교의 발전에서 소라이학의 특질 및
그 국학과의 관련』(1940), 「근세일본사상사에서 자연과 작위의 제도론으로서의」(1941)라는 논문을 도쿄대
법학부 연구기요(硏究紀要)인 『국가학회잡지』에 발표한다. 마루야마의 일본사상사 연구는 에도시대 유학
연구가 주를 이룬다.
마루야마의 두 논문을 통한 일본사상사 연구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25) 첫째는 일본사상사 연
구에서 제기되는 이노우에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도덕론’이다. 국민도덕론은 메이지 중기, 다이쇼 데모크리
시 시대까지 보수층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인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급격한 서구화에 의해 국가 및
국민의 동일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도덕’으로 표현된 것이다. 제국 신민이 지켜야하는 새로운 도덕의 추
구가 국민도덕론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흐름은 주로 독일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문화사로서의 사상사’
이다. 무라오카의 노리나가 연구,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와쓰지 테쓰로(和辻哲郎), 쓰다 소키치 등이 그
러하다. 일본정신사 연구는 1930～40년대 군국주의시대에 절정에 달했다. 세 번째로는 1920년대부터 일본
학계를 흔든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에 의한 일본사상사 연구이다.26) 마루야마의 일본사상사 연구는 위의
세 흐름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반영되어 있다.
마루야마의 일본사상사 연구는 ‘사유양식(思惟樣式)’에 기초해 있다. 마루야마가 추구한 것은 “주자학적
사유양식이 겪는 역사적 변질속에서 토구가와 시대의 정통적인 세계상의 해체과정을 추적하는 것”, “주자
학적 사유에서 규범과 자연의 연속성이 유교 사상의 발전 속에서 분열되어 가고 그러한 분열이 국학의 사
유양식의 성숙을 준비”한다는 논리이다.27)
마루야마에 의하면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斎, 1619-1682)의 주자학은 욕망을 긍정하는 고학파의 등장에 의해 점차 쇠퇴해 간다. 고학
을 제창하는 선구적 사상가 야마가 소코(山鹿素行, 1622～1685), 이토 진사이(伊藤仁斎, 1627～1705), 고
학의 주자학 비판에 동조하는 카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1630～1714), 고문사학을 제창한 오규 소라이(荻
24) 陳瑋芬, 「日本儒学史の著述に関する一考察-徳川時代から1945年まで」, 참조.
25)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역, 『일본정치사상사연구』, 통나무, 서문에 의함.
26) 대표적인 연구자와 연구서로는 나가타 히로시(永田広志, 1904～1947)의 『日本唯物論史』(1936), 토리이 히로오(鳥
井博郎, 1911～1953)의 『日本宗教思想史』(三枝博音공저, 1938), 『明治思想史』(1953), 1932년 도사카 쥰(戸坂潤)과
함께 유물론연구회를 창립하고 기관지 『唯物論研究』 발행한 사에구사 히로토(三枝博音, 1892～1963)의 『日本に於
ける哲学的観念論の発達史』(1934), 1932년 『日本資本主義発達史講座』를 간행한 하니 고로오(羽仁五郎, 1901～
1983) 등이 있다.
27) 마루야마 마사오 지음, 김석근역, 『일본정치사상사연구』, 서문,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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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徂徠, 1666～1728)에 의해 도쿠가와 시대 주자학은 완전히 해체된다. 소라이는 유학을 정치화 시켰다는
점에서 에도시대 다른 유학자들과 차별적이다. 소라이의 등장으로 에도시대는 새로운 사유양식으로 이행했
다.
마루야마는 소라이학 이후의 사상계의 변동 과정에서 노리나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학에 주목한다. 그러
한 의도는 “주자학적 사유양식의 분해과정이 국학이라는 하나의 정리된 사상의 형성을 어떻게 내재적으로
준비했는가”에 있다.28) 마루야마는 유교의 자기 분해 과정을 통한 근대의식의 성장을 사유양식이라는 측
면에서 고찰한다. 마루야마는 안도 쇼에키(安藤昌益, 1703〜1762)-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
1801)-혼다 토시아키(本多利明, 1743〜1821)-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 1769〜1850)－가이호 세이료(海保
青陵, 1755〜1817)로 이어지는 작위적 논리를 찾아내어 근대사유의 성장을 도식화했다.29) 문제는 소라이
이후의 반소라이학의 등장과 관정이학의 금에 의한 주자학 부상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마루야마의 일본사상사학은 그의 원형론(古層論)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마루야마는 「역사의식의
고층」(『丸山真男集』第10巻,

岩波書店,

1996)에서

일본인의

역사의식의

‘집요저음’(執拗低音,

basso

ostinato)을 찾아내고자 했다. 마루야마는 역사의식의 가장 ‘고층’에 ‘집요저음’이 있으며 그것이 외래사상
을 일본적인 사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간주한다. 마루야마는 외래사상에서 섭취된 사상을 일본적으로
변용하는, 일본인의 의식의 불변의 저층을 이루는 것을 주시한다. 마루야마는 ‘고층’을 ‘외래문화의 압도적
인 영향아래에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어떤 패턴’ 이나 ‘일본적인 것의 집요한 잔존’이라고 말한다.30) 마루
야마는 「역사의식의 고층」에서 기기신화(記紀神話)를 바탕으로 일본 역사 발전의 세 가지 범주를 찾아내었
다. 첫째는 ‘끊임없이 되어 가는(なりゆく)’ 것으로 ‘유기물이 스스로 이루어지듯이 발아하고 생장, 증식되
는’ 것, 둘째 ‘계속해서(つぎつぎ)’ 무엇인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셋째는 ‘힘(추세, いきほひ)’ 이다.
마루야마는 이 세 가지 범주에 의해 일본 역사는 발전해 왔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마루야마의 일본사상사론은 가장 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집요한 관심의 표출이다. 마루
야마는 이러한 역사의식이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파악한다.31) 일
본은 외래사상을 일본적인 사상으로 새롭게 주조해 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다.

4. 마루야마 이후 일본사상사연구
마루야마의 일본정치사상사 이후의 학계에는 마루야마의 계승과 극복이라는 현상이 출현했다. 마루야마
의 계승은 일본사상사를 일관된 주제로 설명하려는 연구경향, 마루야마의 직계인 히라이시 나오아키(平石
直昭)의 설명에 따르면 ‘근대화’와 ‘일본화’의 두 축으로 설명하려는 ‘마루야마의 유산’이 있다.32) 전후 사
상사는 마루야마에 의해 촉발되어 통시적으로 사상사를 보려는 방법이 연구자들 사이에 공유되었다.

28) 마루야마 마사오 지음, 김석근역, 『일본정치사상사연구』, 270쪽.
29) 이러한 마루야마의 소라이론 문제점에 대해서는 히라이시 나오아키의 고찰이 있다. 平石直昭, 平石直昭,「戦中•戦
後徂徠論批判ー初期丸山•吉川両學説の検討の中心にー｣,『社会科學研究39권
제1호,
東京大學社会科學研究所,
1987, 67〜69쪽.
30)丸山真男,『原型・古層・執拗低音─日本思想史方法論についての私の歩み』武田清子編(1984)『日本文化のかくれ
た形』岩波書店(初出, 1981년의 연속강연회「日本文化のアーキタイプを考える」)(『丸山真男集』12, 135쪽, 157
쪽)
31) 예를 들어 마루야마는 소라이의 『태평책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비견하면서 소라이학의 반주자학적 특징을
유럽 중세말의 보편논쟁이나 종교개혁과 근대 초기의 자연과학적 혁명에 이르는 과정과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丸山真男, 『日本政治思想史研究, 東京大學出版会, 1952, 82쪽, 185-186쪽.
32)平石直昭, 「新しい徳川思想史像の可能性-近代化と日本化の統一をめざして」、『徳川思想史像の総合的構成』平成6-7
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總合硏究A)研究成果報告書,1996, 참조. 1999년 10월, 일본사상사학회는 ‘마루야마 사상사학
의 지평’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마루야마의 일본사상사론이 갖는 의의에 대한 논의였다. 그 성과는 일본사상
사학회 저널 『日本思想史学』(32号, 2000)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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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대화론
마루야마의 일본사상사를 계승한 히라이시 나오아키(平石直昭, 1945〜)는 전후 일본사상사연구를 회고
하면서 “마루야마의 소라이학설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불충분했는지를 정면에서 전면적으로 분명하게
다루지는 못했다.”라고 하면서 “마루야마씨의 관심을 계승하면서 오히려 마루야마씨 이상으로 철저히 근대
의 시각을 소라이 분석에 일관시키는 것으로 그 사상이 갖는 거대한 사상사적 의의를 남김없이 해명할
것”을 강조했다.33) 마루야마 직계인 와타나베 히로시(渡辺浩, 1946〜)는 후에 도쿄대에서 일본정치사상사
강좌를 담당했다. 와타나베의 대표 저술로는 『근세 일본사회와 송학』(1985), 『근세일본정치사상』(1985),
『동아시아의 왕권과 사상』(1997), 『일본정치사상사, 17-19세기』(2010) 등이 있다.
마루야마의 직계는 아니지만 마루야마에 영향받은 노구치 다케히코(野口武彦, 1937〜)는 오규 소라이와
현대의 우리들의 접점은 소라이가 에도의 학문사상에서 몇 가지의 근대적 사고방법의 계기를 도입한 것에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라이 정치학은 일본 근대의 특이한 형성에 하나의 원리를 제공했다고 한
다. 그는 카시러나 세이바인 등 근대화론의 견지에서 제도작위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상에 소라이학의 근
대적 요소를 찾고 있다.34) 그러나 이러한 야마구치의 견해는 실제로는 소라이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분
석한 것은 아니며 마루야마의 논의를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35) 사상사에서의 근대화론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마루야마를 매개로 논의된다.

2)유교의 일본화론
마루야마의 근대화론 이후의 일본사상사학은 ‘일본화’론의 전개, 심화를 가져 왔다. 서양 사상의 영향에
서 ‘일본’ 내부로 시선을 옮겨가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사상사학회는 1969년 기관지인 『日本思想
史学』을 창간하여 일본사상 관련 논문을 사회적으로 발신한다. 일본사상사 연구의 확대는 『일본의 명저』
(中央公論社, 1969), 『일본의 사상』(筑摩書房, 1968), 『日本思想大系』(岩波書店, 1970), 『日本思想講座』(雄
山格, 1975)등의 총서 간행으로 이어졌다. 일본사상에 관한 총서의 발행으로 유교의 일본화 논의는 한층
진전되었다.
유교의 일본화란 외래사상인 유학이 에도 시대의 조건들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용, 변용,
정착에 관한 논의이다. 중국이나 조선의 유학과는 다른, 일본 고유의 유학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
는 것이다. 유교를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사가라 토오루(相良亨, 1921～2000)는 와쓰지 데쓰로(和辻
哲郎)의 제자로 윤리학적 측면에서 유교를 전통사상으로 자리매김한다. 『근세 일본유교 운동의 계보』
(1955), 『일본인의 전통적 윤리관』(1964),

『근세의 유교사상』(1966), 『무사도』(1968), 『성실과 일본인』

(1998), 『일본인의 사생관』(1984), 『무사의 사상』(1984) 등 사가라 토오루의 저술은 일본의 전통사상에서
유교를 찾고 있다.
비토 마사히데(尾藤正英, 1923～2013)의 『일본봉건사상사연구』(1961)가 있다. 『일본봉건사상사연구』의
부제는 ‘막번체제의 원리와 주자학의 위치’이다. 비토는 일본의 봉건사상을 주자학과 결부시켜 주자학이
사회적, 역사적 사정이 중국과 다른 일본사회에 퍼져가는 양상에 주목했다. 비토의 일본사상은 중국의 주
자학과 일본의 주자학의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설명한다. 한편 다하라 쓰구오(田原嗣郎, 1924～)의

『徳川思想史研究』(1967)는 주로 ‘고학파’로 분류되는 야마가 소코, 이토 진사이, 오규 소라이의 주자
학 비판을 다루면서 고학파의 사상적 의의를 드러냈다. 요시카와 코지로(吉川幸次郎)는 논문 「일본적 사

33) 平石直昭, 앞의 논문, 67-69쪽.
34) 野口武彦, 『江戸人の昼と夜, 筑摩書房, 1984, 68-71쪽.
35) 平石直昭, 앞의 논문,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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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서의 소라이｣나 「민족주의자로서의 소라이｣에서 소라이의 경천, 귀신설이 실은 일본의 신도에 시사
받은 바 크다고 간주하고는 나아가 소라이의 성인신앙에도 신란(親鸞, 불교)의 영향이 작용했다고 기술한
다.36)
와타나베 히로시는 나카에 토주(中江藤樹, 1608-1648)부터 오규 소라이를 사정에 넣고 이 시기의 유학
사상의 발전과정에서 중국과 조선에서는 정치체제와 표리를 이루는 정통적인 사상으로서 군림하던 주자학
이 일본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특히 고학자에 의한 다수의 수정을 거쳐 한층 더 일본사회에 침투해갔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37) 와타나베의 『근세일본사회와 송학』은 중국의 유학과 일본 유학의 유사성과 상
위성을 설명한다. 와타나베는 『일본정치사상사, 17～19세기』(2010)에서는 근세 정치질서의 안정과 붕괴를
기술했다. 이 저서에서 와타나베는 중국이나 조선과는 달리 일본의 정치체제를 ‘최강자’에 의한 ‘어위광(御
威光)’의 지배라 간주한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유교는 위험한 사상이다. ‘어위광’에 의한 정치치제는 ‘어위
광’의 지속이 결국 붕괴를 가져왔다고 했다.
구로즈미 마코토(黒住真)는 『근세 일본사회와 유교』에서 “오산의 선승, 신도가, 공가(쿠게, 公家) 지식
인”등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던 중세의 유학에 비해 일본 근세는 민간의 주쿠나 번교, 그리고 다수의 출판
물 등을 매개로 한 “유학적 교양이 열린 정보로 기능”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진사이와
소라이의 독창적 유학이 탄생하여 유학의 체계화가 진전되었으며 그것을 유학의 일본화라 규정한다.38) 구
로즈미는 유학의 정착과정이 안사이학—진사이학—소라이학으로, 그리고 소라이학 이후의 유학의 양태를
유학의 일본화—유학의 체계화—유학의 사회화 라는 도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앙공론사에서는 일본의 유교 시리즈를 간행했는데 13권 째가 『일본의 근세-유학, 국학, 양학』(1993)
이다. 다지리 유이치는 이 저서의 제2장 <유학의 일본화>에서 유학의 일본화를 “일본적 사회의 틀이 확립
되어가는 시대에 유학적인 가치관과 용어법으로 시대의 과제에 맞선 지식인의 다양한 영위, 분열과 통저를
포함한 그 총 과정”이라 규정한다.39) 일본적 사회의 형성에 관계된 사상운동의 전체를 유학의 일본화라고
간주한다.
나카무라 슌사쿠(中村春作)는 유교의 일본화론에 대해 중국에도 없고 조선에도 없는 일본 독자적인 유
학지가 탄생하고 거기서 “유교 표상이 얼마나 동원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켜왔는가,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의 내성적 과제로서 해독해가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40) 사와이 게
이이치는 『기호로서의 유교』에서 ‘유교의 일본화’ 대신에 ‘토착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근세 유교를 재구
성하고자 했다. 사와이는 ‘유교의 일본화’는 일본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토착
화’는 동아시아와의 교류와 접촉 부분을 강조한다.

5. 마루야마 사상사학의 극복
1)고야스 노부쿠니의 언설론적 전회
마루야마의 근대화론에 입각한 일본사상사론을 비판하면서 일본 사상사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기한
연구자가 오사카대의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1933～)이다. 고야스는 마루야마의 소라이론 및 일본근대
36)吉川幸次郎, 「民族主義者としての徂徠｣, 「日本的思想家としての徂徠｣, 『仁斎•徂徠•宣長, 岩波書店, 1975, 참조.
37) 와타나베는 유학의 일본화 과정을 “서로 다른 문화 체계가 만든 사상에 접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 또 혹은 그것을 수정하고 포섭하며, 때로는 거기에 대항해 가는 세계사적으로도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닌 사상의
드라마를 이해하고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제공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다.(渡辺浩, 『近世日本社会と宋學,
東京大學出版会, 1985, 4-5쪽）
38) 黒住真, 『近世日本社会と儒教, ぺりかん社, 2003, 65-68쪽.
39) 중앙공론사, 『일본의 근세-유학, 국학, 양학』 , 1993, 35쪽.
40) 中村春作, 에도의 유교와 근대의 지, 앞의 책,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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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론은 “근대에 관한 하나의 역사철학적 스토리 안에 구성된 것”, 혹은 “그러한 스토리를 소라이에 대입시
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41) 고야스는 “18세기 언설의 세계”에서 소라이학의 출현 자체를 ‘사
건’으로 규정하고는 거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소라이의 언설의 무엇이 사건적이었는가”를 묻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소라이의 언설이 소라이학의 내부에서 갖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소라이의 언설이 바깥의 언설
과의 관련에서 갖는 의미”를 문제 삼는다.42) 고야스는 소라이의 등장으로 인해 지배적 언설의 무엇이 드
러나고 무엇이 바뀌었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고야스의 일본사상사 연구는 『노리나가와 아쓰타네의 세계』(1977), 『伊藤仁齋』(1982), 『사건으로서의 徂
徠学』(1990), 『鬼神論』(1992), 『방법으로서의 江戸』 (2000)등이 있다. 고야스의 일련의 저작들은 마루야마
에 촉발된 ‘근대’ 비판으로 이어진다. 고야스는 ‘근대’ 비판을 위해 ‘언설론적 전회’를 시도했다. 고야스는
이러한 방법을 ‘방법으로서의 에도’라고 했다. ‘방법으로서의 에도’란 근대 일본의 대항적인 언설로서 에도
(전근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고야스는 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일본적 근대를 주장하기 위한 ‘실체로서
의 에도’ 연구를 비판한다.43)
언설론적 전회에 촉발되어 많은 연구서와 논문이 제출되었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사와이 게이이치(전
도쿄 케센대), 나카무라 슌사쿠(히로시마대), 츠지모토 마사시(전 교토대), 우노타 쇼야(오사카대) 등 주로
서일본 지역의 연구자 들을 들 수 있다. 1991년 11월 개최된 일본사상사학회 심포지엄의 테마는 “徂徠를
둘러싼 문제들”로 이 심포지엄에서는 「法思想史에서 소라이」(緒形康), 「徂徠学에서 도의 보편성과 상대성」
(平石直昭), 「荻生徂徠의 사상구조」(本郷隆盛)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심포지엄은 마루야마의 소라이학
중심의 일본사상사학에 대한 재고와 일본사상사의 재구성을 위한 것이었다.

2)동아시아사상사에서 보는 실학연구
일본사상사 연구에서 특히 일본의 실학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미나모토 료엔(源了圓, 1920～)이 있
다. 료엔은 일본 실학 사상의 전개를 4기로 구분한다. 제1기는 근세 초기의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에
서 오규 소라이 까지의 에도 전기, 제2기는 오규 소라이에서 아이자와 세이시사이(会沢正志斎)의 활동기로
1820년대 무렵의 에도 후기, 제3기는 1820년대부터 메이지 유신까지의 시기, 제4기는 메이지유신 이후이
다. 제1기의 특징으로는 인간의 내면적 진실의 추구, 그것이 경제제민으로 연결되는 인간의 내면성에 기조
를 둔 실학(인간적 진실추구의 실학, 도덕적 실천의 실학), 제2기의 특징으로는 실학자의 관심이 내면적인
것에서 외면적인 것으로의 이행(특히 오규 소라이), 제3기의 특징으로는 국가적 위기, 사회적 변동에 의해
실천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경세론(후기 미토학), 양학겸학의 실학(사쿠마 쇼잔), 유교 개혁의 실학(요코이
쇼난), 정치 변혁의 실학(요시다 쇼인)의 등장, 제4기의 특징으로는 근대적 실학, 즉 실증성, 합리적 방법에
입각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으로 계몽사상을 들고 있다.44) 료엔의 실학 연구는 일본의 근대화를 어
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설명 틀로서 전근대 일본사상사의 변동 과정을 실학이라는 틀로 구조화했다. 실학
연구는 동아시아실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현재도 매년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3)학문론에서 보는 일본유학사 연구
오규 소라이 이후 사상사는 소라이학과 반소라이학의 사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소라이 이후 유학사상
의 특징은 정치 개혁론에 학문의 목적을 둔 그룹과 경학에 학문의 목적을 둔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
41)
42)
43)
44)

子安宣邦, 『｢事件｣としての徂徠學, 青木社, 1990, 23쪽.
子安宣邦, 앞의 책, 8-19쪽.
子安宣邦 『方法としての江戸』, 2000, 참조.
源了圓, 「実学概念の検討」 『近世初期実学思想の研究』, 創文社, 1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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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치 개혁론에 학문의 목적을 두었던 호소이 헤이슈(細井平洲), 가메이 난메이(亀井南冥), 쓰카다 다이
호(塚田大峰), 라이 슌수이(頼春水), 비토 지슈(尾藤二洲)등이 있으며, 경학에 학문의 관심을 두었던 지식인
들로는 가타야마 켄잔(片山兼山), 오타 긴죠(太田錦城)등이 있다. 그런데 정치 개혁론에 학문의 주된 관심
을 표명한 그룹들도, 경학에 학문의 주된 관심을 표명한 그룹들도 대부분이 한 때 소라이학을 받아들였거
나 소라이가 그들 사상 형성에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호소이 헤이슈의 경세론은 소라이의 경세론을
수용했으며, 라이 슌수이나 쓰카다 다이호, 비토 지슈, 오타 긴죠의 유학사상은 반소라이적이다. 또한 가메
이 난메이나 가타야마 겐잔은 소라이학에서 전향한 자들이다.
소라이 이후의 소라이학과 반소라이학의 사상 구도를 연구한 고지마 야스노리가 있다. 그는 반소라이학
의 소라이 비판의 양상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소라이학의 학문적 경향, 특히 수신론에 대한 비
판, 둘째 소라이학의 문헌학적 실증성, 객관성의 불비에 대한 비판, 셋째 소라이학의 중화주의적인 사고에
대한 비판, 넷째 소라이의 학설에 대한 사상적 비판, 그 중에서도 도의 작위성에 대한 도의 자연성의 강조
와 예악형정주의에 대한 심법(心法)의 재중시를 들고 있다.45)
한편 쓰지모토 마사시(辻本雅史)의 『근세교육사상사 연구』(1990)는 18세기 후반기 전사회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문제를 사상사적으로 규명한다. 쓰지모토는 오규 소라이의 유학 사상이 18세기 후
반기 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있었다는 점과, 소라이 이후 사상사에서 등장하는 절충학, 정학파 주자학, 후
기 미토학의 국가주의 유학도 소라이 이후 소라이의 정치사상의 영향이라는 점을 밝혔다.
마카베 진의 『徳川 후기의 학문과 정치』(2007)는 근대 일본의 정치와 교육의 원류로서 도쿠가와 후기,
관정기(1789-1801) 이후의 막부의 교육기관이었던 창편판학문소(昌平坂学問所)의 유학과 그 정치적 소산
을 코가가(古賀家)의 유학을 축으로 규명했다. 마카베는 대륙 학문의 흐름과 일본 학문의 변화가 무관하지
않다는 관점에 서 있다. 일본 유학을 ‘일국사’의 틀에서만 파악하려는 관점의 극복이 본서의 과제이다.
교육과 학문을 중심으로 한 유학사 연구는 ‘지의 전달’이라는 방법론으로 발전해간다. 예를 들어 가이바
라 에키켄은 18세기 상업출판 붐에 편승하여 ‘읽히는’ 책을 다량 간행했다. 에키켄은 유교의 난해한 이론
을 알기 쉬운 가나를 사용하여 서민들에게 전하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사상사가 지향해 온
‘지’의 내용, 실체, 전달 방법 등의 고찰을 통해 전근대 일본의 지식사회를 고찰한다. ‘지의 전달’이라는 방
법에서는 문자와 출판 미디어가 갖는 사상사적인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46)
독서의 문제를 사상사의 테마로 한 연구가 있다. 메이지 시대에는 2천개가 넘는 민중결사 모임이 있었
다. 민중결사는 주로 연설회나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킨 역할을 했다.
연설회나 토론회를 통해 서양의 자유, 평등사상을 배우면서 새로운 국가상을 정립하는데 일조했다. 그런데
근대에 활발해지는 연설회나 토론회는 근대에 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마에다 쓰토무(前田勉)는 『에도의
독서회』(2012)에서 전근대에는 회독(會讀)이라는 독서회가 그러한 기능을 했다고 하면서 전근대 유학의 학
습법에서 회독이 갖는 사상사적 의미를 고찰했다. 회독은 ‘소독(素讀)’이나 ‘강석(講釋)’과는 달리 공개된
장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되는데 스승의 권위적인 경서의 해석보다는 회독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이루어졌다. 마에다 쓰토무는 회독의 기본 원리, 유자들의 회독(예를 들어 이토 진사이와
오규 소라이의 회독), 난학과 국학에서의 회독, 번교(藩校)나 사숙(私塾)에서의 회독의 문제를 고찰하면서
회독이 메이지시대로 계승되어가는 과정을 기술했다. 메이지 유신의 지적 원동력으로서 회독이 기여한 부
분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6. 맺음말
45) 小島康敬, 『徂徠學と反徂徠學』, ぺりかん社, 1994, 203-204쪽
46) 辻本雅史, 『思想と教育のメデイア史』, ペリカン社、2011, 참조

12

현재 보이는 일본사상사 연구의 커다란 특징은 근대의 방향 상실에 따르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대교체기이다. 전후 마루야마, 고야스 등 1세대
연구자들의 퇴임과 함께 그 후학들도 이미 퇴임기에 접어 들었다. 둘째로는 사관없는 사상사 연구이다. 전
전에는 황국사관이나 유물사관 등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연구의 방향을 이끄는 이데올로기가 있었다.
마루야마 이후의 일본사상사연구는 연구 소재의 확장, 치밀한 사료독해, 일본사상사와 근접 학문과의 횡단
연구, 근대지의 비판, 일국사적 연구의 비판, 동아시아사상사로의 확대 등 외연이 확장되어 있는 것은 틀
림없는 사실이지만 사상사 연구를 포괄하는 뚜렷한 사관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상사 연구의 전체
상을 제시하려는 연구가 보이지 않는다. 셋째 사상사 연구는 근대로 관심의 주제가 이행되고 있다. 일본사
상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연구논문의 50% 이상은 근대 관련 주제이다. 넷째 일본사상사 연구는 일
국사적 시점에 갇혀있다. 유학은 대륙과 조선, 일본의 상호 관련성 위에서 일본유학의 특질을 검토할 필요
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특기할 만 한 점은 일본사상사 통사가 두 권이나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와나미는
『岩波講座 日本の思想』全8巻(2013-2014)을 간행했다. 편자로는 가리베, 구로즈미, 사토 히로오, 스에키이
며 테마 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전서는 『講座日本思想』(東京大学出版会、1983-1984, 相良享, 尾藤正英,
秋山 편자)의 계승이다. 한편 페리칸사에서도 『日本思想史講座』全5巻(2012-2015)을 간행했다. 편자는 가
리베, 쿠로즈미, 사토 히로오, 스에키, 다지리 유이치로이며 시대별로 구성했다. 이 전서는 石田一良⦁古川
哲史 편 『日本思想史講座』全10巻(웅산각, 1975-1977)의 계승이다. 두 일본사상사는 현재 일본사상사 연구
의 수준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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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일본사상 연구 현황과 전망-유교 연구를 중심으로」 논평문
임 정 기(대구한의대)
이 논문은 일본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그 연구의 현황을 살피고 있다. 특히 戰後期의 마루야
마 마사오의 연구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일본사상사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
본사상사 연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논문에 대한 본인의 감상과 의문점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유교 연구라고 하면, 외래사상으로서 일본에의 수용, 전개, 일본화 등등에 관한 연구를 중
현황을 살피고 소개할 수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왜 마루야마 마사오의 연구를
의 현황을 살피고자 했을까? 마루야마 마사오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심으로 그

중심으로 ‘유교 연구’

일본사상사 연구가 유교에 국한

된 연구가 아니기에 더 더욱 발표자의 의도가 궁금하다.
2, 발표자는 마루야마의 관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마루야마의 일본사상사 연구는 ‘사유양식(思惟樣式)’에 기초해 있다. 마루야마가 추구한 것
자학적 사유에서 규범과 자연의 연속성이 유교 사상의 발전 속에서 분열되어 가고

은 ···· “주

그러한 분열이 국학

의 사유양식의 성숙을 준비”한다는 논리이다.」
「마루야마의 일본사상사학은 그의 원형론(古層論)에 기초를 두고 있다. ···· 마루야마는 역사
장 ‘고층’에 ‘집요저음’이 있으며 그것이 외래사상을 일본적인 사상으로 변화시키는

의식의 가

힘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마루야마의 관점에서 유교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유교의 범위, 유교와 국학의

관계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2-1,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만, 마루야마의 계승으로 이야기되는 ‘근대화론’도 유교와

의 관계

위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 또한 마루야마 사상사학의 극복으로 이야기되는, ‘언설론적 전회’나 미나모토 료엔(源了

圓)의 ‘일

본 실학’(유교와 실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현재 보이는 일본사상사 연구의 특징 중의 하나로, 「마루야마 이후의 일본사상사연구는 연
확장, 치밀한 사료독해, 일본사상사와 근접 학문과의 횡단 연구, 근대지의 비판,
동아시아사상사로의 확대 등 외연이 확장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
뚜렷한 사관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상사 연구의

구 소재의

일국사적 연구의 비판,

실이지만 사상사 연구를 포괄하는

전체상을 제시하려는 연구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3-1, 사상사 연구를 포괄하는 뚜렷한 사관[황국사관이나 유물사관]이란 무엇인가?
3-2, 사상사 연구의 전체상을 제시하는 연구는, 사상사 연구를 포괄하는 뚜렷한 사관에 의해

서 가능하

게 되는가?
3-3, ‘사상사 연구를 포괄하는 뚜렷한 사관[황국사관이나 유물사관]’에 의해서 간과되는 부분

도 있지 않

을까?
3-4, 이러한 의미에서, 마루야마 이후의 일본사상사 연구를 ‘마루야마의 계승과 극복’으로만

보려고 하

는 것에도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4, 또 일본사상사 연구의 특징 중의 하나로, 「일본사상사 연구는 일국사적 시점에 갇혀있다.
륙과 조선, 일본의 상호 관련성 위에서 일본유학의 특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유학은 대

는 점이다.」라는 지적

도 하고 있다.
4-1, 사상사연구에 있어서 일국사적 시점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국가의 주관적 관점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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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대륙과 조선, 일본의 상호 관련성을 자신의 국가의 주관적 관점에
시 일국사적 시점에 갇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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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봐 버린다면 역

인공지능시대 유교 심성론의 의미 - 퇴계를 중심으로 -

임헌규(강남대)

I.
1.공자의 人本ㆍ人道주의
철학자 야스퍼스가 말한 문명의 기축시대(Axial Age:B.C 800~A.D 200) 한 가운데에서 창조적 소수를 대
표하는 孔子(B.C.

551~478), 붓다(B.C. 566~486), 그리고 소크라테스(B.C. 469~399) 등은 반성적ㆍ비판

적, 심지어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 모태문명의 개혁을 시도했다.47) 그 중 공자는 당시 절대시 되던 전통적
행위규범의 근본을 묻는 것을 중시하고, 그 근본은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적 마음에 있다고 말하였다.48)
禮樂의 근본은 단순히 玉帛과 같은 물질로써 잘 예우하거나 鐘鼓로써 장엄한 화성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있
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적인 덕을 함양ㆍ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49)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仁과 예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仁이란 인륜의 완성된 덕이다. 仁이 근본이 되고, 禮樂은 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不仁하다면 禮樂의 근본이 없는 것이다.
...살핀다. 仁이란 충효의 완성된 명칭이며, 禮란 인의 실천으로 생겨나고, 樂은 仁을 즐김으로써 생겨나니, 仁은 실질이고 禮樂은
문채이다.50)

또한 모태 문명의 개혁자로서 공자는 “귀신을 섬기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을 온전히 섬겨야하며, 죽음의 문
제에 골몰하기보다도 먼저 삶에 충실해야 한다.”51)고 역설했다. 요컨대 현실에서 “오로지 옮음(義)을 실천
하는 데에 진력하고, 귀신과 같은 초월존재에 대해서는 경건하되 현실에서는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52)
삶의 태도라는 것이다.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주요 정신ㆍ입장은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로 조명ㆍ규
정되어 왔다. 그런데 그 시작하는 글자로 공자가 평생 뜻을 두고 발분하여 좋아했던 學은 이상적 인격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學以至於聖人), 그 주제인 仁(人+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愛人), 종결짓
는 글자인 知53) 또한 일차적ㆍ궁극적으로 인간을 아는 것54)이라는 점에서 공자의 철학은 人本(人道ㆍ人
文)주의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고 하겠다.
공자가 단적으로 인본주의를 주창했다는 말은 “인간이 능히 道를 넓힐 수 있으며, 道가 인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55)라고 선언하여, “사람 밖에 도는 없고, 도 밖에 사람은 없다.”56)는 언명에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었다. 요컨대 공자는 인간에 근본을 두고(人本), 인간의 도를 정립함으로써(人道), 당시 혼란을 변역

47) 벤쟈민 슈월츠(나성 역), 중국고대사상의 세계, 살림, 1996, 25-6쪽.
48) 논어 3:4. 林放問 禮之本 子曰 大哉 問 禮 與其奢也 寧儉 喪 與其易也 寧戚. 7:11. 子曰 禮云禮云 玉帛云乎哉
樂云樂云 鐘鼓云乎哉.
49) 論語 17:11. 子曰 禮云禮云 玉帛云乎哉 樂云樂云 鐘鼓云乎哉. 3:3. 子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樂何.
50) 논어고금주 3:3에 대한 茶山注.
51) 論語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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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論語 6:20. 樊遲問知 子曰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
53) 논어 20:3. “孔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54) 논어 12-22. “樊遲問仁 子曰愛人 問知 子曰知人.”
55) 논어 15:28, 子曰 人能弘道 非道弘人.
56) 논어 15:28에 대한 朱子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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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광정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 人文세계를 창달하고자 했다. 그런데 人本ㆍ人道ㆍ人文을 정립할 때
에 선결문제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하는 물음이다. 공자는 인간의 자기자각을 바탕으
로 人道건립을 자신의 숭고한 召命으로 여겼다.

鳥獸와 같이 群居할 수 없으니, 내가 이 인간들(人之徒)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누구와 더불어 살겠는가? 천하에 道가 있으면,

“

나는 변역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57)

공자는 인간이란 (본능에 의해) 群居하는 조수와는 (본성상) 유를 달리하는 존재로서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인간과 그 세계에는 마땅히 道가 정
립ㆍ운행ㆍ작동되어야 하지만, 당시 사회는 非道ㆍ無道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바로 이 때문
에 공자는 “누가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으랴만, 어찌 인간의 도로 말미암지 않는가?”58)라고
반문하면서, 심지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비장하게 말했다.
설문에 따르면, 道란 ‘辶(辵=行止)+首(머리=목적)’의 회의자로 ‘향하여 가는 길(辵:방법, 수단)이자 도달
해야 할 목적(首)’이다.59) 道는 1)물리적인 道路(갑골문)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2)人ㆍ物이 경유해야하는
길이자 지향하는 목적이며, 나아가 引伸하여 3)인물의 운용원리이자 당위의 원칙ㆍ도리, 그리고 사물의 운
동변화 과정과 운용원리를 의미한다.60) 논어에서 道자는 도합50장(1/10)에 걸쳐 72회 내외로 출현하여,
1)물리적 道路, 2)삶의 방식(법)ㆍ행적ㆍ방향ㆍ목표, 3)(다스림의) 규율과 원칙(道理), 4)국가의 질서ㆍ법령,
5)이상적 국가 형태, 6)도덕적 품덕, 7)인생의 진리, 8)궁극적 운행원리(天道), 9)夫子의 道(=忠恕), 10)道統
(文武之道)61), 11)이끌다(=導)62), 11)말하다(=言)63) 등의 뜻으로 쓰였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天下(邦)의 치
란과 질서(약11장),64) 인간이 마땅히 가야할 길ㆍ규범ㆍ방법(8장),65) 그리고 君子ㆍ善人之道(10장)66) 혹은
군자가 지향(志)하고 깨닫고(聞) 체득해야할 대상(7장)67)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용례로서 본다면 논어
의 道란 인간이 응당 경유ㆍ실천해 나가야 할 방법ㆍ도리ㆍ원리이면서 지향해야할 대상ㆍ목적이며, 나아가
인간의 공동체로서 천하(국가)가 구현해야 할 바람직한 질서ㆍ법령ㆍ運行의 正道 및 바람직한 국가형태라
할 수 있다. 즉 논어에서 道란 하늘ㆍ천하ㆍ국가ㆍ인간 등과 같은 모든 존재자들이 마땅히 가야할 길(當
行之路)이자 운행 방법, 그 길을 가기 위해 실천해야할 원리ㆍ질서ㆍ규범ㆍ방법, 그리고 최종 목표 등을
포괄한다. 공자에 따르면, 도덕의지를 지닌 자율적 존재인 인간에게서68) 道란 지향하고ㆍ깨달고ㆍ체득하
여, 실제 삶의 모든 방면에서 평생토록 끊임없이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의 길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 혹은 그 본성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다음
의 두 구절을 살펴보자.
“시에서 이르기를, 하늘이 뭇 백성을 내시니, 만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사람들이 이 떳떳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 시의 작자는
57)
58)
59)
60)

道를 알 것이다.”

69)

論語 18:6. “子路行以告 夫子憮然曰 鳥獸 不可與同群 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 天下有道 丘不與易也.”
논어 6:15. “子曰 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也.”
李恩江 賈玉民 主編, 說文解字, ｢道｣, 中原農民出版社, 2000. “道 所行道也. 從辵從首, 一達謂之道.” 165面.
최영찬 외, ｢道와 理｣동양철학과 문자학, 아카넷, 2003, 146-155쪽 참조. 진대제(안종수 역), 공자의 학설, 이
론과실천, 1996, 156-160쪽. 장립문 주편(권호 역), 도, 동문선, 1995, 46-50쪽 참조.
61) 논어 6:10, 9:5, 15:39, 19:22 등.
62) 논어 1:5, 2:3, 12:23.
63) 논어 논어 9:12, 17:14. 16:37 등.
64) 논어 3:24, 5:1, 5:6, 5:20, 6:22, 8:13, 14:38, 15:6, 16:31, 18:6, 18:7 등.
65) 논어 1:2, 4:6, 8:13, 11:23, 13:25, 15:41, 16:38, 19:19 등.
66) 논어 5:15, 6:15, 8:4, 8:7, 11:19, 14:30, 19:4, 19:12 등.
67) 논어 4:8, 4:9, 7:6, 15:31, 17:4, 17:39, 19:2 등.
68) 논어 7:6. “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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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命을 알았다. ...命을 알지 못하면 君子가 되지 못한다.”
天命을 性이라고 하고, 性에 따르는 것을 道라 한다.

70)

“쉰에

71)

공자에 따르면, 만물의 존재근거이자 윤리적 道德의 원천으로서 天은72) 만물과 인간에게 마땅히 따라야
할 당위법칙의 본성을 부여했으며, 이 본성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바로 그 존재, 특히 인간의 길(人道)이
다. 그런데 기존의 生이란 글자에 心이 결부되어 출현한 性자는 논어에서 단지 2회 밖에 나오지 않았지
만,73) 현존 문헌상 처음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 바로 철학사적인 중대 사건이다. 주지하듯이 심장의 상형
자로서 ‘心’자는 갑골문에서부터 우리 몸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五行의 土(만물을 생성하는 오행의 중심)에
해당하는 장기이며,74) 大主로서 군주의 기관75)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요컨대 중국인들은 心을 인간 신체
기관의 중추(핵심, 중심)이자 사유주체로 생각했다.76) 따라서 心+生의 결합으로서 性은 일차적으로 ‘生에
대한 心의 主宰’ 즉 생물학적 몸(生)에 대한 사유ㆍ도덕적 판단에 의한 主宰를 의미한다. 그래서 설문에
서도 “사람의 陽氣로서 性은 善하다. 心에서 유래하여 生으로 발음된다.”77)고 하였다. 따라서 주된 의미에
서 人性이란 우리의 생물학적 몸(生)을 주관하여(心), 인간을 (殘忍한 禽獸와 구별되게) 인간답게 해주는
가치 있는 것(善)을 의미한다. 이러한 人性개념이 제안됨에 따라 인간은 드디어 단순히 생물학적 신체를
주재하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성과 그 실현을 문제시하게 되었다. 바로 인간의 자기자각과 인간다
운 삶의 실현이라는 철학과 도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제 인간은 동물과 공유하는 食ㆍ色ㆍ安逸과 같
은 신체적 욕망을 통제하면서, 고유본성(人性)과 그에 따른 人道, 그리고 人文세계를 추구할 단서를 마련
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에 따르는 도는 무엇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는가? 논어전체에서
총괄적으로 해석하면 공자는 인간의 본성은 仁이며, 따라서 仁의 실천이 인간의 길이다78)고 해석할 충분
한 근거가 있고, 맹자의 보고에 의하면, 공자께서는 명백히 “道란 仁과 不仁뿐이다.”라고 말하여 인성 본
성에서 유래한 人道란 仁의 실천일 뿐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증자 또한 “인간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이자 길은 仁이다”79)고 직접 피력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논어의 그 어디에서 “仁이 인간의 본성
이다.”라고 명확하게 직접 정의ㆍ증명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래서 그 과제는 맹자에게 주어졌다.
2. 맹자의 인성증명
유교의 亞聖 孟子는 세칭 호변가로서 異端변증과 유교의 수호자임을 자임하였다.
세상이 쇠하고

道가 은미해져 사악한 학설과 포악한 행동이 일어나며 … 聖王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제후가 방자해져 초야의

선비들이 멋대로 의논하여
양주는

楊朱ㆍ墨翟의 말이 세상에 가득하여, 세상의 말이 양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에게로 돌아간다.

爲我를 주장하니 이는 인군이 없는 것이고, 묵적은 兼愛를 주장하니 이는 부모가 없는 것이다. 부모가 없고 인군이 없으

면, 이는

禽獸이다. … 양주와 묵적의 도가 종식되지 않으면 공자의 道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부정한 학설이 백성을 속여

69)
70)
71)
72)

孟子 5下:6. “詩曰天生蒸民 有物有則 民之秉夷 好是懿德 孔子曰 爲此詩者 其知道乎.”
논어 2:4. “五十而知天命.” 및 20:3. “不知命 無以爲君子也.”
中庸 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論語 17:19. “子曰 予欲無言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7:22. “子曰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何.”
73) 논어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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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子曰 性相近 習上遠也.”
74) 說文解字 ｢心部｣. “心卽人的心臟 心爲土臟主土 在身體正中 象形字 象心之形 今文經博士僞心主火. 安: 心之官
則思 古人的錯誤僞定 心用爲偏多與思慮有關.”
75) 皇帝內徑 ｢靈樞, 邪客｣. “心者 五臟六腑之大主也 ... 心爲君主之官.”
76) 전병술, 심학과 심리학, 모시는사람들, 2014, 34쪽.
77) 설문해자 ｢性部｣. “人之陽氣性善也. 從心 生聲.”
78) 논어 7:6. “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 등의 구절 참조.
79) 논어 8:7의 “曾子曰 士不可以不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不亦重乎 死而後已 不亦遠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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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義의 正道를 꽉 막는 것이다. … 내가 이를 두려워하여 앞 聖人의 道를 수호하고 양주 ․ 묵적을 막으며, 음탕한 말을 추방하여
사악한 학설이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80)

爲我를 주장하는 양주에게는 尊賢의 사회윤리인 마땅함(宜)의 義가 결여되어 있고, 兼愛를 주장하는 묵적

에게는 親親의 가족윤리인 사람됨(人)의 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81) 요컨대 인륜의 도가 없으면 禽獸
상태라 할 수 있는데, 仁義가 인륜의 正道라는 것이 맹자의 말이다. 그렇다면 맹자가 거의 항상 連用한 仁
ㆍ義의 관계를 살펴보자. 맹자는 “仁이란 인간(의 본성), 혹은 인간 마음이다.”82)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이 마음에 있고, 마음의 본성이 仁이라면83) “인간의 본성은 仁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고
유본성84)으로 仁은 도덕의 근거이기 때문에, 맹자는 존재론적으로 “仁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다” 혹은 “仁
에 기거한다(居仁)”85)고 표현했다. 仁이 인간의 본성으로 도덕의 근거라고 한다면, 義는 그 본성에 말미암
아 인간이 마땅히 가야하는 길이다(人之正道, 當行之路).86) 설문해자에서 “義는 自己의 威儀로서 我羊을
따른다.”87)고 하였듯이, 義란 “인간 자신의 善美한 본성에서 나온 위엄 있는 거동” 혹은 “正義의 구현으로
서 의식과 형벌”을 의미한다.88) 인간의 본성이 仁이라면, 그 본성의 구현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의
도리 혹은 그 본성에서 나온 善美한 威儀가 義이다. 요컨대 仁이란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할 선한89) 본
성으로 인간이 기거할 편안한 집이라면, 義란 인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올바
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주로 仁을 말했지만, 맹자가 仁ㆍ義를 함께 말하여 보완함으로써 이제 유
가 윤리는 안(居仁)과 밖(由義), 가족윤리(天合:父子)와 사회윤리(義合:君臣)를 겸비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
었다. 그래서 程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道에 끼친 공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공자는 仁字 하나만을 말했는데, 맹자는 입만 열었다 하면
곧 仁ㆍ義를 말했다. ...맹자가 말한 性善은 성인께서도 미처 말씀하지 못한 것이다.”
“맹자가 성인의

90)

맹자는 禽獸와 인간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人(心)性論을 전개하였다. 다음과 같은 그의 언명
을 살펴보자.

禽獸와 다른 것은 아주 드무니, 庶民은 버리지만 군자는 보존한다. 순임금은 뭇 사물에 밝아 인륜을 살피어서 (내 안에
존재하는) 仁義로 말미암아 행하셨지 仁ㆍ義를 (의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으셨다.
요순은 性을 그대를 실천한 사람이며, 탕무는 性을 회복하였다.
인간이

91)

92)

80)
81)
82)
83)
84)

맹자 3상:9.
중용 20:5. “仁者 人也 親親 爲大 義者 宜也 尊賢爲大.”
孟子 6상:11. 仁 人心也. 7상:16. 仁也者 人也.
맹자 4하:28. “孟子曰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맹자 7하:21. “君子所性 仁義禮智 根於心.”
맹자 7상:6. “仁義禮智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맹자 7상:3. “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求在我者
也.” 6A:19. “夫仁 亦在乎熟之而已矣.”
85) 맹자 4상:10. “仁 人之安宅也.” 3상:10. “居仁由義.” 安宅과 居仁은 仁의 본래성을 나타내는 존재론적 정의라
할 수 있다.
86) 맹자 2상:10. “吾身不能居仁由義 謂之自棄也” 6상:11. “孟子曰 仁 人心也 義 人路也.” 3상:10. “仁, 人之安宅
也, 義, 人之正路也. 曠安宅而弗居, 舍正路而不由, 哀哉!”
87) 說文解字, “義 己之威儀也 從我羊也.”
88) 許進雄(전남대중국문학연구실 옮김), 중국고대사회, 지식산업사, 1993, 431쪽.
89) 맹자가 ‘性善’을 말한 대표 구절은 3상:1, 6상:2 및 6이다. 맹자가 말하는 ‘善’이란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
는 것이다. 맹자7하:25. “可欲之謂善.”
90) 朱子, 맹자집주 ｢序｣. “程子又曰 孟子有功於聖門, 不可勝言. 仲尼只說一箇仁字, 孟子開口便說仁義. ...孟子性善
...前聖所未發.”
91) 맹자 4하:19. “孟子曰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 去之 君子 存之 舜 明於庶物 察於人倫 由仁義行 非行仁義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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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가

性이 善하다고 말하면서, 반드시 요순을 예로 들었다.

93)

무엇이 다른 인간과 다르겠는가? 요순도 다른 사람과 동류이다.94)

거리의 일반사람부터 요순과 같은 聖君에 이르기 까지 동류로서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태어난
것이 바로 仁ㆍ義의 善한 性이다. 이 性이 바로 아주 드물지만, 인간을 여타 금수와 구별시켜 주는 단서가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러한 仁ㆍ義의 性을 보편적으로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증
명할 수 있는가? 맹자는 ｢孺子入井의 비유｣를 통해 증명했다.
사람은 모두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다. 선왕이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어 이에 차마 못하는 정치를 폈으며, 차마 못하는 마음으
로 차마 못하는 정치를 펴면, 천하를 다스림은 손바닥 위에 놓고 운행하는 것처럼 쉽다.
사람이 모두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지금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는 측은지심이 있으니, 이는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교를 맺고자 해서도 아니며, 향당과 벗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며, 잔인하다는 소리가 싫어서도 아니다.
이것으로 보면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시비

仁의 단서이며, 수오지심은 義의 단서이며, 사양지심은 禮의 단서이며, 시비지심은 智
의 단서이다. 사람에게 이 四端이 있음은 四體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으니, 사단을 지니고 있으면서 스스로 (인의예지를)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자(自賊者)요, 그 임금이 仁政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는 자는 그 임금을 해치는 자(賊其君者)
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이다. 무릇 우리에게 있는 사단을 모두 넓혀서 채울 줄 안다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이 처음 나오는 것과 같을 것이니, 진
실로 능히 채우면 족히 사해를 보호할 수 있고, 진실로 채우지 못한다면 부모도 족히 섬길 수 없다.95)

여기서 맹자는 인간에게서 무조건적ㆍ자발적으로 유출하는 순수하게 선한 감정(측은지심, 불인인지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단서로 우리에게 仁의 본성이 있다고 추론ㆍ논증하였다. 나아가 맹자는 측은지심
이외에 인간에게는 금수와 구별되는 羞惡之心ㆍ辭讓之心ㆍ是非之心의 감정이 있음을 추가하고, 이는 우리
가 四肢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이 확실하다고 추가 논변하고 있다.
맹자는 여기서 우리의 生(신체)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養生學派(개인주의자) 楊朱와 인간 밖에 도
덕의 기준(義利也)을 설정한 공리주의자 墨子에 대립해서, 인간 마음과 그 본성에서 인간다운 도덕 행위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爲我主義者인 양주는 自我를 생물학적인 신체에 제한함으로써 인간 마음과 보편적
인 그 본성을 간과하고 쾌락주의에 빠져 금수와 구별되는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공적인 삶을 무시
해 버렸다. 이에 비해 인간적인 차원을 무시하고 전체적인 공리만 계량하여 무차별적인 사랑의 윤리를 제
시한 묵자는 親親의 도리를 간과하고, 무엇을 위한 공리인가 하는 목적의 차원을 간과하고 말았다. 우리는
생물학적 몸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최대의 공리를 계량하는 데에서 금수와 구별되는 인간다운 참모습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맹자는 금수와 구별되는 인간다운 참모습을 마음과 그 본성에서 찾고, 그 본
성에 따라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길(人道)로 제시했던 것이다.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양주가 자유주의
적 개인 실체론(사회 명목론)과 유사하고, 묵자는 전체주의적 사회실체론(개인 명목론)에 근접한 주장을 하
고 있다. 요컨대 맹자는 인간에게서 (이익의

92)
93)
94)
95)

계산에 의하지 않은) 무조적적ㆍ자발적으로 드러난 純善한

맹자 7하:33. 孟子曰 堯舜 性者也 湯武 反之也.
맹자 3하:1.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
맹자 4하:32. 孟子曰 何以異於人哉 堯舜 與人同耳.
孟子 2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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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所以謂者 今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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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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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辭讓之心 禮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人之有四端也 猶其四體也 有是四端而
自謂不能者 自賊者也 爲其君不能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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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若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不足以事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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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감정이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인간 본성을 추론ㆍ확인하고, 2) 그 감정이 同
類의 다른 인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간의 본래적인 유적 연대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논변에서 주목할 것은 四端을 확충하여 사덕을 실현하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너
무나도 자연스럽게 최상의 성취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것도 이룩할 수 없
다는 맹자의 주장이다. 맹자는 진정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도덕적 동기는 묵자가 말하는 이익을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양주에 의해 주장된 독거적인 자아를 해체시킨다. 맹자가 말하는 인간 본성(도덕적
에너지)에서 유래한 인간들 간의 상호 동정심은 타올라 묵자적인 계산을 불살라 버리며, 그 넘치는 원천은

양주의 고유한 정원을 휩쓸어 버린다.96) 만일 맹자의 이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유교의 인성론적 윤리이론
은 현대 윤리의 위기 혹은 위기의 윤리를 극복하는 중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어쨌든 유교는 이렇게

인간

의 선천적 고유 본성과 그 본성에서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자연스런 마음에 근거를 두고 윤리규범을 정립
했으며, 따라서 이 윤리규범은 자각적ㆍ자율적 도덕주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천되는 것이다.97)

II. 퇴계의 四端七情論
1. 性이란 하늘의 소여로 인간의 의지에 앞서 품부 받아 태어난 것이다. 性善論을 정립한 맹자가 存心ㆍ
養性의 자발적 수양론을 제시하자, 性惡論을 제시한 荀子는 化性起僞의 인위적 교육론으로 맹자의 낙관론
에 제동을 걸었다. 그 후 楊雄(52 B.C～A.D.18)은 善惡混在說을 제시하여 맹순의 종합을 시도하였고, 韓
愈(768～824)는 공자의 언명을 답습하여 性三品說으로 절충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의 人(心)性論
은 불교의 정교한 심성론(體ㆍ相ㆍ用, 一心二開說 등)에 적수가 되지 못했다. 현실에서 불교사회의 모순을
목도한 唐末 이후의 儒者들은 중국 정통의 계승자라고 자임하면서 외래사상인 불교를 극복할 심도 깊은
심성론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그 단서를 제공한 인물은 程伊川(1033~1107)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천
리이다(性卽理).”고 단언함으로써, 人性에 대한 理氣論적 기반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人
性을 天理로 확인한 정이천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본성의 실현을 통해 천지의 化育작용에
能參하는 존재로 정립되었다.
그런데 ‘性卽理’로 확인된 性善의 심성론으로는 현실 惡의 문제, 人ㆍ物간의 種적인 차이, 그리고 인간
들 간의 氣質적인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된 것이 氣ㆍ氣質之性의
개념이다. 주자는 氣란 1)人ㆍ物 등 존재하는 모든 것의 구성요소이며, 2)끊임없이 聚散을 거듭하는 운동
인이며, 3)理를 담지하지만, 4)그 聚散과정에서 불균형을 지녀 다양한 種相(偏ㆍ全, 通ㆍ塞, 明ㆍ暗, 厚ㆍ
薄 등)을 지녀 제한적으로만 理를 실현하는 모순자로서, 5) 만물간의 차이ㆍ종들 간의 차이ㆍ種 내적인 차
이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자에 따르면, 未發의 心體를 순수하게 이념적으로 추상하여 ‘本然之性
(天命之性)’이라고 부르며, 이는 전적으로 善하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 形氣가 갖추어진 이후에 性은 오
직 氣質에 墮在되어서만 존재하는데, 이것을 氣質之性이라 한다. 氣質之性은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악
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氣質을 통제하고 바로 잡아서(矯氣質) 本然之性을 회복하여 선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性理學적 심성론은 기본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정통으로 인정하고(本然之性), 그 현실태인 氣質之性개
념을 도입하여 악의 가능성과 회복의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인간 본성에서 유래하는
순수하게 선한 도덕 감정인 ‘四端’과 인간 감정의 총화인 ‘七情’을 理氣論과 연결ㆍ설명하여 심성론과 우
주론을 일관하는 완성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朱子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히 입론을 제시하
지 않았다. 주자이후 성리학적 심성론 및 수양론의 완성은 실로 이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96) I. Bloom, “Mencian Argument on Human Nature(Jen-hsing),” Philosophy East and West, Vol 44․N 1,
UH Press, 31쪽.
97) 論語 2:3.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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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端七情論爭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대두되었다.
2. 1537년 秋巒 鄭之雲(1509~1561)은 性理大全의 ｢人物之性｣에 대한 朱子說을 근거로 ｢天命圖說｣을
구성하여(1537), 太極ㆍ理氣를 四端ㆍ七情과 연관시켰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도설｣을 취득한 퇴계
이황은 추만을 찾아가 토론 끝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天命新圖｣(553)를 작성하였다. 이 ｢신도｣에서 퇴
계는 ｢천명구도｣에서 추만이 개진한 “사단은 理에서 발현하고(四端 發於理), 칠정은 氣에서 발현한다(七情
發於氣).”는 구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사단은

理의 발현이고(四端 理之發), 칠정은 氣의 발현이다(七情 氣之發).”

98)

퇴계는 처소격조사인 ‘於’를 소유격의 ‘之’로 수정하여 사단ㆍ칠정과 理ㆍ氣를 단순히 영역이 아니라, 명확
한 근거관계로 정립했다. 그런데 우선 소유격(~의)은 주격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목적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애매한 표현이다. 즉 ‘理之發’이란 ‘理가 능동적으로 발현한 것(理之能發)’으로도, 혹은 ‘理가 피동적
으로 발현된 것(理之所發)’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氣之發’ 또한 ‘氣之能發’ 및 ‘氣之所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 진술은 “理ㆍ氣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不相雜)”는 원칙은 표현하였지만, “서로 떨어질 수
없다(不相離)”는 원칙을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善ㆍ惡에 대한 언명이 없다는 결점이 있다.
그래서 당시(1558) 문과시험에 장원을 했던 고봉 기대승(31세)이 당시 성균관 대사성으로 학계 최고 권
위의 퇴계(58세)를 방문하여 위의 언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1959년 1월) 퇴계는 자신의 의견을 수정
하고 고봉에게 자문을 구한다.
공의 따끔한 논박을 받고서 성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고쳐서, “사단의 발현은 순수한 이치 때문

四端之發 純理故無不善), 칠정의 발현은 기운을 겸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다(七情之發 兼氣故有善

이니 선하지 않음이 없고(

惡).”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 병통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99)

그러나 이 진술 또한 “理ㆍ氣를 판연히 갈라 두 가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七情은 本性에서 나오지
않으며, 사단은 氣에 타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 비록 앞의 학설보다는 조금 나은 듯하지만, 여전히 온당하
지 않다.”100)는 기대승의 비판에 직면한다. 그렇지만 퇴계 또한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四端은 감정이고 七情 또한 감정이지만, 1)가리켜 말한 것이 같지 않다면(所就而言之者 不同), 또한 구별이 없을 수 없다.
所從來)에 근거하여 각각 주된 것(所主)과 중한 것(所重)을 가리켜서 말한다면, 어찌 어떤 것은 理라 하고 어
떤 것을 氣이라고 말할 수 없겠는가? ... 3) 깊이 분별하여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면 ... 理와 氣을 하나로 여겨(以理氣爲一
物) 분별함이 없는 것으로 .. 부지불식간에 氣를 性이라고 논하는 폐단에 빠져들고, 人欲을 天理로 오인하는 병통에 떨어질 것이
대개

... 2)그 유래하는 곳(

다.101)

요컨대 비록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고(七情包四端), 理ㆍ氣는 相須ㆍ不離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理는
理이고(理自理) 氣는 氣이다(氣自氣)’는 점에서 그 유래하는 바에 근거하여 主ㆍ重한 것을 지시하여 분속
하지 않으면, 인욕을 천리로 오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퇴계가 가장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고봉은 1)四端만이 아니라 七情도 본성의 발현(性發爲情)이며, 2) 四端 역시 氣 가운데 理일 뿐
이며 七情 또한 理ㆍ氣을 兼하며, 나아가 3)四端이란 발현된 감정 가운데 節度에 맞는 것을 지칭할 뿐 七
98) 定本退溪全書(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http://www.toegye.org),｢天命圖說後敍 附圖｣ 참조.
99) ｢與奇明彦大升:己未｣
100) ｢奇明彦非四端七情分理氣辯｣
101) ｢答奇明彦 論四端七情第一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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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 이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엄격히 구분하여 “四端은 理의 발현이고, 七情은
氣의 발현이다”102)고 分屬시켜 말하는 것은 구분이 너무 심한 것이라 비판한다. 고봉의 이런 비판을 받은
퇴계는 현실 존재의 측면에서 “理ㆍ氣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理氣不相離)”는 원칙에 의해, 보완ㆍ수정된
입장을 제시한다.

七情은 理ㆍ氣를 겸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 다만 四端은 理가 발현하여 氣가 따르
四端則理發而氣隨之), 七情은 氣이 발현하면 理가 타는 것(七情則氣發而理乘之)일 뿐이다.

대개 혼륜하여 말하면
고(

103)

이 정식이 바로 사단ㆍ칠정과 理ㆍ氣의 관계에 대한 퇴계의 최종 정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봉은 “칠
정은 사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단ㆍ칠정은 대등하게 거명할 수 없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을 대등하게
거명하고 있는 互發說은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칠정은 理ㆍ氣와 선
ㆍ악을 겸하기 때문에 사단을 理에 연관시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칠정을 오로지 氣과 연관시켜 ‘氣의 발
현’이라고 말할 수 없다.”104)고 비판한다.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을 理ㆍ氣로 나누어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이 서간으로 끝이 난
다. 퇴계는 고봉이 답한 서간 중 몇 단락에 대해 비평만 해두고, 다시 화답하지 않았다(1562). 이후(1566)
고봉은 ｢四端七情後說｣과 ｢奇明彦四端七情總論｣을 보내 타협점을 모색하고, 퇴계의 호발성을 승인하는 말
로 예의를 갖춘다.
맹자가 사단을 논하면서 “무릇 나에게 있는 사단을 확충할 줄 안다면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대저 자신에게 있는 그 사단을

理의 발현이다’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 무릇 칠정이 성하면 더욱 방탕해지기 때
문에 절제하여 中에 맞도록 하고자 했으니, 칠정이란 바로 氣의 발현이란 것 역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사단ㆍ칠
정을 理ㆍ氣에 분속시키는 것은 자연히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사단ㆍ칠정이라는 이름과 뜻에도 진실로 그런 까닭이 있다는 것
확충하고자 하였으니, ‘사단은

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105)

퇴계는 “나의 주장의 문제점은 문자의 결함이나 말의 기세에 병통이 있었을 뿐, 大旨에서는 옳았다.”106)라
고 말하여 자신의 기본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후대의 평가는 결코 퇴계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특히 栗谷
李珥는 理는 無形無爲로서 만물의 ‘所以然’이자 ‘主宰’이며, 氣는 有形有爲로서 所然이며 理의 依着處이자
所乘이라는 점에서 퇴계식의 互發說을 부정하고, 오직 “理가 발동할 때에 氣가 타는 하나의 길만이 가능
하다”(氣發理乘一途說)”는 입장을 광범위한 전거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發用한다고 하면, 이는 理가 발용할 때에 氣가 혹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고, 氣가 발용할 때에 理가 혹 미치지 못한
바가 있다는 것이 된다. 만일 이와 같다면 理ㆍ氣에 나누어짐과 합함, 앞과 뒤가 있는 것이니 ... 그 착오가 작지 않다.
만약 상호

107)

다산 정약용 또한 중용강의보에서 다음과 같이 ｢御問｣에 답하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다.

理의 발현이고, 칠정은 氣의 발현에 속한다.’는 설에 대해 일찍이 의심을 품어왔다. ... 氣란 스스로 존재하는 것
(自有之物)이며, 理란 의존해 부착하는 성품(依附之品)이므로,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氣에 의지하는 까닭에 ‘氣의 발현’이라고
나는 ‘사단은

102)
103)
104)
105)
106)
107)

｢高峰答退溪四端七情書｣
｢答奇明彦論四端七情第二書｣
｢高峰答退溪四端七情三書｣
｢奇明彦四端七情後說｣
｢答鄭靜而｣.
栗谷全書 卷10 書2, ｢答成浩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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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가 발현하면 理가 탄다(七情則氣發而理乘之)’는 것은 옳지만, ‘理가 발현하
氣가 따른다(四端則理發而氣隨之)’는 것을 옳지 않다. ...東儒가 말하는 ‘발현하는 것은 氣이고, 발현하는 까닭은 理이다’라는 말
은 참으로 정확한 것이다. 그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사단ㆍ칠정은 ‘氣가 발현하면 理가 탄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초
목의 생태, 조수의 동작까지 ‘氣가 발현하면 理가 탄다.’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말하는 것이니, 거기에
여

108)

퇴계는 고봉의 理氣不相離의 원칙(渾淪)을 수용하면서도, 끝까지 “不相雜(理自理, 氣自氣)의 원칙을 강조하
면서 四端은 理의 발현이라는 주장을 고수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간됨의 근거’확보에 있었다. 즉 진정한
인간 본성(理)에서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순수하게 선한 도덕적인 마음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이 마음의 확
충과 발현을 통해 인간의 자기완성에 이르는 길을 정립하고, 그것이 바로 聖人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요컨대 퇴계는 사단의 근거로서 사덕 혹은 理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금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의 문답은 이를 잘 말해 준다.

理는 본래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氣이 없다면 어떻게 홀로 발현할 수 있습니까? (퇴계가 대답했다.)
천하에는 理가 없는 氣이 없고, 氣이 없는 理도 없다. 사단은 理가 발현하여 氣가 따르고, 칠정은 氣이 발현하면 理가 타는 것이
다. 理는 氣의 따라감이 없으면 발현할 수 없고, 氣는 理의 올라탐이 없으면 利欲에 빠져 금수가 된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정리
(이굉중이 물었다.)

이다.109)

요컨대 인간에게서는 순수하게 선한 도덕 감정인 四端이 있으며, 이 사단은 인간에게 본성의 덕으로 주어
진 天理의 자연스런 발현이라는 퇴계의 주장은 인간은 타고난 본성의 자발적 실현에 의해 禽獸와 구별되
며, 나아가 인간의 도덕 감정과 그 행위는 그 본성의 자각에 의해 자율적으로 발현ㆍ실천되는 것이지, 외
적ㆍ강제적ㆍ타율적으로 부가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퇴계의 도덕주의적 인간이해는 진정 금수와 구별
되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인간다운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지를 우리에게 숙고하게 해 주는 단
서를 제공한다.
IV.
주지하듯이 인류는 증기기관의 탄생으로 인한 기계화의 1차 산업혁명, 내연기관과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
의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전자정보기술에 의한 자동화의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이제 바야흐로 인공지능
(AI)ㆍ사물인터넷ㆍ빅 데이터 등으로 상징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4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2016년 3월에 영국의 딥마인드사가 개발하고, 구
글이 인수(4,000억)ㆍ가동했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이었다. 예상과 달리 알
파고의 승리로 끝난 이 사건은 구글의 무인 자동차 시험주행 성공과 의료계에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
슨의 도입 등과 연계되면서, 바야흐로 인공지능시대가 본격 도래했음을 화려하게 알리고 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의료, 복지, 투자, 법률, 정책, 군사 등과 같이 고등적인 인지능력을 필요로 했던 분야에도 활용되
어 상당부분 인간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사회에 대해 유토피아적
기대를 거는 동시에 대량 실업이 가져올 디스토피아적 위기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110)
인공지능의 성격과 그 미래적 발전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 과학기술계에서 김대식은 현재 기술발
달 상황을 고려할 때, 약한 인공지능(세상을 알아보고ㆍ듣고ㆍ이야기하고, 글을 읽고 쓰고, 정보를 조합ㆍ
이해하는 것을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은 30년, 강한 인공지능(독립성ㆍ자아ㆍ정신ㆍ

108) 與猶堂全書 中庸講義補 卷1 ｢朱子序｣.
109) 退溪集 卷36. ｢答李宏中問目｣.
110) 전자신문(2016년 3월 12일), 동아일보(2018년 2월 22일) 및 한국경제(2018년 2월21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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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가 있는 기계)은 50년 내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11) 한편 저명한 심리철학자인 김재권은
한 인터뷰(중앙일보, 2008. 3. 4.)에서 “영국의 논리학자 튜링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컴퓨터 공학이 발전하고 인간을 모델로 하는 사이보그 영화가 나오면서 이 질문은 철학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생각하는 기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대담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기계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 또는 미래의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만약 이런 의미라면,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술이 마치 우리처럼 생각하고 대화하는 로봇을 만드는 단계
까지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단서를 빼면, 이 질문은 그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인간은 세포
· 분자 · 원자 등으로 만들어진 물질적 존재다. 나라는 존재도 세포 단위로 해체됐다가 재조합될 수 있다. 초인간적 기술자는 이
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초인간적 존재에게 나는 결국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 물론 나는 생물학적으로 번식된 존재이
므로 엄밀한 의미의 기계는 아니다. 그러나 번식되지 않고 공장에서 생산됐을 경우에도 나는 여전히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떤 천재에 의하여 만들어진 생각하고 느끼는 기계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능한 신에 의하여 지어진 기
계일지도 모른다.112)

그런데 김재권은 “내가 물리주의자인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의 배열에 달려 있다는 의미에서다.
세상에서 모든 물질이 사라진다면 시공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의식이 실재한다면, 의식은 물질세계에서 생
겨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적인 의식과 자아가 출현할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철학자 김상환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후 긴급좌담회에서 “공상과학 영화처럼 기계가 인
간을 지배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기계가 동기(motivation)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다. 생명체의 본
능인 욕망이 없다는 얘기다.”라고 말하여, 욕망의 유무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즉 AI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13) 학계에서 또한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2016)의 한 분과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토대와 본성, 인공지능기술의 파장에 대해서는 논의를 제기하였다.
수천 년 동안 어느 학파 이상으로 인간 마음에 대해 연찬했던 儒佛道로 대표되는 동양 철학계에서도 인공
지능과 인간의 마음ㆍ인성ㆍ심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14)
전국시대의 혼란기에 살았던 맹자는 “사람들이 기르던 닭과 개가 집밖으로 나가면 찾으려 하면서도, 마음
을 잃고서는 구할 줄 모른다.”고 탄식하고, “學問의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는 것일 뿐이다.”115)고 주장하였다. 다산 정약용 또한 “인간이 인간이 되는 까닭은 마음일 뿐이니, 마
음을 인식하면 인간이 되고, ⋯ 마음을 다스리면 인간이 된다.”116)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다소 고답적이고
과거회귀적인 도덕 감상가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맹자와 다산의 이 언명은 오늘날 인간의 위
기 혹은 위기의 인간에 대한 참된 처방책이 아닐까?
과학주의 물리일원론이 대세를 이루는 AI시대는 마음에 대해서는 기능주의적 이해가 지배적인 입장을
111) 김대식,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 인간 vs 기계, 동아시아, 2017, 305~350쪽 참조.
112) 또한 ｢서울대 총동창신문｣과의 인터뷰(2017년 11월 15일자) 참조.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는 기계(명확한 의미
로)가 존재할 수 있을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당 기계가 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위와 나무는 의식이 없고, 개나 고양이, 기타 등등이 의식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
니다. 의식이 있고, 정신적인 것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상에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행위
인(agent)’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3) 중앙일보(2016년6월29일), ｢AI는 욕망 없어 인간 지배 못해…생각의 주도권 잡아야｣.
114) 그 후 2017년 11월 17일에 있는 한중철학회가 주최한 ｢주역과 오늘날 한국사회 ｣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방
인(경북대) 교수가 “주역과 인공지능”이라는 시사성 있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115) 孟子 6상: 11~15 참조.
116) 여전1, 권19, ｢答李汝弘｣. “人之所以爲人者心而已 認心則爲人
...治心則爲人.” 茶山과 文山의 人性논쟁,
한길사,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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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기능주의에 따르면, 심적 상태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코드화되어(혹은 유기체의 전체 목적과 연
관하여) 추상적인 입력ㆍ출력ㆍ논리적 상태와 연관된 물리적인 입력, 출력, 그리고 다른 내적 상태와 연관

된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능주의는 심리학에서의 인지주의(유
기체가 감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용ㆍ형성ㆍ저장하여 지적 행위로 귀결시키는 것), 컴퓨터 과학자(정보를
형성하고 지적 행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인공지능연구자(지적 행동의 프로그램화 시도)들
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 여러 방면으로 응용되고 있다.
공자 이래 유교는 그 학파의 명칭(儒=人+需:人間에게 必需적인 것)이 시사하듯, 항상 “인간이란 무엇인
가?”하는 근본 물음으로 제기하면서, 교학상장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을 정립ㆍ양성하려고 지난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 혹은 그 이상의 지적 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질 가능성과 함께, 이제 우리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하는 물음을 다시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물음과 대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교에서는 동기와 욕망의 有無에 의해
인간과 동물 혹은 인간과 사물(기계)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그 본성(심성)에 의해 존재자들이 층
위별로 구별된다고 말해 왔다.
맹자는 일찍이 우리 감관이 外物을 지각함에 있어 외물에 이끌리기(物化) 쉽지만, 마음이라는 특별한 기
관은 反省을 통해 모두가 고유하게 지니는 마음의 본성을 인식ㆍ정립ㆍ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
리는 존재론적 不安感에 빠져들기도 한다.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가 구별했듯이, 어떤 대상에 대한 두
려움에서 일어나는 恐怖와는 달리, 不安(마땅히 있어야 곳에 기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각)은 우리의 실
존적 자각에서 대상 없이 불현듯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이다. 우리 마음에는 입출력을 매개하는 역할로 정
의되는 기능주의적으로 마음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같은 그 무엇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요컨
대 四端은 도대체 기능적으로 발현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良知ㆍ良能처럼 무조건적ㆍ자발적으로 발
현되는 것인가? 또한 유교의 마음에 대한 體用論적 이해는 기능주의적 마음 이해의 한계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비판적 전거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체용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능주의는 문자 그대로 마음의 作
用에만 관계할 뿐, 그 본체(性)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비록 마음의 본체는 그 작용을 떠나 별개로 존재하지
는 않지만, 작용은 그 본체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의 본성(性卽理)이 없다면 어떻게 어린아이(동류
의 다른 인간)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목도하면 무조건적ㆍ자발적으로 측은지심이 일어나며, 또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과오를 보고 문득 미워하며, 웃어른을 보고 공경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
덕적인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예들은 인간 마음이란 선천적으로 어떤 무엇(어떤 내용을 지님)임
을 말해 주지 않는가?
AI시대에는 과연 “인간의 자연적 지능 혹은 그 이상의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엔지니어의 문제),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떻게ㆍ어떤 방식(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며(인지주의의 문
제),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 로봇을 무엇(인간?)이라고 불러야 하는가(철학적 정의의 문제) 하는 문제가 제
기된다.117) 이에 대한 유교 심성론의 관점에 의한 대답은 아마도 이러할 것이다. 인간의 자연적 지능 이상
의 지적 과제를 수행하는 AI 로봇이 (원리상)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로봇이 1)생물학적 몸을 주재하
여 여타 동물과 구별되는 가치 있는 인간의 본성 혹은 심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2)인간과 동일한 방식
으로 자기의 본성을 자각하여(자기인식의 문제) 자율적으로 자기완성의 길(人道)을 가지 않는다면, 나아가
3) 자신의 본성의 덕을 밝히면서(明明德) 공동체적 존재로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여(親民) 타인과 만물의
본성의 덕을 실현시켜 주면서 함께 至善의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能參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념으로서
인간 혹은 인간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실로 본성의 이치를 궁구하여(窮理) 본성을 남김없
이 실현(盡性)함으로써 천명에 나아가고(以至於命), 또한 명을 낳는 生命의 존재라 하겠다.
“‘사유로서 존재하고ㆍ존재로서 사유하는 인간’과 ‘기능하는 AI’는 비록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과제
117) W. G. Lycan, ｢Philosophy of Mind｣, Blackwell Companion to Philosophy, N. Bunnin and E. P.
Tsui-James(ed), Blackwell Publishers LTD,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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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본성ㆍ작용방식ㆍ목적(행복)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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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 유교 심성론의 의미 – 퇴계를 중심으로｣
추제협(계명대)

임헌규 선생님(이하 발표자)의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위기란 우려의 목
소리에 유교의 인성론이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시작한다. “인간 혹은 그 이상의 지적
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질” 시대에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발표자는 공자의 인
仁과 맹자의 인仁, 의義를 통해 금수와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징을 “인간의 마음과 그 본성의 실현”에서
찾고 있다. 특히 사단칠정논쟁에서 이황이 호발론互發論을 제기하여 칠정에 대한 사단의 분별을 고집했
던 것도 타고난 본성의 자각에 의한 자발적 발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로봇
이 1)생물학적 몸을 주재하여 여타 동물과 구별되는 가치 있는 인간의 본성 혹은 심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2)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의 본성을 자각하여(자기인식의 문제) 자율적으로 자기완성의 길
(人道)을 가지 않는다면, 3)자신의 본성의 덕을 밝히면서(明明德) 공동체적 존재로서 자신의 사명을 자각
하여(親民) 타인과 만물의 본성의 덕을 실현시켜 주면서 함께 지선至善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능참能
參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념으로서 인간 혹은 인간의 이념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리고 있다.
“인간이란 실로 본성의 이치를 궁구하여(窮理) 본성을 남김없이 실현(盡性)함으로써 천명에 나아가고(以
至於命), 또한 명을 낳는 생명生命의 존재라 하겠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문학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곤 하지만 정작 동양사상에 대해서 여
전히 물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논문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토론자 또한 유학을 비롯한 동양사상의 현대적 적용과 의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
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는 없기에 이 논문을 흥미롭게 읽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
신하고자 한다.

1. 인공지능 시대, 결국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주장은 인지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과 그 역할에 대한 가치”에 주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부정적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은 스스로를 개량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반면 인간은 생물학적 진화
속도가 늦어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없고 대체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며, 딥 마인드의 공동 창업자 셰인
레그도 ”결국에는 인간 멸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은 여기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
다.“라고 하여 곧 있을 미래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2. 맹자의 성론은 금수와 구별되는 도덕성을 인간의 고유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주희는 이를 천지
지성으로 계승하면서 인간과 만물의 차별성이 아닌 동일성으로 묶어내고 있다. 물론 기질지성으로 인간
과 인간, 인간과 만물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도덕적 평등성을 강조했던 맹자의 본래 의도
와는 달리 기에 의해 도덕적 완성에 이르는 실현 가능성이 닫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성
이란 관점에서 맹자와 주희의 성론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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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의 감정과 의지에 대한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특히 발표자가 언급한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쟁에서 실질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사단이 아닌 칠정(특히 중절의 문제)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감
정이 어떻게 발현되고 반응하는가 하는 점은 지금도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 말한 본
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의 매커니즘을 읽어내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의지의 문제까지 더하여, 이 또한
인간의 고유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지.
4.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것은 흔히 ‘인문학적 감각’이라고 한다. 동양사상에서 이러한 인문학적 감
각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5. 퇴계의 사단칠정론 서술에서 사소한 몇 가지를 언급한다.
1) 퇴계 이황은 추만을 찾아가 토론 끝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천명신도｣를 작성하였다.
→ 정지운이 이황을 알현한 뒤 수정 과정을 거친 것은 ｢천명신도｣가 아닌 ｢천명구도｣이다.
→ 김용헌, ｢고봉 기대승의 사칠논변과 천명도｣ 참조.
2) 이 ｢신도｣에서 추만이 개진한 “사단은 리에서 발현하고(四端, 發於理), 칠정은 기에서 발현한다(七情,
發於氣)”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퇴계는 처소격조사인 ‘於’를 소유격의 ‘之’로 수정하여 ~
→ “四端, 理之發, 七情, 氣之發”로 수정한 것은 1차 수정안인 “四端之發純理, 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 故
有善惡”에 이어 2차 수정안에 해당한다.
3) 고봉은 ｢四端七情後說｣과 ｢奇明彦四端七情總論｣을 보내 타협점을 모색하고, 퇴계의 호발설을 승인하
는 말로 예의를 갖춘다.
→ 기대승은 이황의 호발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마지막에 이황의 의도를 고려하
여 자신이 직접 수정안을 제안했을 뿐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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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주체 心의 생명력에 대한 고찰
-베르그손의 직관과 왕양명의 직관을 중심으로-

권 영 화(전북대 철학과)
I. 들어가면서
데니얼 데닛은 우리의 마음이 다채로운 가닥으로 짜여 지고 다양한 무늬로 수놓인 복잡한 천이라고 주
장했다.118) 그 만큼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지속적인 변화의
주체이자 시간적 개념으로서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마음
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따라서 현대의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과연 인간
의 마음을 가진 인공지능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기계의 인간화는 그리 낯설지 않다. 미래학자들은 2045년쯤에 물리학 용어인 ‘특이점
singularity’에 도달하리라 예측한다. 특이점 시대의 AI는 직관과 감정 등 인간 고유의 것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119)
익히 알다시피 AI는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해도 기계가 대신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철학자들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야할 때가 성큼 다가온 것 같다. 왜냐하면 학문이나 기술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을 인간은 결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속도라면 인간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고등 동물
인 인간이 하등 동물인 개나 돼지를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2류 존재로 취급하게 될 날
도 시간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런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인
간은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기
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음이나 의식까지 획득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철학자들은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연구자는 그것이 生命으로서 心의 直觀이라고 생각한다. 기계는 인간의 마음이나 의식을 따라 흉내 낼
수 있을지라도 ‘생명으로서 마음’은 결코 흉내 내지 못할 것이다. 이 글에서 연구자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
으로서 心의 직관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기계와 차별화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지를 검
토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연구자는 생명으로서 심의 직관이 변화임을 밝혀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양의
베르그손 직관 개념과 동양의 왕양명 직관 개념을 비교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물론 베르그손
의 직관과 양명의 직관은 그 대상을 파악하는 근본적 목적과 방법에서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왕양명의 심
학을 서양의 베르그손과 함께 검토하려는 목적은 동서 철학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베르그손 철학이 갖는
단점들을 왕양명의 철학으로 극복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연구자는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전개과
정을 통해서 왕양명의 ‘심즉리’ 직관 개념이 어떻게 베르그손의 실증적 형이상학의 근거를 보완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118) 대니얼 데닛, 마음의 진화, 이희재 역, 사이언스 북스, 2006, p.12.
119) 특이점은 물리학에서 부피는 0으로 수렴하고 질량은 무한대로 커져 블랙홀이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져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을 지칭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그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중앙일보, 2018, 3,29
‘인사이트’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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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베르그손과 왕양명의 형이상학-인간의 형이상학적 욕망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려는 욕망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지식탐구를 통해서 끊
임없이 인간과 세계 존재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탐구한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욕망은 인간의 생존과 자유
를 위한 본능이다. 그러나 동양과 서양의 형이상학은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이 둘은 존재에 관한 지적 탐
구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양의 형이상학은 자연계를 초월한 예
지계를 지향하는 사변적인 방법을 취하거나 또는 인간을 물질로 인식하는 자연과학적 방법을 취한다. 그것
은 예외 없이 인간과 자연의 분리나 대립을 요구한다. 반면 동양 철학은 인간이 자연 속에 존재하면서 자
연과 하나라는 유기체적 존재를 전제한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를 인정하고 양자가 공
존하는 통일적 방법으로 세계를 이해하려 한다. 특히 왕양명은 인간이 지닌 고유한 생명의 특성인 마음을
강조한다. 인간 마음의 생명력을 존중하여 인간과 자연의 존재론적 일치라는 관점에서자신의 형이상학을
수립한다.
왕양명과 유사한 형이상학 방법론을 사용한 철학자로서 서양에서 우리는 베르그손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사변적 형이상학이나 자연과학적 형이상학과는 다른 새로운 형이상학을 제시한다.120) 베르그손에 따르면
형이상학은 관념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다. 형이상학과 자연
과학의 목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세계를 탐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형이상학과
자연과학은 동일한 물음에 대한 상이한 답변을 제시한다. 근대 철학의 기반은 물리학과 수학이다. 키케로
는 ‘학문scientia은 이성ratio을 기반으로 언어를 수단적 매개물로 하여 자신의 하고자 하는 주장과 논거
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21) 플라톤으로부터 현대까지는 수학과 물리학이 학문의 바탕이 되었다. 그
런데 수학과 물리학이 물질을 이해하는 방법은 실재대상을 개념화‧추상화시켜서 관념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근대 철학과 관련해서 베르그손은 수학 과학의 공간적 개념에서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19세기에 물질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생물
학이 등장하면서 철학의 한 기초를 수립하게 된다.122)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유한성으로부터 철학적 시
간성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게 된다. 생명은 변화자체이기 때문에 시간성을 배제하고 논리적‧공간적으로 세
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물질과 생명사이의 통합적 사고가 불가능해진다. 베르그손의 따르면 생명의 본질적
특성은 시간성에 있다. 물질은 시간 흐름에 변화가 거의 없지만, 생명은 변화를 본질적 특징으로 한다. 따
라서 물질의 본질적 특징이 공간성이라면, 생명의 본질적 특징은 시간성이다.
생물학의 발전은 생명이 생성-성장-소멸하는 변화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과 물질은 서로 다르다
는 점을 보여준다. 추상적인 공간이 물질의 본질적 특성인데 반해, 생명의 특성은 실재하는 시간성에 있
다. 따라서 베르그손은 자신의 형이상학에서 생명과 지속적 변화의 관계를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
다. 변화의 시간적 사고가 바로 생명의 본질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본질은 變化이다. 변화란 단순한 동
질적인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이질적인 이동인 質的 變化를 의미한다.123) 공간이란 위치의 이동이며 추상
적 공간 속에서 점의 이동만을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연속적이며 끊임없는 ‘변화 그 자체’이다.
120) 베르그손이 과학과 다른 인식 방식을 사용하는 형이상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된 것은 과학의 기계론적인 본성의
힘이 생명체의 활동을 주도하는 힘으로서 우리가 사는 실재 속에 객관적으로 실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바로 이
러한 초기계론적인 힘이 실질을 포함한 실재의 모든 것의 활동을 지배하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현수,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베르그손의 대답」, 『철학사상』 35집, 서울대학교 철학
사상연구소, 2010, p.214.
121) “그 원리는 다시 말해서 이성의 위에서 작동하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다.” 키케로, 아카데미카, 제1권, 32장
참조.
122) 양선진, 「공간적 사고에서 시간적 사고로의 전환-왕양명과 베르그손의 사상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제48집,
2017, p.100.
123) 베르그손, 『사유와 운동』, PUF, 2009,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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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그손의 ‘持續’의 시간은 흐름이며 지나감이다. 흐름으로서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할 수 없
으며 정신 내부에서 발견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정신 안에서 발견되는 지속으로서의 시간이란 “존재
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성숙하는 것이며, 성숙하다는 것은 스스로 창조한다는 것”
임을 보여준다.124)
베르그손의 이런 變化 개념을 우리는 왕양명 철학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는 朱熹의 추상적 理에서 구체
적 理로 형이상학적 사고의 전환을 주장한다. 리는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리는 초월적인 존재성
을 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주희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125) 주희 철학에서 리는 사물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며 본질이다. 주희는 리가 느낌이나 헤아림, 그리고 움직임이 없다고 규정한다.126) 이처럼 초
월적인 리는 절대로 감각할 수 없으며 초월적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도 없고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
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리는 구체적 사물이라기보다는 논리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원리이
다.
그런데 보편적 리는 구체적인 인간 속에서 본성적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본성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
연, 즉 하늘이 부여한 것이며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하늘의 이치인 절대적이며 논리적인 형이상학적
원리에서 기원한다는 사고이다.127) 그러나 자연을 설명하는 틀인 리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수 없
다. 리를 논리적인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생명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베르그손이 논리적‧공간적
사고로써 구체적‧시간적 사고를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과 유사하다. 서양 근대철학이 자연의 필연
적 체계 안에서 개별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듯이, 동양에서도 자연의 필연적
원리인 리기론을 인간의 생명원리에 적용할 경우에 여전히 많은 한계점들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왕양명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공간적 특징을 갖는 인간의 심에서 도덕적 이치를
추구한다.
주희 철학은 물질적 우주자연을 설명하기 위한 형이상학이다. 따라서 논리적 차원에서 세계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방법은 불변하는 자연법칙을 이해하는 일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탄생과 성장, 죽음
을 맞이하는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논리적 차원은 우주자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생명을 설명하는
틀이 될 수는 없다. 왕양명은 인간의 생생한 생명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희와 달리 인간의 마음은
바로 외부사물에 자극을 받고 반응을 보이는 ‘感應的 存在’라고 규정한다.128) 주희가 형이상학적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용한 형이상자인 리가 논리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면 왕양명의 리는 ‘변화자체’라 할
수 있다. 왕양명에 있어서 리는 변화적 속성 자체이다. 따라서 왕양명은 리란 ‘변화’(易)라고 주장한다.129)
왕양명의 天理란 단순히 논리적이며 형이상학적 원리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욕망
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이치다. 왕양명은 구체적인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으며
인간의 양심은 體이면서 동시에 用이다.130) 따라서 양심이 주체이면서 객체이다. 그는 양심을 가능하게 하
는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체로서의 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용으로서의 기가 구별
되는 이원론적 체와 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지 않는 체용일원론을 주장한다.131)
이런 주장들에 근거할 때 베르그손의 생각은 왕양명의 생각과 유사하다. 베르그손이 근대과학의 방법인
124) 베르그손, 『창조적 진화』, p.7.
125) 양선진, 「공간적 사고에서 시간적 사고로의 전환-왕양명과 베르그손의 사상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제48집,
2017, p.110.
126) 『朱子語類』, 卷1: 無情意, 無計度, 無造作
127) 『朱子語類』, 天命之謂性: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性與道相對. 則性是體, 道是用. p.112.
128) 『전습록』, 277조목: 心無體, 以天地萬物感應之是非爲體.
129) 『전습록』, 52조목: 中, 只是天理, 只是易. 隨時變易, 如何執得? 須是因時制宜, 難預先定一箇規矩在.
130) 『전습록』, 155조목: 體卽良知之體, 用卽良知之用. 寧復有超然於體用之外者乎.
131) 『전습록』, 45조목: 蓋體用一源, 有是體, 卽有是用. 有未發之中, 卽有發而皆中節之和. 108條目: 心不可以動靜爲
體用. 動靜, 時也. 卽體而言, 用在體. 卽用而言, 體在用. 是謂體用一源. 若說(靜可以見其體, 動可以見其用), 卻不
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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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논리적 사고로는 생명체를 이해할 수 없음을 주장한 것처럼 왕양명은 논리적‧추상적 리 개념으로는
변화하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였다. 따라서 양자 모두 생명은 구체적 존재로서 시
간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로 인식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생명체에 적용되는 인식방법은 생명의
변화성, 시간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 참 모습을 알 수 없다. 바로 이런 사유틀이 기존 형이상학과는 다른
베르그손과 왕양명의 형이상학이 갖는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몸과 마음의 결합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은 이런 결합체들이
기 때문에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생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을 통합적으로 바
라볼 수 있는 사유틀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정신이면서 물질이다. 통합체로서 생명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르그손과 왕양명은 인간의 심신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발견에 도전한다.
III. 베르그손과 왕양명의 심신관계-물질과 정신의 합일
1) 베르그손의 일원론적 관점-물질과 기억의 만남
베르그손의 심신이론은 데카르트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으로서 등장하지만 단순한 일원론이라기보다는
지속과 생명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이해에 의거하는 일원론적인 이원론이다.132) 왜냐하면 심신은 하나가 아
니라 둘이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다. 또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이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지속이 전개되는 삶을 통해 끊임
없이 상호관계를 갖는다. 베르그손은 인간의 심신관계를 자연과학을 바탕에서 설명한다. 또한 그는 생리학
적 관점으로 생명에 관심을 갖는다. 베르그손은 생명이 물질과 정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인정한다.
물질은 시간이 흘러도 같은 성질이 유지되며 공간 속에서 양적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물질이란 현재와 과
거의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물리적 관점에서는 시간성을 배제하고 물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
질은 기계적이고 결정론적 관점에서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 반면에 그는 정신이 자발성과 창조라고 파악
한다. 그리고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뇌라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당시 생리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베르그손이 생각한 실재 세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질적 변화, 예측불허의 생성과 창조가 존재하는 곳
이다. 그는 결정론의 과학적 세계관과 지성의 표상을 초월해서 생동하는 실재모습을 직접 포착하고 인식하
려 한다. 그는 개념을 통해 실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로부터 출발하여 개념을 창출하는 것이야 말
로 진정한 경험론이라고 생각한다.133) 시간 선상에 존재하는 실재에 대한 직접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유
는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한다. 생명의 본질은 삶의 창조와 변화이다. 그리고 시간은 생명의 창조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이다. 그리고 생명은 물질과는 달리 시간을 제거한다면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처럼 필연적이면서 자발적인 생명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베르그손에 따르면 그런 인
식은 우리의 기억과 지각의 만남에서 가능하다. 우리의 앎이란 과거의 기억이 우리가 지각하는 동안 현재
의 대상과 만남으로써 대상에 대한 지각이 의미를 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134) 대상에 대한 지각들은 그 자
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오로지 지각이 기억과 결합될 때 그것들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
다. 지각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고 기억으로써 과거가 개입되는 순간에 구체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135)
132) 홍경실,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실체관에 대한 베르그손의 비판과 극복」, 『철학』 80집, 한국철학회, 2004, p.214.
133) 김재희,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그린비, 2010, p.4.
134) 추상명사 물질에 대비되는 것으로 사용됭 기억은 불어의 메무아르(memoire)이다. 베르그손의 ‘물질과 기억’이 물
질과 정신의 상호작용 및 결합방식을 연구 주제로 하고있는 만큼 메무아르는 정신, 혹은 의식이라는 커다란 범주를
표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정신을 이루는 요소들의 총체이다. 즉 개별적 기억의 각각이 아니라 그것들의 집
합이자 총체적 단위로서의 정신인 것이다. 앙리 베르그손, 물질과 기억, 박종원 역, 아카넷, 2011, p.18.
135) 양선진, 「육체와 정신의 동서 철학적 관점의 비교-왕양명과 베르그손을 중심으로-」, 『양명학』 제42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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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그손은 “모든 지각은 이미 기억이다”라고 말한다. 기억은 정신과 물질의 교차점이다. 옷과 그것이 걸
려 있는 못 사이에는 연대성이 있는 것처럼 의식 상태들과 뇌 사이에는 연대성이 있다. 그래서 만일 누군
가가 못을 뽑는다면 옷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못의 형태가 옷의 형태를 그리고 있거나 또는 우리
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을 예감하게 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136)
기억은 물질에 대비되는 개념이면서 물질과 정신의 상호작용 및 결합방식이다. 이로써 기억은 정신, 의
식이라는 커다란 범주를 표현한다. 따라서 그것은 정신을 이루는 총체이다. 즉 개별적 기억이 아니라 각각
의 기억들의 집합으로서의 통일적인 것이다. 베르그손의 물질과 기억에 관한 담론은 자연 속에서 우리 정
신과 신체가 관계하는 방식을 보이려는 시도이다. 이 때 정신의 실재성은 자연과학의 성과에 근거함으로써
정당화된다. 베르그손은 우주 안에서 우리 신체의 존재가 갖는 의미와 존재방식을 해명하면서 자신의 관점
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는 우리 신체를 세계 속의 독립된 한 실체가 아니라 다른 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실체로서 이해한다. 이런 방식으로 베르그손에서 생명과 비생명의 구분은 사라진다. 이로서 자연과 인간은
하나가 되며 인간은 자연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왕양명의 일원론적 관점-心의 생명력
한편 동양철학에서 심신문제를 최초로 논리적으로 천착한 철학자는 주희다. 그리고 주희의 형이상학은
우주자연에 관한 본체론과 인성론으로 구성되어 있다.137) 주희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와 독립된 리
의 존재를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주희의 이기론에 반대하는 왕양명은 리와 기, 본체와 작용의 체와 용의
이원론적 도식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는 리와 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설명한다. 양명은 리와
기를 개념상 구분하고 있지만 두 개의 실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
지 모습으로 이해한다. 이처럼 베르그손과 양명은 서양과 동양의 전통적 이원론을 비판하고 일원론적 시각
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주희에서 理란 감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리는 구체적인 사
물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추상적 원리일 뿐이다. 그렇다면 형이상학적 리가 형이하학적 기와 만나서 구체적
인 사물이나 생명체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의 경우에 정신적인 리가 물리적인 기를 작용하게 하는 작용인
이 될 수 있는가? 왕양명은 리를 생명적 차원의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희의 性卽理를 거부하
면서 생물학적 특징을 지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서 도덕적 이치를 추구하고 ‘心卽理’를 주장
한다. 물론 왕양명의 형이상학에서 구체적인 생물학적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왕양명은 주희의 이분법적
본체론을 거부하지만 그 근거로서 자연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단지 그 결과에 있어서 베
르그손의 경우처럼 생명력을 지닌 인간의 마음을 중시한다. 그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물질적 세계인
외부에서 찾기 보다는 변화하는 주체인 생명력을 지닌 심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서 왕양명의 형이상학은 인식 자체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인식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이치를 추
구하는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외부사물에 의한 자극을 받고 반응을 보이는 감응
적인 존재이다. 이는 인간의 마음에서 베르그송처럼 생생한 생명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
은 외부 사물과 끊임없는 관계를 갖는 역동적이고 활동적 특성을 갖는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따라서
양명의 리는 변화 자체이며 본질이다. 이처럼 왕양명은 살아있으며 변화하는 생명의 이치를 구체적 인간의
마음에서 찾는다. 왕양명의 리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리
적 판단을 할 때 마음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양심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왕양명의 리는 주희의 절대 불변하

p.303.
136) 앙리 베르그손, 박종원역, 물질과 기억,아카넷, 2011, p.26.
137) 양선진,「공간적 사고에서 시간적 사고로의 전환-왕양명과 베르그손의 사상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제48집,
2017,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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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리이다. 주희 형이상학은 형이상학적 원리와 사물
의 구체적 원리를 구별한다. 그러므로 자연히 두 원리의 상관성과 관계성을 설명해야 하는 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양명의 형이상학은 형이상학적 원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구
체적이며 역동적인 일원론적 관점을 갖기 때문에 두 원리를 하나의 원리로 연결 짓기 위한 논리적 증명이
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희의 형이상학이 논리적이고 추상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이원
론적 방식이라면, 왕양명의 형이상학은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현실적 상황 안에서 탄생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베르그손과 왕양명은 물질과 정신의 합일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다. 베르그손은 생명과 비
생명의 구분이 없는 주객일치를 원했고 양명은 그 과정 없이 바로 마음에서 주객합일을 제시한다. 두 철학
자의 일원론적 관점은 우리의 의식이 대상의 구체적인 모습보다는 기억과 지각의 만남인 삶의 깊이에 의
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르그손과 왕양명의 이러한 입장은 합리주의나 유물론을 반대하며 의식이
나 삶의 근원적 자세를 파악하려 한다. 베르그손은 합리론처럼 절대적 원리에서 추론하여 세계의 전체성을
파악하는 사고방식을 거부한다. 기억과 지각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인식은 순수하게 질적이며 결코 필연적
인 자연과학의 양적인 방법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참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할까?
IV. 실재와 사유와의 직접적 만남-베르그손과 양명의 직관
1) 베르그손의 직관: 논리적 사고에서 시간적 사고로의 전환
참된 지식을 얻고자 할 때 우리의 사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지식을 얻는 출발점은 우리의 경험과
의식의 만남이다. 베르그손과 왕양명의 물음은 과연 우리의 의식이 대상과의 만남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가이다. 즉 사유와 실재가 어떤 매개체 없이 직접 만날 수 있을까? 대부분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앎의 세계에서 우리는 실제 사실로부터 떨어져 있다. 직접적인 사태자체는 가상과 개념에 의해 은폐되어
있다. 따라서 사유에는 걸 맞는 특정한 방법이 요구되며 이는 무엇보다도 실재와 사유사이의 직접적인 만
남을 요구할 때 더욱 더 그렇다.138)
경험과 더불어서 대상과의 직접적 만남의 요건인 의식이란 무엇인가?139) 의식이란 물질적 신체와 결합
되어 있는 심리-생리학적 의식이다. 심리-생리학적 의식은 생명체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삶
에 대한 관심을 근본 특징으로 한다. 본능적이거나 습관적인 자동행위와 마찬가지로 의식의 표상적 기능이
나 지향적 특성은 외부세계와 상호작용이라는 실천적 맥락에서 이해된다.140) 따라서 베르그손에서 의식은
두 개의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는 모든 물질적 사물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물질적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물질적 세계 안에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는 이 두 전제로 지각의 발생에 대해 논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르그손은 이러한 논증을 ‘의식
의 연역’이라고 부른다. 그는 의식의 연역을 통해서 “물질세계가 이미지들의 총체다”’141)라는 결론을 도출
138) 김재희,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그린비, 2010, p.25.
139) 의식의 특이성은 존재가 지속, 생성과 동의어라는데 있다. 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
로 끊임없이 옮겨간다. 각각의 상태들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연속적 변화이다. 베르그손은 창조적 진화에
서 의식이 생명진화의 전 역사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는 출생 이래로 살아온 역사를 응축한 것이고
심지어 출생이전의 역사를 응축한 것이기도 하다.
140) 김재희, 앞의 책, p.17.
141) 의식의 연역이 입증하는 것 중의 하나는 주관 안에 존재하는 내적, 주관적 표상으로 간주되는 이미지가 실은 주
관밖에 존재하는 물질 자체라는 것이다. 즉 이미지가 곧 물질이라는 것이다. 의식의 연역은 자연과 자유사이의 관
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가져온다. 자연은 필연적인 체계를 갖는다. 따라서 자연과 자유는 서로 대립적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베르그손의 의식의 연역은 우리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자연속에 내재하는 자유’임을 보여준다. 조현
수, 「물질과 기억 1장에서 펼쳐진 의식의 연역과 그 의미-물질세계는 이미지들의 총체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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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42)
베르그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는다. 그리고 의식이 대상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는 방식은 2가지로 직관(intuition)과 지성(intellect)이다. 이 둘은 경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경험은
직관과 지성의 부분을 구성한다. 베르그손에게 있어서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사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은 칸트나 헤겔의 매개적 사유, 변증법적 사유와는 다른 입장이다. 베르그손에 따르
면 직관은 의식과 실재가 하나 되어서 공감이 가능한 상태의 인식 방법이다. 그러나 베르그손의 직관은 어
떤 신비로운 초능력이 아니고 칸트가 말하는 감성적 직관도 아니다. 이 직관은 의식의 노력으로 성립되는
실재에 대한 개별적인 직접 경험이다. 이러한 직관은 실재와 사유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생기는 일종의
경험이다. 실재의 지속성을 고찰하는데 직관이 중요한 방법이 된다.
지성은 베르그손에 따르면 기능적 특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지성은 인간이 진화의 과정에서 획득하고 발
전시켜온 도구이며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자신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연적 도구이기 때문
이다. 지성적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 세계를 조종하고 또 지배할 수 있게 한다. 지성의 기능은 물질
을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성은 자신과 맞서는 대상을 분석한다. 자연 과학적 분석 방법은 간접적이
고 분석적이며 개념적이고 합리적이며 추상적인 지식이고 이것은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
식이다. 그러나 베르그손은 지성이 인간의 의식의 전부가 될 수 없으며 지성은 인간의 의식을 왜소화이고
집중화이며 또 특수한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지성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방법은 동물세계에 본능으로서 나
타나는 요소가 인간에게서 더 고도로 발전된 것이다.
베르그손에 따르면 의식을 이루는 다른 한가지 방법은 직관으로 그것은 분석하지 않는다. 또한 직관은
지성이 하는 것처럼 개념이나 관념에 비추어 봄으로서 대상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직
관은 전체로서의 대상을 파악한다. 직관은 대상의 주위를 더 이상 맴돌지 않고 대상과 하나가 된다. 지성
은 물리적 세계를 그 대상으로 삼는 반면 직관의 대상은 생명이다. 그런데 변화하는 생명은 자연과학적 방
법으로 해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성으로 생명을 파악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과학적 방식은 생명의 본성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직관은 생명에 정통한다. 우리의 생명은 개념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우리자신이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직각적으로 안다. 직관은 지성의 논증에 의거하지 않고도 우리의 존재양식이 물리적 대상이 보
여주는 존재양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안다. 지성은 자신의 주된 일인 과학에 의해서 물리적작용의
비밀을 점점 더 완전하게 알려 줄 것이다. 지성은 생명에 관해서 관성에 의거한 설명을 만들어내며, 더 나
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서 요구하기까지 한다. 지성은 생명에 대하여 밖으로부터 무한히 관
찰하면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생명을 자기 쪽으로 끌어내려고 고심하면서 생명의 주위를 맴돈다.
그러나 직관은 생명의 참다운 내면적 본질에 우리를 인도한다. 따라서 베르그송에 따르면 직관은 “무사무
욕하고, 자기를 의식하게 되고, 자신의 대상을 반성할 수 있으며, 또 대상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본능
을 의미한다.”143)
실제 개념인 지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화시키는 이성이 아니라 대상화를 거부하는 직관의 방식이
요구된다. 이로서 베르그손은 직관을 ‘사유의 형이상학적 기능’이라고 명명한다.144) 지속의 직관이란 인식
되는가?」, 『철학연구』 97집, 철학연구회, 2012, p.140.
142) 베르그손에서 이미지는 물질이다. 이미지란 주관이 자신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관밖에 있는 것을 발
견하는 것이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지각인 이미지가 주관 안에 존재하는 내적 주관적 표상이 아니라 주관밖에 존
재하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물질이라는 것이다. 베르그손은 주관을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도록 즉 세계 속의
다른 사물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사물로서 존재하도록 자연화하고 사물화한다. 주관이란 다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가 다른 사물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들이 그에게 부여하
는 의미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한 사물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모든 관념론의 출발은 지각된 것을 주
관 안에 존재하는 내적 주관적 표상으로 보는데서 이루어진다.
143) 앙리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황수영 역, 아카넷, 2008, p. 15.
144) 앙리 베르그손, 사유와 운동, 이광래 역, 문예 출판사, 2012, 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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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존재의 분리 상태 이전의 상태를 말하며 주객분리가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하나(coincidence)가 되는
합일의 상태이다.145)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실재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즉 근대적 지성을 수정한 직관을 사용해야만 한다. 직관은 지속에서 사유된다. 직관을 통해서 파악한 실재
는 공간적 사유를 거치지 않고 시간 속에서 사유함을 통해서 존재와 의식이 접촉될 수 있다. 직관은 인식
의 대상과 하나가 되는 봄(vision) 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146) 베르그손은 우리가 자신의 내부의식의 흐
름을 지각하는 직관을 확대한다면 물리적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의 파동을 한순간에 알아차
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생명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이 우주 속의 존재물들을 통일하고자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추진력이며 창조적 생명력으로 베르그손만의 형이상학적 이론을 형성한
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직접적 직관에 나타나는 대로의 실재가 아니라 실천적 관심
들과 사회적 삶의 요구들에 실재가 적용된 것이다. 순수직관은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불가분적 연
속성에 대한 직관이다. 사람들이 연장된 것과 비연장적임 것을 구분할 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불가분적
실재가 아니라 지성의 실용적 관심에 의해 세워진 인공적 실재이다. 베르그손은 실용적 욕구에 의해 세워
진 인식들을 해체하게 되면 순수한 직관에 의해 실재의 연속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비로소
대상과 주관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주객일치의 경지가 생겨난다. 이러한 베르그손의 직관은 인간의 사유를
확장시키고 세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한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결코 도달
할 수 없는 인간이 지닌 고유성이다.
2) 양명의 생명 도덕적 직관:

사변적 理에서 구체적 理 사고로의 전환

그렇다면 동양에도 베르그손의 ‘직관’ 개념이 존재할까? 연구자는 왕양명의 형이상학에서 논의되는 심의
개념이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주희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이런 직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주희의 형이상학은 공‧맹 철학과 도교와 불교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수용하였다. 그는 세계를 理와 氣의 형
이상학적 리기론 체계 속에서 이해한다. 理는 우주만물의 근거이고 존재원리다. 느낌이나 헤아림, 그리고
움직임이 없다고 규정한다.147) 리는 감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
는다. 氣는 존재하는 모든 구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형이하학적 기와 형이상학적 리가 만나서 구
체적인 사물이나 생명체가 될 수 있을까? 주희의 논리적 틀인 리를 변화하는 생명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처럼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는 리기론을 생명의 원리가 작용하는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추상적 논리적 요소인 리가 구체적 물리적인 기를 움직이고 작용할 수 있는가? 주희의 경우에 형이
상적 리가 형이하적 기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148)
왕양명은 논리적 차원인 리를 생명적 차원인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이러한 주희철학의 리기
론을 비판한다. 인간본성의 이해를 性으로 설명하는 주희의 性卽理를 거부한다. 그래서 왕양명은 구체적이
고 생물학적인 특성을 지닌 몸을 가진 심에서 도덕적 이치를 추구하는 心卽理를 주장한다.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이해는 살아 움직이는 심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적 차원에서 자연세계
를 이해하는 理라는 방식을 가지고 생명을 이해하려는 것은 적용오류이다. 왕양명은 주희의 리기론이 자연
계를 설명하는 틀이지만 생명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왕양명은 인간의 마음이 바로 외부
사물에 자극을 받고 반응을 보이는 감응적인 존재라고 규정한다.149). 즉 마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그
145) 앞의 책, p.27.
146) 앞의 책, p.27.
147) 『朱子語類』, 卷1: 無情意, 無計度, 無造作
148) 양선진,「공간적 사고에서 시간적 사고로의 전환-왕양명과 베르그손의 사상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제48집,
2017, p.112.
149) 『傳習錄』, 277條目; 心無體, 以天地萬物感應之是非爲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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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서 역동성과 활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마음은 외부세계의 대상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왕양명의 리는 변화자체로서 천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리란 구체적 인간의 마음에
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의미로서 살아있는 생명의 이치다. 마음은 도덕적 상황에서 양심으
로 작동하는 구체적인 살아 있는 리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희의 리기론에서는 격물치지를 통해서 리와 하나가 되는
천일합일의 경지를 豁然貫通이라고 한다. 그러나 왕양명에서 리는 사실에 대한 명제를 전제로 해서 간접
적으로 추론해내는 것이 아니라 직관의 주체가 지닌 선천적 능력으로 직접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또한 그
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150) 그러나 양명의 직관은 지적인 통찰력이나 진리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
는 양심이나 도덕의 측면이다. 결국 양명의 직관이란 도덕적 직관이다. 여기서 베르그손의 직관이 갖지 않
는 약점을 왕양명이 보완하고 있다. 우리가 생명을 중시하고 인공물이나 물리적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탁월함과 고귀함을 갖기 때문이다. 즉 생명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서 고귀한 존
재가 된다는 점이다. 생명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도덕적인 고귀한 존재가 될 때 인간은 인공지능이가 기
계와는 다른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이다. 도덕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알고리즘으로 기계에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르그손은 생명 일반에 대한 이론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직관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내용이 바로 도덕감이라야만 인간이 진정한 직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
다. 그는 단지 직관 인식론에만 머물러 있고 도덕 생명으로 직관 윤리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왕양명에 따르면 사실 우리는 도덕적 상황에서 추론을 통해서 행동하기 보다는 곧 바로 행동을 한다. 도
덕감정은 직관적으로 시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은 직관이라는 그 선험적 능력으로 진리를 곧 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왕양명에 있어서 마음과 진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良志로
나타난다. 선천적인 양지는 외부대상에 적합한 조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다. 양지는 선천적이고 진리에 대
한 직접 인식가능성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 그 증거는 직관으로 드러난다. 양지의 발현으로 진리가 검증되
는 것이 직관이다. 직관의 대상인 진리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양지를 통해 직관된 리가 감정을 통
해 검증된다면 그것은 자명한 것이다. 직관하는 주체는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느끼는 불
안감 역시 양지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양지를 통한 직관된 진리의 자명함에 대한 검증은 도덕적 감
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직관은 진리를 즉각적이며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서 도덕적 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선천적 고유한 능력이다.
논리적 차원의 형이상학적 체계는 역동적이며 시간적인 현상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논리적 사고는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작업으로 선험적, 추상적 사고의 지적 상상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현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생명체의 인식방식인 공간적 사고에서 생명체의 인식방법인 시간적 사고로 전
환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왕양명의 직관은 우리가 외부세계의 대상을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까지
나아가는 절대적 인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 인식에서 우리의 인식은 인식과 대상의 있는 그대
로의 객관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대상 밖에 머물고 있다. 반면 절대적 인식은 대상의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인식이다. 베르그손은 형이상학이란 어떤 실재를 단지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포착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직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대상에 관한 이미지나 어떤 간접적인 표현을
초월해서 그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왕양명의 직관도 대상을 곧 바로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베르
그손의 직관과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베르그손의 절대적 인식은 대상 안에서 물질과 이미지가 존재한
다. 그것을 주관이 수용하는 것이다. 반면 왕양명은 대상의 본질이 이미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을 내 마음
에서 찾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둘은 직관 개념으로 매개체 없이 즉각적으로 절대적 인식
에 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본질을 대상 자체에서 찾는 베르그손의 직관과 나의 주관에서
찾고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왕양명의 직관은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 이는 베르그손의 인식의 목적이 진리

150) 김태길, 『윤리학』, 박영사, 1998,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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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에 있지만 왕양명의 인식의 목적은 도덕적 양지의 발현에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그리고 이런 점에
서 왕양명의 직관이 베르그손의 직관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V. 나가면서
인간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삶을 초월하는 의지를 갖는 존재이다. 인간은 인생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자신의 존재론적 조건과 발생 근거를 사유하려는 능력을 갖는다. 이 때 우리의 주관과 대
상이 직접적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직관이다. 우리는 직관하는 주체이다. 직관은 선천적이며 진리의 직
접 파악 능력을 가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베르그손과 왕양명의 직관 개념은 의식과 대상과의 직접적 접촉
을 함의하고 있다. 즉 어떤 매개물도 존재하지 않는 직접 만남을 의미한다.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진리는 간접적인 추론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파악할 수 있다. 베르그손의 직관은 대상 안으로 들어가
대상과 완전히 일치하는 절대적 인식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속되는 대상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절대적 인식은 초월적 원리에 대한 공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매개물도
필요 없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인식으로써 직관이 발생한다.
그러나 베르그손은 생명체가 도덕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가 생명체가 기계나 물질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왕양명
의 직관개념이다. 그의 직관은 진리에 대한 인식보다는 양심이나 도덕감 같은 도덕 윤리에 대한 영역을 담
당하고 있다. 왕양명의 직관이란 옳고 그른 도덕감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도덕주체의 작용이다. 직관은
양지를 통하여 진리를 선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급속한 과학발달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게 된 우리는 인간만의 고유한 선천적 능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주만물이 모두 물질로 설
명되어지는 현대사회에서 물질과 정신을 하나로 인식하고자 했던 베르그손의 형이상학과 양명의 심학은
이시대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직관을 이야기할 때 인공지능
이 야기한 혼란스러운 물음들을 갖는 현시대에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성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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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화 선생의 ｢변화의 주체 심의 생명력에 대한 고찰-베르그손의 직관과
왕양명의 직관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문
유지웅(전북대)

이 논문은 그동안 발표자께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이라 생각합니다. 박사학위 논문 역시 주자
학과 양명학, 그리고 후설과의 비교를 통해 현대사회의 인간성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셨기에
오늘 발표하시는 논문 역시 발표자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주체 심의 생명력에 대한 고찰-베르그손의 직관과 왕양명의 직관을 중심으로-｣는 마땅히 양명
학과 주자학은 물론 베르그손에 대해 정통한 연구자가 맡아야 하는데, 저 역시 이제야 갓 발을 들인 초학
자이며, 이 논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거의 문외한입니다. 따라서 논평자의 오독으로 인해 발표자의 의도
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공부한다는 자세로 논평자로서의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1. 발표자는 서론 부분에서 “특별히 연구자는 생명으로서 심의 직관이 변화임을 밝혀볼 것이다. ”라고 하
여 이 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기준은 베르그손과 양명학
일 것입니다. 그런데 논자는 발표자의 논문 전체를 정독하면서 “생명으로서의 심의 직관이 변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독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다음 질문은 논평자가 양명학에 대한 대략적 이해를 전제한 상태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양지는 항상
그 상황에 부합하는 보편적 도덕규칙이 창출되도록 하는 도덕직관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도
덕명령인 리가 내가 살인 충동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스스로 살인하면 안 된다는 도덕행위의 규범을 만들
어 내는 것이 양지이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양명학에서 말하는 도덕본심입니다. 하지만 만약 인간이 완전
히 악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심을 자각하고 양지를 길러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싶
습니다.
3. 주자의 리를 절대적 불변으로 주장하는데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즉 주자학에서의 심은 양
명학에서의 심과 같이 도덕규칙을 창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4.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 발표자의 관점이 아닌 선행 연구자의 관점을 빌려 기
술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자의 관점보다는 발표자의 관점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은 이 논문이 가지
고 있는 한계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자학에 대한 발표자의 관점들은 주자학에 대한 오해의 부분이
더러 보이며, 또한 발표자가 주자학, 양명학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혹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구체적인 근
거(즉 주자어류 혹은 주자문집, 왕양명전서, 전습록 등에서 발표자의 주자학, 양명학 해석에 대한 근거들이
있다면)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이제는 거의 인간과 같은 인공지능 개발이 현실화 되면서 과연 ‘인간’만의 고
유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큰 화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마치 17~8세기 기호학계에서 벌어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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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성논쟁을 떠오르게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발표자는 미래사회에 도래할 핵심 쟁점을 과거
의 두 인물 즉 15~16세기에 활동한 왕양명(1472~1528), 19~20세기에 활동한 베르그손(1859~1941)의 철
학을 ‘직관’이라는 개념을 통해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명의 양지가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발표자의 주장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발표자의 의도와 달리 독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
다. 그것은 단순히 동양과 서양이라는 문화적 배경으로 한 학술전통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닐 것입
니다. 문제는 발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의 나열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고, 또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기 때
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표자의 논문은 제시된 정보들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즉 현대사회에 도래할 핵심 쟁점이 왜 ‘이들’의 철학 구체적으
로 ‘직관’ 더 구체적으로 양명학의 양지(양심)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철학적으로 어떠한 의
미가 있고, 또한 이것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 될 수 있는가를 제시했다면 이 논문의 기획 의도는 성
공적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문제의식을 제시 해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논평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표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걱
정이 앞섭니다.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드리며, 논평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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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천명의 역학적 해석
-

천명과 인성론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

전광수(경성대)

Ⅰ. 머리말
오래전 모대학가 정문에서 그곳 동아리 학생들의 풍물패 공연을 본적이 있었다. 그런데 공연거리 옆 가로
수 나무에 설치된 플랜카드의 글이 눈에 띄었는데, ‘소리로 신명을 깨우라’는 정갈한 붓글씨의 글귀였다.
그렇다면 그들이 풍물 공연장에서 내는 북, 징, 장구, 꽹과리의 소리가 제천의식에서 행하는 예악의 형태
로 신명을 깨우는 소리임을 알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역(易)에서 말하는 ‘북치고 춤추게 하여 신을 다 한
다’151)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공자는 익자삼락(益者三樂) 가운데 예와 악을 그 첫째로 두었
고152), 사람이 인을 지니지 못하면 예와 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153)라고 하여 예와 악은 인에 그
바탕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설문해자에서는 실제 예의 어원을 제사의례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한 이
유로 예(禮)라는 글자를 파급해보면 ‘땅귀신 기(示)’자와 ‘풍년들 풍(豊)’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유가사
상의 근원도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면 종교적 의식인 인간이 천신께 제사지내는 것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천을 안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데 천명을 안다고 말하기는 더욱 난해할 것이다. 육신은 부모로
부터 받았으나 그 본성만은 하늘로부터 내려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 가능한가? 그리고 그에 대한 타
당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유가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본성인 덕을 밝히어 세
상을 비추어야 할 군자의 양성에 있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대학지도의 첫째로 재명명덕을 말하여 인간
이 천지의 밝음과 하나가 되어 사물의 실체를 꿰뚫을 것을 말하고 있다. 周易에서 공자는 “글은 말을
다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하지 못한다.”하니 성인의 뜻은 가히 볼 수 없는 것인가?154)라는 물음을 던진
후, 인간이 천명을 실현한다는 것은 천지일월, 사계절의 변화를 본받는 것보다 더 큰 기준이 없다고 보았
다. 따라서 천도가 인도로 구현된다는 것은 곧, 천명의 실천이라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천의 실
체에 대한 올바른 규명이 있어야 천명이라는 개념의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주대이전의 하늘을 보는
관점과 송대 주자에 의해 집대성된 성리학적 천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 보인다.
그렇다면 역(易)에서는 천명을 밝히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천명은 인간의 인성과는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며 우선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도(道)와 천(天)과 성(性)
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천명과 관련한 인간의 인성론에 대한 유가사상가들의 입장을 검토
하고자 한다. 끝으로 동아시아의 지배적 사상가운데 하나였던 유가의 천명론은 현실에서 어떠한 도덕적 삶
의 방향과 가치를 전달해줄 수 있으며,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윤리적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
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51)
152)
153)
154)

周易,
論語,
論語,
周易,

｢繫辭上｣, “鼓之舞之以盡神.”
｢季氏｣, “益者三樂, 損者三樂, 樂節禮樂, 樂道人之善, 樂多賢友, 益矣.”
｢八佾｣, “人而不仁, 如禮何, 人而不仁, 如樂何?”
｢繫辭上｣, “子曰, 書不盡言, 言不盡意. 然則聖人之意其不可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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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천명의 역학적 개념
1. 천도와 인성론
주역은 “성인이 괘를 베풀어 상을 보고 말을 달아 길흉을 밝혔다.”155)라고 하여 천지의 도를 인간 삶의
과정에 접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무형의 상(象)으로 드러내는 하늘의 뜻을 자각한 성인이 유형의
상(象)인 괘(卦)를 만들고, 이름을 지어 그 뜻을 드러내어 인간 사회에 적용시키면 인간이 행할 바를 가르
쳐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늘의 뜻인 무형의 상(象)을 성인이 자각하여 눈에 보이는 유형
의 64괘 384효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利), 길하고 흉함을 밝히고(而明吉凶), 각자가 행하여야 할 바
를 가르쳐줌(各指其所之)으로써 하늘의 뜻을 성인의 도를 통해 인간 세상에 드러낸 것이 역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를 바르게 인식하고 순응할 때 세상은 화평과 이로움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천지정신과 하나 되고자 하는 천인합일의 태도는 인간사회에 천명을 어떻게 인도화 하고 적용시
켜 나가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주역에서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것을 주관하고, 땅은 하늘이 시
작한 것을 이루어내는 일을 담당하는 것”156)이라 하였고, “성인이 천하만물의 움직이는 것을 봄에 있어 그
모이고 통하는 바를 보고 자각하여, 그 법도와 예로써 행한다.”157)라고 하였다. 즉 하늘의 법칙(易道)으로
전례를 만들어 그에 따라 예를 행하고 인간의 법칙(人道)으로 삼아야 한다는 천인합일의 실천적 방법을 말
하고 있다.
주역에서는 천도는 만물을 시작하게 하는 근원이며 이러한 천도의 운행으로 만물이 생겨나고 길러진
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천명과 만물의 관계는 곧 인간의 본성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늘이 부
여한 것이 천명이라면 인간과 만물이 받은 것은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역에서는 천명에 관한 정의
를 밝히면서 천지와 만물의 본성과의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건도가 변화하여 모든 사물의 본성과 하늘의 사명을 올바르게 한다. 각종 사물의 존재이유와 가치들을 보존하면서 이
들을 통합하여 커다란 화합을 이루어 이롭고 올바르게 된다.158)

건도의 변화는 만물을 생성하고 길러서, 크고 작거나, 높고 낮은 것이 그 부류에 따라 각각 사물의 ‘본성’
과 하늘의 사명인 ‘천명’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즉, 하늘이 부여한 것이 천명이고 사물이 받은 것이 본
성이라는 것이다. 주역｣에서도 “천지의 대덕은 생이다.”159)라고 하여 천지는 영원히 낳고 기르는 호생지
덕(好生之德)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처럼 유가의 근본원리인 인(仁)은 우주만물을 생성시키는 천지의 마음
과 같다는 점에서 천도와 인성은 직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 천지의 화육에 참여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며, 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성인임을 말하고 있다160)는
것은 성인이 인도로서 천도를 현실생활에 반영할 때 이로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논어에서는 공자가 성인보다는 군자로서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하여 사회나 국가의 공동체 합일을 추
구하였는데 반해 맹자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규명의 문제가 중요시 되었다. 맹자는 인간의 본
성을 사단을 통해 밝히려 하였고, 사람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발하는 네 가지 마음을 일러 사단이라 하였
는데 사단은 인, 의, 예, 지를 통해 우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한다. 이러한 본성은 유가에서 군자가 마땅
히 행하여야 할 기본 품성을 사덕을 통해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주자는 이러한 사덕은 천지의
155)
156)
157)
158)
159)
160)

周易, ｢繫辭上｣, “聖人設卦觀象, 繫辭焉而明吉凶.”
周易, ｢繫辭上｣, “乾知大始, 坤作成物.”
周易, ｢繫辭上｣, “聖人有以見天下之動, 而觀其會通, 以行其典禮.”
周易, ｢乾卦｣, “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大和, 乃利貞.”
周易, ｢繫辭下｣, “天地之大德曰生.”
朱子語類, 권64, ｢中庸｣3, 22장, “聖人贊天地之化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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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덕이라 할 수 있는 원(元), 형(亨), 이(利), 정(貞)에서 비롯됨을 말하였다. 말하자면 사덕이 하늘에 있어
서는 춘하추동 사시를 뜻하며, 인간에 있어서는 인의예지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는 원
형이정이 천도를 이루는 자연의 법칙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천도의 법칙을 바탕으로 현실세계에서는 인간
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원리이자 원칙이 곧, 인의예지라는 사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원은 으뜸이요, 형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리는 의리와 화함함이요, 정은 일의 근간이니, 군자가 인을 체행함이 족
히 사람을 기르며, 모임을 아름답게 함이 족히 예에 합하며, 물건을 이롭게 함이 족히 의리에 합하며, 바르고 굳셈
이 족히 일의 근간이 되어 주장할 수 있으니, 군자는 이 네 가지 덕을 행하는 자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건은 원형
이정이라.161)

그런데 유가의 인의예지 가운데 가장 으뜸이면서 바탕이 되는 인은 천도의 4덕으로 보면 인에 해당하는
원이라 할 수 있다.162) 원은 역에서 만물을 끊임없이 낳게 하는 생생지도(生生之道)의 의미를 갖고 있다.
周易에 “하늘의 운행은 강건하니,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 스스로 강건하기를 그침이 없어야 한다.”163)고
하였다. 하늘이 원형이정, 춘하추동의 사시를 건실히 운행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운행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자강불식(自强不息)’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곧 천도를 따르는 것이며, 그것이 바른 인성을
갖춘 군자의 길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2. 생물지심과 인물지심
주역 복괘164)에는 천지의 생명성이 근원이 되어 나타나는 변화의 본원성을 말하고 있다.
상전｣의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 ‘계지자선(繼之者善)’,

복괘는 ｢계사

‘성지자성(成之者性)’165)에서처럼

음양의

대립과 통일운동을 반복하는 자연의 순환이치를 말하고 있다. ‘일음일양’이라는 것은 천지가 변화하는 이
치로서 道를 말하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조화법칙으로 규정될 수 있다. ‘계(繼)’라는 것은 음양, 도
와 같은 무형에서 만물을 낳게 하는 유형으로 계승하게 해준 것이 천지의 생물지심(生物之心)이므로 천지
의 본질이 선하다는 것이다. ‘성지자성(成之者性)’은 음양의 운동으로 일양이 시생하여 만물을 낳게 하는
천지의 마음은 순수한 선을 뜻하는 ‘천부지성(天賦之性)’이므로 복괘의 상(象)처럼 천지 변화의 이치를 깨
달아 완성하면 비로소 나의 본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맹자 성선설의 역학적 근거도 주역 ｢계사상｣편의 ‘선성(善性)’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한(漢)대 동중서는 맹자의 4덕에 신을 포함시켜 인의예지신이라는 오상을 유가의 최고 덕목으로 제시
하였는데 오상지덕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 본래의 성품 또한 본성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송명성리학에
서 말하는 “도를 이어 선하고 도를 이루어 본성을 이룬다.”166)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
간은 우주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는 음양의 조화와 변화를 통해 천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또한 천
명을 부여받기에 자신의 성을 밝게 하여 천덕(天德)을 인덕(仁德)으로 실현시켜야 할 책무를 갖게 되는 것
이다.
161) 周易, ｢乾卦｣, “元者, 善之長也, 亨者, 嘉之會也, 利者, 義之和也, 貞者, 事之幹也. 君子體仁足以長人, 嘉會足
以合禮, 利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幹事. 君子行此四德者, 故曰, 乾元亨利貞.”
162) 性理大全 卷35, 性理7, “四德之元, 猶五常之仁.”
163) 周易, ｢乾卦｣, “天行健 君子以自强不息.”
164) 주역 64괘 중 24번째 괘명으로 하괘(下卦)는 진(震,☳)괘, 상괘(上卦)는 곤(坤, ☷)괘로 이루어진 괘를 말한다. 복
괘는 겨울에 일양(一陽)이 시생(始生)하는 동지의 변화기운이 태동되는 과정을 말하며, 제일 아래 일효가 양효이고
나머지는 음효이다. 동지는 겨울에 음이 가장 긴 날이지만, 일양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시기이므로 생명이 원시반
본하여 그 생명력을 회복한 때이다. 따라서 복괘에서 천지지심이 나타난다(周易, ｢復卦｣, “復, 其見天地之心
乎.”)고 한 것이다.
165) 周易, ｢繫辭上｣,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166) 朱子語類 卷94, ｢周子之書｣, “繼善成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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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합일을 강조하는 유가의 전통에서 주자는 인(仁)이란 만물을 낳게 하는 마음167)이라고 하였다. 인간
안에 있는 생물지심의 실현은 곧 천인합일을 의미한다168)는 것이다. 주자가 말한 ‘생물지심(生物之心)’은
천지자연에 내재하여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무형의 힘을 말한다. 주자는 이러한 무형의 힘으
로 마음에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는 4가지 덕을 부여하였다. 원형이정은 자연의 순리이자, 법칙이라 할
수 있으며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경1장의 삼강령169)은 천지가
가진 변화의 질서를 계승해서 인간이 그대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천지의 순수한 선은 리에 의해 변화되고 보존될 수 있지만 인간사회는 끝없는 선악의 투쟁과 부
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인성은 그 본질은 본래 선하였지만 선한 쪽에 치우치면 선행을 좋아하고, 반대로
악으로 치우치면 악행으로 나아가기가 쉬운 까닭에 유가에서 말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공
자는 주역 ｢계사｣에 “성성존존(成性存存)이 도의지문(道義之門)이다.”라고 하였다. 즉 나의 본성을 바르
게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지속적이어야 도의 문에 들어가고 의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성성을 제대로 이해할 때 천명 또한 이해 가능하며 인간의 본성 또한 선을 향해 지켜갈 수 있게 된다.
‘성지자성(成之者性)’은 천지변화의 도를 완성한 성(性)이며 인간이 형체로 갖추고 태어나 하나의 개체적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때의 성은 인물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천지의 생물지심
(生物之心)이 성물지심(成物之心)으로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은 리(理)를 주재하고 사람은
천의 리법(理法)을 성의 활동을 통해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유가의 천명과 천인합일
1. 체용관계로 본 천명과 인성
유가의 서경에 비춰진 제(帝)의 모습은 극히 인격적이고 두려운 존재이다. 인격적 천은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폭군으로 비춰질 때 천명을 옮겨 다른 인간을 왕에 세우기도 한다. 즉, 고대의 제왕들은
끊임없이 천명의 보존과 명덕의 실천을 통한 하늘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 할 수 있었다.
유학의 명제가 변화를 보이는 시점은 한당유학에 와서인데 동중서의 음양오행설의 수용과 과거시험에서
유학의 경전을 채택하면서 중앙집권적 군주제의 절대강화와 더불어 관학화 된 시점이다.170) 그러면서도 유
학의 연원과 형성과정, 정립된 시기에 유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던 명제는 천명의 실현이었다. 이점은
유학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늘이 명한 바를 인간이 실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시유가에서 하늘을 보는 관점은 만물의 주재자이자 의지를 지닌 인격적 천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
적이었다. 논어에서는 공자의 생사관이나 조상신을 모시는 문제가 현세의 인간세상의 문제보다 우위에 있
지는 않았다. 주 문왕 때의 조상과 제에 대한 종묘의 예는 선진유가의 통치질서로서 인간의 보편적 윤리의
식으로의 계승을 의미한다. 주자는 “문왕이 선공에 순하여 귀신이 흠향하고 원망하거나 가슴아파함이 없었
기에 그 의법이 안으로 규문에 베풀어지고 형제에 이르러 집안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고, 공자도 집
안을 다스린 후라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171)고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유가에서의 조상과 제(帝)에 대
167) 中庸章句, “仁者, 天地生物之心.”
168) 조원일·최정묵 공저, 동아시아의 유학사상,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197쪽 참조.
169) 大學, ｢經1章｣,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
170) 이 시기의 유학은 이전까지 대체로 평등한 쌍무관계로 인식되던 오륜(五倫)의 사회관계에 상하의 삼강(三剛) 질서
를 도입함으로써 원시유학을 변질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학은 음양론이 천인감응설(天人感
應說) 및 오행사상과 결합되어, 인성과 수양론, 음양오행의 이론에 따라 우주 전체를 배열시키는 독특한 해석체계
를 발전시켰던 시기이기도 하다.(김승혜, 원시유가, 서울: 민음사, 1990, 307-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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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섬김, 그리고 가정에서의 다스림의 방법으로 효제(孝悌)를 강조하였던 것은 공자에 와서 예의 실천을
통한 선의 실현과정이었다. 따라서 문왕의 천에 대한 인식은 상제천으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상제가 명한
천명은 하늘의 선의지를 지상에서 인간이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유학에서 인간이란 끊임없이 천명
을 실현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천도를 행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도를 행하
여 인간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야말로 유학의 길이며 학문의 목표172)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천지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천인합일의 문제는 원시유가에서 뿐만 아니라 성리학에서도
화두였다. 천지의 정신과 하나가 될 때 천지와 더불어 자신의 생명력과 본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중용장구의 첫머리에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요,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요, 수도지위교(修道
之謂敎)”라 하였다. 즉, 하늘이 명한 것이 성(性)이라는 것이다. 하늘이 인간에 내려준 생명 그 자체로서의
하늘의 본성이 내 생명의 본성이며,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본래 하늘의 마음은 성(性)이며, 생명의 밝은 자
리를 따르고 하나가 되려는 것이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 삶의 길이며, 그 길
을 닦는 것이 성인의 가르침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용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과 천지의 관계는 어떠한 원리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
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명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하늘을 매개로 한 인간의 존재의미와 역할을 밝히는 과
정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용은 양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직 천하에 지극한 성이라야 그 본성을 다할 수 있고, 그 본성을 다하여야 사람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며, 사람의
성을 다하여야 사물의 본성을 다할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을 다하여야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화육에
참여하여야 천지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173)

이처럼 인간행위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실천이 갖는 의미를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의 근원과 연계시킴으로
써, 인간이 도달하여야 하는 중화(中和)의 실현을 인간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라는 초인간
적인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174) “희노애락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중이고 드러나 절도에 맞는
것을 화”175)라 하였다. 즉 인간의 본성이 성(誠)으로써 온전히 실현되어 나갈 때 화의 경계에 도달가능하
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은 천하의 근본이고, 화는 천하의 달도가 되므로 중화에 도달하게 되면 천지도 제
자리를 잡고 마땅한 위치에 서게 되어 만물이 길러진다”176)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
각은 인사와 천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자는 이와 같은 뜻으로 “하늘을 원망하지도
남을 탓하지도 않으며, 아래로부터 배워 위로 통달한다. 나를 알아주는 것은 저 하늘인가!”177)라는 ‘하학이
상달(下學而上達)’이라는 명제를 던져주었다.
다산은 하학은 도를 배우는 것은 사람의 일, 즉 孝悌仁義(효제인의)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상달은
공부가 누적되어 하늘의 덕에 이르러 그치는 것이고, 이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해 하늘을 섬기
는 것에서 끝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보았다. 즉 하학은 행동과 일에서 드러나지만, 상달은 사람들이 알
수 없었기에 공자는 하학은 인사(人事)이며, 상달은 천명을 아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178) 낮고 쉬운
171) 詩經集傳下, ｢思齊｣, “言文王順于先公, 而鬼神歆之, 無怨恫者, 其儀法, 內施於閨門, 而至于兄弟, 以御于家邦
也. 孔子曰, 家齊而後國治.”
172) 배옥영, 주대의 상제의식과 유학사상, 대전: 상생출판, 2005, 204-205쪽 참조.
173) 中庸, 22장, “唯天下至誠, 為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
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174)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하늘과 땅의 덕과 효능도 인간의 행위가 아니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의미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의 선택과 그 행위의 내용이 자연의 운행 질서에 미치는 영향의 심
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조원일·최정묵, 동아시아의 유학사상,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51쪽.)
175) 中庸, 1장, “喜怒哀樂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176) 中庸,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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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論語, ｢憲問｣,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
178) 與猶堂全書, 2集13卷, ｢論語古今註｣, 卷7, ‘憲問’30, “下學, 謂學道自人事而始, 卽孝弟仁義, 上達, 謂積功至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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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배우고 깊고 어려운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로 아래로 인사를 배우면 위로는 천명을 알게 된다는 의미
이다. 말하자면 다산이 생각한 하학이상달이 가지는 의미는 공자가 의미하는 상통천명(上通天命)과 같으며,
군자의 도라는 것은 결국 하늘을 섬기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며 이를 일러 상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179)
그런데 다산이 말한 하늘의 섬김(事天)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천인합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있
어 차이를 보인다. 다산은 ‘주자학성설(朱子學聖說)’에서 수양을 통해 당대의 사람들이 애를 쓰면서도 성인
이 되지 못하는 병통 가운데 첫 번째를 천을 리로만 알고 있는 성리학적 병통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성인이 되려고 애쓰나 될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천을 리로 알고, 둘째는 인을 생물
지리로 알고, 셋째는 용을 평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신독함으로 하늘을 섬기고, 힘써 서를 실천하여 인을
구하고, 또 능히 항구하여 멈추지 않는다면 이가 곧 성인이다.180)

다산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병통 안에는 조선 성리학의 이기논쟁과 사천(事天)의 부재, 그리고
중용장구의 “중이란 편벽됨이 없고 과한 것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없는 것을 이름이다.”181)의 다음에 나
오는 구절인 ‘庸, 平常也’의 해석에 관한 문제제기이다. 주자의 입장에서는 용을 평상으로 여겨 치우치거
나 기울지 않은 보편성으로 해석하였지만, 다산은 평상일 수 없음을 밝히고, ‘항구불식(恒久不息)’과도 같
이 쉼 없이 노력하여 인을 구하는 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원시유가에서의 학문의 요체인 끊임없는 공부
를 통한 천명의 깨달음에 도달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맹자는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그 성을 아는 것이니, 그 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보
존하고 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몸을 닦아서 천명을 기다림은 명을 세우는 것이다.”182)
라고 하였다. 즉 마음을 알면 성품을 알고 성품을 알면 하늘을 안다는 의미로 선진유가의 천인관계 또한
사람의 본성이 천에 근본을 두고 있기에 천을 섬기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가에서 말하는 인성은
천도에 근본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인간은 천과의 합일을 위해 성(誠)을 다하여야 하며, 하늘의
명(天命)을 지상에서 인덕(人德)으로 실현시켜야할 책임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천의 해석을 둘러싼 반주자학
중용에서 공자는 “군자는 도를 쫓아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기도 한다. 나는 능히 그치지 않겠다. 군
자는 중용에 의지하여 세상에 숨어살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후회하지 않으니 오직 성인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183)고 하였다. 쉼 없이 자신을 수신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런 의
미에서 성(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공자의 사명은 본래 “경덕에 힘쓰고, 천명이 영원하기를 기원한다.”
는 정치적 규범에서 “인을 실천하여 하늘을 안다.”고 하는 도덕규범으로써 군주를 계도하여 문화와 역사적
사명을 재창조하는 것이었다.184) 이러한 ‘천’과 ‘천명’에 관한 인식은 고대 중국의 주나라 이전에는 ‘제
(帝)’라는 인격신의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유학사에 18세기는 한중일 삼국 간에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된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가장 지배적이었던 주자학에 대한 비판은 반주자학적 사조라 불릴 만큼 유가의 사서에 대한 재해석이었다.

德而止. 卽所云始於事親, 終於事天. 下學, 人所知, 見於行事者, 上達, 非人之所知. 孔曰下學人事, 上知天命.”
179) 與猶堂全書, 같은 곳, “孔意謂上通天命, 君子之道. 終於事天, 此之謂達也.”
180) 與猶堂全書, 2集 2卷, ｢心經密驗｣, “今人欲成聖, 而不能者, 厥有三端. 一認天爲理, 二認仁爲生物之理, 三認庸
爲平常. 苦愼獨以事天, 强恕以求人, 又能恒久以不息, 斯聖人矣.”
181) 中庸章句, “中者, 不偏不倚, 無過不及之名.”
182) 孟子, ｢盡心｣上,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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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殀壽不貳, 修身以
俟之, 所以立命也.”
183) 中庸, 11장, “君子尊道而行, 半途而廢, 吾弗能已矣. 君子依乎中庸, 遯世不見知而不悔, 唯聖者能之.”
184) 牟宗三, 心體與性體, 第一冊, 臺北, 正中書局, 1991, 2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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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주자학 사조는 곧 주자가 그의 사상체계를 구축했던 사서 해석의 궤적을 따라 사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처음 이러한 길을 선도한 이는 17세기 일본의 유학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였다. 그는 논어, 맹자 등의 경전을 재해석하면서, ‘도’·‘인’ 등의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새로운 의의를 부여했다. 18세기부터는 고문사학파(古文辭學派)의 대가인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
1728) 또한 논어, 맹자, 중용 등의 경전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을 통해 주자학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비판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다. 중국의 대진(戴震) 또한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치자 이데올로기
의 기초가 된 주자학을 비판했다. 그는 관학화(官學化)한 주자학의 ‘이(理)’ 또는 ‘도(道)’가 당시 현실 사회
에서 이미 살인의 도구로 변했다고 비판하였다.185) 이러한 비판의 배경은 정치적 신분차별과 인간의 존엄
성이 훼손된데 따르는 사회적 현실에 착안을 두고 있다.186)
이토 진사이 역시 “사람 밖에 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도 밖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187),
“도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길이다.”188)라는 명제를 통해 주자학을 비판하
게 된다. 또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인류 평등에 관한 가치는 시사신보(時事新報)
에 발표한 논설189)과 권학편에서 남긴 다음의 글은 근대 일본의 유가적 세계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하늘은 사람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며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은 곧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만인은 모두 다
같이 평등했으며, 나면서부터 귀천과 상하의 차별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마땅히 몸과 마음의 활동을 통
해 천지간에 있는 온갖 사물을 취해서 의식주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자유자재로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평안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뜻이다.190)

이처럼 주자학의 리개념이 정치적·권력형 리개념으로 변질되어 상하 신분의 구별과 귀천에 따른 차별이 발
생하게 된데 대한 저항과 개혁의 의지가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자학에 대한 비판의식은 조선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 있어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다산은 성을 ‘기호(嗜好)’로 해석
함으로써 주자학에서 말하는 ‘성즉리(性卽理)’의 도덕적 원리로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음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191) 그는 주자가 사람의 성품을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하였고, 주자의 ‘성즉리(性卽理)’설을 반박하면서 “성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기호에 따라서 말한다.”192)는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주장하였다.
성리학(理學)의 창시자였던 정이천은 “성이 곧 리이며, 리라고 불리는 것이 성이다. 천하의 리가 생겨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것들은 항상 선하다”193)고 하였고, 이 명제는 주자에 와서 더욱 확고히 굳어
진 정통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산의 해석은 당시로서는 반역에 가까울 만큼 놀라운 표명이었다. 황쥔졔는
185) 황쥔졔, 위의 책, 85-90쪽 참조.
186) 지위가 높은 사람은 ‘리’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꾸짖고, 어른은 ‘리’로 어린이를 꾸짖으며, 신분이 귀한 사람은
‘리’로 신분이 천한 사람을 꾸짖을 때 논리를 잃었음에도 이것을 순종이라고 한다. 지위가 낮은 사람, 어린이, 신
분이 천한 사람이 ‘리’로 논쟁할 때 타당하더라도 이것을 반역이라고 한다.(戴震, 孟子字義疏證, 卷上, 理十五條,
“尊者以理責卑, 長者以理責幼, 貴者以理責賤, 雖失, 謂之順. 卑者, 幼者, 賤者以理爭之, 雖得, 謂之逆.”)
187) 伊藤仁齋, 童子問, “人外無道, 道外無人.”
188) 伊藤仁齋, 論語古義, “夫道者, 人之所以爲人之道也.”
189) 청일전쟁직후 일본은 식민지 대만의 소요사태에 따른 해결책으로 군권의 힘으로 소탕과 섬멸의 필요성을 독려한
글이다.(시사신보, 1896년 1월 8일자.)
190) 福澤諭吉, 學問のすすめ, “天は人の上に人を造らず人の下に人を造らず言えリ. されば天より人を生ずるには, 万
人は万人皆同じ位にして, 生れながら貴賤上下の差別なく, 万物の霊たる身と心との働きをもっと天地の間にあるよろ
ずの物を資リ. もって衣食住の用う達し, 自由自在, 互い人の妨けをなさずして各々安樂にこの世を渡よらしめ給うの
趣意なり.”(群力 譯, 勸學篇, 北京, 商務印書館, 1996, 2쪽.)
191) 전광수, ｢茶山 心性論에 관한 硏究｣, 대동철학, 44권, 대동철학회, 2008, 72쪽 참조.
192) 與猶堂全書, 2集5卷, ｢孟子要義｣, ‘滕文公第三’, “言性者 必主嗜好而言.”
193) 二程集 遺書 卷22:292, “性則理也. 所謂理, 性是也. 天下之理, 原其所自, 未有不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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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유학자들의 반주자학적 사조가 항상 사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주자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리(理)’를 중심으로 하는 사
상세계의 구축194)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주자의 이러한 사상세계의 하나의 근거로 “예의 쓰임은 조화가
중요하다”195)는 글의 해석을 들고 있다. 여기서 주자가 ‘예’를 ‘천리의 절문이나 인사의 의칙’196)이라고도
해석하고 있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서로 혼잡해 있지도 않은(不離不雜) 개념의 구조
를 가지고 사서에 대한 재해석을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주자가 해석한 ‘체·용’, ‘리·기’,
‘천리·인욕’과 같은 이분법적 사상은 사서에 대한 재해석 작업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자학에 대한 비판의식은 18세기 동아시아 유학에서 사물의 추상적 ‘본질’은 오직 구체적인 ‘존
재’속에서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근세 유학의 ‘실학정신’의 경향이 동시에 출현하게 된 계기로 보고
있다.197) 중국의 완원(阮元, 1764∼1849)은 공자가 말한 “나의 도는 오직 하나로 일관되어 있다”198)는 의
미를 “공자의 도가 모두 행사(行事)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고199), 이러한 관점으로 진사이는 경의 실현 모
습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른 구체적 태도임을 긍정하면서도 경보다는 존숭의 의미로서 성을 우위에 두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경이란 존숭하여 받드는 것을 이름이다. 살펴보면 옛날 경서에서는 혹 하늘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혹 귀신을 공경
한다고 말하고, 혹 임금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혹 어버이를 공경한다고 말하고, 혹 형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혹 다
른 사람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혹 일을 공경한다고 말하였으니 모두 존숭하여 받드는 뜻이지 하나도 아무 일 없이
다만 경이라는 글자를 지킨다는 것을 이른 것이 없다.200)

진사이에 의하면 성이란 도의 전체이므로 성인의 학은 반드시 성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유학의 수양론에서 강조되었던 퇴계의 경에 둔 것이 아니라 성에 두
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유가의 덕목인 인의예지와 효제충신 또한 성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Ⅳ. 유가 천명의 실천성 문제
유가사상은 고려후기 빠르게 수입된 후 조선시대 송나라 성리학이 지배적 사상을 이루었다. 특히 퇴계 이
황과 고봉 기대승,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간의 사단칠정에 관한 논쟁은 조선의 성리학을 새로운 변화의 길
을 열게 하였다. 퇴계는 성리학적 이론을 그림으로 그린 추만 정지운의 천명도설(天命圖設)을 감수하고 해

194) 이러한 해석방법은 주자의 사상세계가 수많은 개념이 ‘하나가 둘로 분리(一分爲二)’되며, 또한 ‘둘이 하나로 통합
(合二爲一)’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황쥔졔는 주자가 ‘체’와 ‘용’, ‘이’와 ‘기’, ‘천리’와 ‘인욕’을 이분화시킨 구조 속
에서 문제를 사고하면서, 동시에 이 둘은 ‘서로 떨어져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서로 혼잡해 있지도 않은(不離不雜)’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황쥔졔, 동아시아 연구방법론, 정선모 옮김, 심산출판사, 2012, 85쪽.)
195) 論語, ｢學而｣, “禮之用, 和爲貴.”
196) 性理大全, 卷37, ｢性理｣9, “禮者天理之節文而人事之儀則.”
197) 이토 진사이는 “실제 언어로 실제 진리를 밝힌다”라는 정신으로 ‘리’를 중심으로 구축된 주자의 사상세계를 배척
하였고, “존재에 직면해서 본질을 논한다”라는 것이 실학의 사유경향이었다. 18세기 중국의 완원은 공자의 도가
모두 행사(行事)에서 볼 수 있으며, 오직 문학만을 가르침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 하였다. 일(一)이 일(壹)과 같으니
하나(壹)로 그것을 관통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행사로 가르침을 삼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황쥔졔, 앞
의 책, 91-93쪽 참조.)
198) 論語, ｢里仁｣, “吾道一以貫之.”
199) 阮元, 揅經室集(一)(史部叢刊)·初編, 縮本, 卷2, ｢論語一貫說｣, “此言孔子之道皆於行事見之, 非徒以文學爲敎
也. 一與壹同, 壹以貫之, 猶言壹是皆以行事爲敎也.”
200) 孟子字義疏證, “敬者, 尊崇奉持之謂, 按古經書, 惑說敬天, 惑說敬鬼神, 惑說敬君, 惑說敬親, 惑說敬兄, 惑說敬
人, 惑說敬師, 皆尊崇奉持之意, 無一謂無事徒守敬字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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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당시 성리학을 공부하던 선비들 사이에 크게 신임을 얻게 되었고, 퇴계와 고봉의 이기(理氣)논변은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남명은 이기논변으로 불붙은 당시 성리학 논쟁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그것은 수
많은 선비들을 끌어들이고 인기를 얻어감에 따라 원래의 유가사상의 지향점인 천리의 보존과 천명의 실천
과는 다른 조선의 성리학적 변화에 대한 비판이었다. 남명은 1564년 퇴계에게 편지를 보내 “요즘 공부하
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빗자루질 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말하여 헛된 이름이
나 훔쳐서 남들을 속이려 한다.”201)고 하면서 하학(下學)을 무시하고 상달(上達)만을 추구하는 학풍을 경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성리학이 지니고 있는 수기(修己)부분에 중점을 두어 치인(治人)하는 개인의 심성과
대상의 형이상학적 분석으로서의 이기(理氣)문제에 매달린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자학적 성리학에
서 修己의 강조나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으로 도피하는 것은 원나라에서부터 관학화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서 변질된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202)
궁극의 진리를 천이라고 일컫는 것은 공자 이전의 원시 유학 시대로부터 공자를 거쳐 성리학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다. 천에 대한 관념은 시대와 인물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존재의 궁극의 원리를 가리키
는 점에서는 공통되었다. 성리학자들은 리를 존재의 궁극 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리가 곧 천이라고 이해
하였다. 이러한 절대 진리인 천이요 리는 모든 존재의 소이연(所以然)이요, 소당연(所當然)의 근거가 되면
서 모든 존재의 내면에 자리 잡는다. 인간의 본성은 인간에게 내재된 천이며 리이다. 인간이 자신에게 내
재된 천리인 본성을 자각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한 인간 삶의 출발점이 된다.203)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천리의 이치를 깨닫고 천명을 알 수 있으
며 근본적으로 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끊임없는 성리학적 이기논쟁이나
미발·기발과 순선(純善)의 문제, 인심도심론 등은 모두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늘을 닮고자 했던 천인합일
의 문제와 닿아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성리학자들의 ‘천즉리’를 따르면서도 원시유가의 절대 진리로 인식되었던 상제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시 여긴 것으로 보인다. 68세의 노년기에 그가 어린 선조에게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올린
성학십도는 유가사상 또는 성리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태극도’204)와 아홉 번째 ‘경재잠도(敬齋箴圖)’205)를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근본으로 하여 인륜의 실천을 중요시 하였다는 존재론적 측면과 인간 심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
로 도덕적 삶을 이루기 위한 심성론적 가치측면이라는 것이다. 즉 태극도를 통한 천지만물과 인간과의 관
계와 상제를 중심으로 한 경의 실천을 통해 우주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치로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
재잠도에 나오는 상제의 의미는 인의 실천 덕목인 경의 체득을 위한 신독의 대상이 되어 천명에 따르는
삶을 통해 성인과 군왕의 역할을 함께 말하였던 것이다. 도덕적, 의리적 의미의 천을 강조한 주자의 설을
이어받은 퇴계로서는 천도가 우주만물의 이치로서 이미 내재되어 작용하였기 때문에 천은 곧 리가 되었고,
성도 천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말하자면 중용의 ‘천명지위
성’의 해석에 있어 천즉리(天卽理)로부터 성즉리(性卽理)라는 개념의 도식화이기도 한 것이다.
주렴계의 태극도설은 우주의 근본과 만물이 발생하는 원리206)를 말하고 있다. 즉, 유가의 천과 인간의
201) 南冥集, 卷2, ‘與退溪書’, “近見學者 手不知灑掃之節 而口談天理 計欲盜名 而用以欺人.”
202) 수기와 리에 따르는 예적질서와 천존지비(天尊地卑)라는 자연적인 리적질서를 君臣·父子·兄弟·長幼·男女등의 인간
세계에 확대시킴으로써 왕권과 양반지주계급일반(勳戚派+ 士林派)의 민중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심화시켰다.
203) 이광호, ｢李退溪의 哲學思想이 丁茶山의 經學思想 形成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퇴계학보 90, 퇴계학연구
원, 1996, 47-50쪽 참조.
204) 주렴계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설명한 태극도설에는 우주의 궁극적 존재로 태극을 상정하고 음양과 오행을 거쳐
인간과 만물이 생성되어 나오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205) 주자의 경재잠(敬齋箴)에서 보이는 ‘潛心以居, 對越上帝’를 인용하여 도의 중심에 심을 두고 경의 실천을 강조하
고 있다.
206) 太極圖說,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
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而變化無窮焉…原始反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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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시작에 근원하여 끝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무극이라는 하나(一者)를 통해 전체(多者)가 나오는 분화
의 과정을 통해 전체가 다시 하나(一)로 귀일되는 모습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하나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이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나오는 이치(理)를 말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제왕들은 만물의 생명과 이
치를 내려준 절대 일자인 제(帝)의 이법을 받드는 것이 천명을 실천하는 소명일 수밖에 없었다. 리(理) 또
한 천이 내려준 것이기에 여기에 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지는 정지운의 천명도에서도 그
중심내용이 천명과 인성의 관계를 밝힘으로서 맹자의 인간 본성을 나타내는 인의예지 사단과 인간의 감정
을 좌우하는 칠정과의 상호작용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유가에서는 인간이 사유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근거는 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성은
하늘로부터 품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고지순하다는 의미에서 성을 순선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의미
에서 하늘이 부여한 성은 곧, 명덕(明德)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학의 삼강령에서도 밝히
고 있듯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내면적 기질을 밝혀서 천지의 이법을 밝게 드러내는 것이 명명덕(明明德)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명덕을 밝힌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수신토록 하여 하늘이 내려준 이법
(性, 理, 德)을 계속 밝혀 나갈 때 그 德은 보전될 수 있는 것이다.
공자는 노나라의 군주 애공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따르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곧은 것을 들
어서 굽은 것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잘 따를 것이고, 굽은 것을 들어서 곧은 것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따
르지 않을 것”207)이라 하였고, ｢안연｣편에서는 번지가 인(仁)과 지(知)에 대해 물었을 때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지라는 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208)이라 하였다. 즉, 공자는 “곧은 사람을 기용하여 굽
은 사람 위에 갖다 두면 굽은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곧게 할 수 있다”209)고 하여 곧은 사람을 기용하여
불선한 자들을 다스리게 하면 그들도 올바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논어에서는 자
하의 말을 인용하여 순임금이 제위에 올랐을 때 마음이 곧은 고요를 등용하여 형법을 맡기자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어질지 못한 자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은나라 탕임금이 천자가 되었을 때 여러 사람 가운데 이윤
을 재상으로 등용하니, 어질지 못한 자들이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210) 이와 같이 마음이 곧은 사람을
등용하여 부정직한 무리를 다스림에는 먼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
다. 따라서 군주 자신과 더불어 인재를 쓰는데 있어 어떠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등용하느냐에 따라 백성들
이 그를 받들고 따를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바르고 곧은 인재를 등용해야 정치가 바르게 실현되고 백성
은 안정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순자는 “하늘은 그 때(時)를 가지고 있고, 땅은 그 재원(財)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은 그 다스림(治)을 가
지고 있어서 ‘사람이 천지와 나란히 참여할 수 있음(能參)이다.”211)고 하였다. 말하자면 천지는 각각 그 때
와 재원을 가지고 천지만물을 만들어내는 직분을 지니고 있지만, 인도(人道)의 중요함을 강조한 순자의 입
장212)에서는 사람이 이를 이치에 맞게 조화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직분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자는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지(知)이다.”213)라고 하여 옳고 그름에 있
어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자신의 행위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가 도를 말함에 있어서 “도를 알기만
하는 것은 이를 행하는 것만 못하며, 배움이란 것도 배운 것을 실제 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고, 배운
것은 밝게 통해야 하며, 밝게 통해야 만이 성인이 된다.”214)는 말은 결국 자신이 체득한 도가 실제 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함이다.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論語,
論語,
論語,
論語,
荀子,
荀子,
荀子,
荀子,

｢爲政｣,
｢顏淵｣,
｢顏淵｣,
｢顏淵｣,
｢天論｣,
｢儒效｣,
｢正名｣,
｢儒效｣,

“哀公問曰, 何爲則民服, 孔子對曰, 擧直錯諸枉則民服, 擧枉錯諸直則民不服.”
“樊遲問仁, 子曰, 愛人, 問知, 子曰, 知人.”
“擧直錯諸枉, 能使枉者直.”
“舜有天下, 選於衆, 擧皐陶, 不仁者遠矣. 湯有天下, 選於衆, 擧伊尹, 不仁者遠矣.”
“天有其時 地有其財 人有其治 夫是之謂能參.”
“道者, 非天之道, 非地之道, 人之所以道也.”
“所以知之在人者謂之知.”
“知之不若行之. 學至于行之而止矣. 行之明也, 明之爲聖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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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근거를 현실적 인사의 문제에 두고 있다. 즉 학문을 연마하고 체득한 자만이
다스림의 자격이 있으며, 크게 도를 행하여 천하를 교화한 이를 성인이라 이를 수 있고, 문질을 겸비한 이
를 군자라 본 것이다. 문질이 겸비된 뒤에라야 남을 다스릴 수 있으니, 옛날에는 남을 다스릴 수 있는 덕
을 지닌 자가 곧 벼슬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215) 다산은 노나라 애공의 질문에 답한 공자의 답에
서 ‘직(直)’이란 바른 사람을 말한다고 보았고, ‘왕(枉)’이란 어질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이라 보았다.216) 따
라서 어진사람이 윗자리에 있고 어질지 못한 자가 아랫자리에 있으면 곧은 인재를 기용하여 굽은 자의 자
리에다 안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어질지 못한 자가 윗자리에 있고 어진 사람이 아랫
자리에 있으면 굽은 자를 기용하여 곧은 이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으로 보았다. 비유하자면 자를 써서
물건을 바르게 할 때, 자가 곧고 물건이 굽었으면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지만, 자가 굽고 물건이 곧으면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217)
다산은 성리학이 강조하는 ‘존덕성(尊德性)’의 실제 덕성이란 본래 상천에서 받아온 까닭에 이를 높이고
이를 받들어 감히 잃지 않으려 한 것인데도 당시의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도문학(道問學)과
상대되는 것이라 하여 지, 행, 박문, 약례, 궁리, 거경, 진인, 실천이라고 알고 있을 뿐이며, 실제 존덕성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덕성’이란 “본성을 따라 인에 거하고 의로
말미암는 것이며 인의로 말미암아 이룩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산은 논어에서도 효제충신을 버려둔 채 말하지 않고 오직 일관(一貫)만을 강론하는 일에 대해 주자
도 경계하였듯이 성현이 될 수 있는 법은 일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고, 일관의 뜻을 간절히 강론하면
‘존덕성’의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논어에서 “평생토록 실행할 만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
까?”218)라는 자공의 물음에 공자가 ‘서(恕)’로 답한 사실에서 서의 중대함을 알 수 있듯이 다산은 일관이
‘서(恕)’자로 육친과 오륜을 관통하는 것이므로 서의 실천은 곧 군자가 마땅히 나아가야할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서로 어버이를 섬기면 효이며 서로 임금을 섬기면 충이며 서로 백성을 다스리
면 사랑이니 이른바 인을 하는 방법인 것이다.”219)라고 하여 서의 실천이야말로 군자가 마땅히 나아가야할
행동의 지침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다산이 생각한 존덕성의 실천이란 인간의 본성이 상천으로부터 내려
받은 것이므로 마땅히 천명에 순응하여 따르는 삶이 주역에서 말한 ‘성인지도’에 대한 ‘군자지도’의 실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군자지도의 실천은 다산에게 있어 목민관, 곧 현대적 의미의 공직자의 올바
른 행동지침을 유발시킨다. 1789년 28세 때 대과에 급제한 다산은 정조와 만난 후 공직자로서의 다짐을
‘공렴원효성(公廉願效誠)’이란 시구를 넣은 한편의 시로 나타내었다. 시구 가운데 “둔하고 서툴러 임무수행
이 어렵겠지만 공정과 청렴으로 충성 바치기를 원합니다.”220)라고 하여 임금과 백성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
다는 다짐을 엿볼 수 있다. 즉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청렴외에도 공정성과 공평성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이다.

Ⅴ. 맺음말
일반적으로 유학사상의 연원은 요·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주대(周代)의 상제의식과 천명의 실현과정을
215) 與猶堂全書, 2集7卷, ｢論語古今註｣, 卷1, ‘述而’下, “大而化之曰聖, 文質兼備曰君子, 文質兼備, 然後可以治人,
古者有治人之德者, 乃得在位.”
216) 與猶堂全書, 2集7卷, ｢論語古今註｣, 卷1, ‘爲政’下, “直謂正人也. 枉謂不賢者也.”
217) 與猶堂全書, 같은 곳, “賢者在上, 不賢者在下… 榘枉而物直, 則不可以正之也.” 참조.
218) 論語, ｢里仁｣,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219) 與猶堂全書, 2集7卷, ｢心經密驗｣, ‘朱子尊德性齋銘’, “以恕事父則孝, 以恕事君則忠, 以恕牧民則慈, 所謂仁之方
也.”
220) 與猶堂全書, 1集1卷, ｢詩文集｣, ‘詩集’, “鈍拙難充使, 公廉願效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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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의 형성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공맹에 이르러 인간존엄성의 회복을 통한 인륜의 도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유학사상은 정립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춘추·전국시대라는 혼란상황으로 인해 초기 유학자들이
강조하였던 왕도사상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때의 유학이 원시유학 혹은 선진유학으로 불리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공맹으로 대별되는 원시유학과 정주학의 주요 주제였던 인간 심성론에 대한 개념들은 오늘날 인성교육
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문제, 즉 양심의 부재에 따른 인간 본성의 회복을 동시에 요구하는 시대이기도 하
다. 결국 인간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결국 유가의 출발점이기도 하면서 배움을 통해 인간의 내재적 한
계를 극복하고 도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세학으로의 준비단계이기도 하였다. 공맹의 원시유학과 정주학은
기본적으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이냐의 차이점에서 비
롯된다. 원시유학은 철저히 현실의 시대상을 반영함으로서 당시의 인간관계, 사회관계, 국가관계의 문제점
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자의 관심대상도 이러한 점이었으며, 형이상학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삶의 실천적 모습의 구체적 실현이었다. 주자 성리학은 당대의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이론의 극복과정
에서 유가의 학문과 경전을 집대성하였다는 점에서 다산이 말한 원시유학과는 다르게 발전되어 나갔다.
주역에서 도는 체(體)로서 은미하면서도 천지만물의 근원적 바탕이 되고, 세상의 다스림이란 천도가
드러난 용(用)의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도를 구해야 하
고, 그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을 구해야 하며, 그 마음이란 것은 결국 천에서 비롯된
다는 것을 깨달아 천과 하나가 되려는 순수본성의 회복이 요구된다. 역에서는 천도의 변화로 만물을 낳게
하고 수장하는 천지의 마음을 공욕(公欲)으로 보고 있다. 다산이 공렴을 말한 것은 천지의 마음을 인도로
내려와 똑같이 적용할 때 목민관들은 선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공욕이 아닌 사욕을 지니게
되면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은 이미 허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용의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가 뜻하는 것도 결국 유가에서 강조했던 천인합일을 이루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오늘날 강조
되는 인성교육도 이러한 의미에서 유가 천명에 관한 해석을 통해 유가의 가치체계를 현대적 실천의 문제
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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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수 교수의 “유가 천명의 역학적 해석”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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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同哲学会＞春学術大会報告論文・2018/05/26（於、大邱教育大学校）

近代日本と李退渓
―「崎門」および「熊本実学派」における李退渓をめぐる議論と「道義」―

姜海守（国際基督教大学）

「退渓の事は山崎闇斎によりて大に日本の学者間に宣伝せられた。勿論闇斎は退渓を朱子以後の第一人者な
りと信じて、其の説を己れの学に資益したのである。而して闇斎の学なるものは、朱子を尊崇すること殆ど
神明の如くなりしも、而かも支那的に感化されたるにあらず、寧ろ朱子学をして我が国体に同化せしむるに
在りて、換言すれば朱子学を借りて以て祖国の精神を発揮するの方針を取つた」（松田甲『日鮮史話』第六
編）
「大儒山崎闇斎は退渓を以て朱子の高足に匹敵せしめ、佐藤直方は元明の学者の上に出づる者と評し、幕末
の楠本碩水は明らかに朱子以来の一人と断じてゐる。道の学の正脈は李退渓の堀起によつて既に東し、山崎
闇斎の出現によつて我国に伝はつたと云ふ考は山崎派の畧共通に持つてゐた所であるが、此の考方も決して
我田引水の論としてのみ考へてはならぬ真実性があると思ふ。（中略）要するに退渓は東亜の朱子学東漸史
上の第一頁を飾るべき人物であることを特記したい」（阿部吉雄『李退渓』）
「思想史的にヨリ興味があるのは、あくまで「道」の哲学的基礎を程朱学に求める絅斎らに見られる、意図
・・

を超えた思考の傾斜である。君臣の義の核心を『拘幽操』的な臣子の一方的忠誠に求めようとする志向は、
・・・

「義」の情緒化を導き出さずにはやまない。（中略）「道理」よりも「シミジミ」を選択し、君臣の義を
「シミジミ」の恋愛感情に等置するまでに立ち到る」（丸山真男「闇斎学と闇斎学派」、傍点は原文）

一、「半島に於ける道学の教祖、道義哲学の創唱者」としての李退渓像
本報告は、日本の代表的な李退渓研究者であった阿部吉雄（一九〇五～一九七八）が京城帝国大学助
教授時代に＜日本教育先哲叢書＞第二三巻（最終巻）として著した『李退渓』に至るまでの、近代日
本における李退渓研究の歩みを思想史的側面から考察したものである。そのための分析対象となるの
は明治時代以後の「崎門（山崎闇斎学派）」と、「熊本実学派」の李退渓をめぐる議論である。『李退
渓』出版前後およびその以後の日韓両国の李退渓言説について、報告者はすでに、「韓日「融和」表象の
要求と李退渓」（『歴史批評』第八四号、二〇〇八年八月）、「<道義の帝国>論の射程―解放後・戦後にお
ける「道義」言説と李退渓―｣（『日本空間』第一一号、二〇一二年五月［韓国語文］。『アジア文化研
究』第四二号、二〇一六年三月［日本語文］、「「第二の王仁」としての李退渓像と「道義」言説」『東西人
文学』第四九号、二〇一五年六月［韓国語文］）などを公刊した。これらは当該時代の李退渓言説を主
に「道義」という鍵概念から捉え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が、そこでは明治時代の李退渓言説が、そ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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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史として、こうした観点から捉えることが困難であること、またそれがその後の李退渓言説と連続
していないことをあわせて指摘できる。明確な形で「道義」という視点から李退渓を論じる阿部の
『李退渓』の登場は、必ずしも李退渓言説に限らず、その前後の帝国日本および植民地朝鮮における
多様な言説空間の変化に繋がりを持つものであり、これらの変化のあり方をすべて論じることは本報
告の範囲を超えている221)。
『李退渓』の「はしがき」において、阿部吉雄は、「意ふに退渓先生は半島に於ける道学の教祖、
道義哲学の創唱者」であり、「近世日本精神史上の一代先覚者、山崎闇斎先生によつて深く摂取され
たゞけでなく、我が国体の本義、伝統の精神に基づいて極めて高く止揚された厳然たる事実を知るの
である」222)と述べている。また阿部は「退渓先生の思想はやがて間近に山崎元田両先生の思想に通ず
るものであることを看過してはならない。即ち端的に言へば、両先生の思想は皇国の道に本づいて孔
子や朱子や退渓先生の道義思想を融会し醇化し又止揚したものであつて、此に於いて一般的な仁義道
徳の教は実に皇国の道を中核とする仁義道徳の教として説き出されてゐる」223)という。これらの文章
には、李退渓が「半島に於ける道学の教祖、道義哲学の創唱者」であること、また江戸時代前期の儒
者山崎闇斎（一六一九～一六八二）および幕末明治期の儒者元田永孚（号は東野、一八一八～一八九
一）の「皇国の道に本づいた」思想が「孔子や朱子や退渓先生の道義思想を融会し醇化し又止揚した
ものであ」ることが語られている。すなわち、彼らの「道義思想」とは、「一般的な仁義道徳の教」
とは異なる「皇国の道を中核とする仁義道徳の教として説き出され」たものである。特に李退渓に関
しては、「我国の先哲、特に尊皇の志士達が意外に多く李退渓を尊信したのは、何れもその高潔な志
操に感じ、深遠な思想に共鳴する所があつたからである。此等の人達は何れも深く退渓の思想を掬
し、而も皇民としての心魂を養つた。否、真の皇民としての心魂を養はむが為めに退渓の思想をも参
考として研究したのである」224)と強調されている。さらに、阿部は、「退渓先生は半島に於ける道学
の教祖」であり、「近世の儒学は惺窩・羅山を経て闇斎に至り一歩一歩と純化され、内面的に深く研
究され、元明清の朱子学の上に出づる様になつたと観察されるのであるが、闇斎がその「道の学」を
建設するに当つて深く李退渓の学を摂取したと云ふことは従来注意されなかつた所である」225)と述べ
る。阿部は、まさに、闇斎が「道の学」、すなわち「道学」を「建設するに当つて深く」「半島に於

221)

これらについては、さしあたり拙稿「「道義の帝国」と植民地朝鮮における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

ティ」（『韓国文化』第四一号、ソウル大学校奎章閣韓国学研究院、 二〇〇八年六月）・ 「「道義」言説と
植民地朝鮮における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アジア文化研究』第四三号、国際基督教大学アジ
ア文化研究所、二〇一七年三月）、「小楠問題」を語りなおす―「道義」・「道義国家」言説の系譜学―」
『横井小楠―公共の政を首唱した開国の志士―』（東京大学出版会、二〇一〇年）、「「道義」言説：「皇
道儒学」と植民地朝鮮」『東アジア韓国学の形成』（ソミョン出版、二〇一三年）、「帝国日本の「道義国家」
論と『公共性』―和辻哲郎と尾高朝雄を中心に―」（『アジア文化研究』第三八号、二〇一二年三月）・「帝国日
本の「道義国家」論と『公共性』―和辻哲郎と尾高朝雄を中心に―」（『今日の東洋思想』第二三号、芸文東洋
思想研究院、二〇一二年一二月）などを参照されたい。
『李退渓』（文教書院、一九四四年）、「はしがき」、一頁。阿部はまた、李退渓を「半島第一の教学
者、道義哲学の創唱者たる李退渓」（『李退渓』、「序説」、八頁）ともいう。
『李退渓』、「はしがき」、二頁。
『李退渓』、「序説」、七頁。
『李退渓』、「序説」、三頁。また、阿部は「闇斎の学流からは、学派としては到底他に比類がない程多
数の尊皇家を輩出し、以て維新回天事業の一代源流たるの観を呈するに至つたのである。（中略）而もその
哲学、教学思想は確に李退渓の思想に負ふ所が少くなかつたと観察されるのである」（「序説」、三～四
頁）という。
222)

223)

22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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ける道学の教祖」である「 李退渓の学を摂取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に、阿部は『李退渓』で李退渓を「半島に於ける道学の教祖」と捉えながら山崎闇斎お
よび元田永孚の「道義思想」を李退渓のそれとの関わりで論じているが、特に山崎闇斎の思想を「道
義」的な点から照明しようとする立場は、すでに一九三九年の論考に表れている。阿部は「闇斎の知
と云ふのは広く知識を謂ふのではない。時処位によつて先変万化すべき父子の親君臣の義等を、其の
時処位に応じて本然の義理善悪差はざる様に究明することを謂ふのである。即ち朱子が宇宙心性に向
つて窮理盡性を説いたのを範囲を狭め、特に義理道徳の世界に考察の中心を置いた。そしてこの知を
致す要法としての読書に就いても頗る範囲を限定するものがあつた」226)と、「闇斎の知」を「義理道
徳の世界に考察の中心を置いた」ものとして捉えているのである。阿部はまた、「一体日本は武力を
以て推進力とし、詩情に生きるの心を以て日常性となして来たとの説があるが、この説は日本人の義
理道義を以て生活を規定し武力の原動力となして来たと云ふ重大な事実を見逃してゐると思ふ」227)と
いう。日中戦争の勃発後に発表されたこの論考においては、日本の「武力の原動力・推進力」の根源
には「日本人の義理道義」があることが強調されているのである。すなわち阿部は、「国体や忠孝や
節義や名分や出処等の実際の活問題に」おいて「義は泰山よりも重しと云ふやうな我国独特の士風を
養成せる点に思を致せば闇斎の史上に於ける地位は愈々其の光をます。かくて我々は崎門の人々の言
行を通じ、儒教の真精神の一端にふれ日本儒教の進むべき道に就いて暗示を得ると共に現代教育の
諸々の弊害に就いて深い反省の眼をそゝがざるを得ない」と述べているのである228)。「我々は崎門の
人々の言行を通じ、儒教の真精神の一端にふれ日本儒教の進むべき道に就いて暗示を得る」という阿
部の山崎闇斎および「崎門の人々」に対する視点は、一九三六年から翌年にかけて刊行された日本古
典学会編『山崎闇斎全集』の「序」にみられる山崎闇斎像と連続するものと述べてもさしつかえない
であろう。
道の方策に在るや、流れて東海に入りしより千有余年。その閒聞いて之を得たるもの果たして幾人
ぞ。王仁氏は古し矣。下つて藤林二先生に至りては、その調詣する所果たして如何。吾未だ敢へて之
を知らず。独り山崎闇斎先生あり。（中略）鳴呼朱子の後、巨儒碩学輩出屈指に遑あらずと雖も、能
く其の道統を継ぐ者、二蔡黄李諸子の外、

薛文靖、李退渓のみ。吾が闇斎先生、遠く本朝に生れ、

千載不伝の学を遺経に得、義理精確、体統醇全、其の学、その巧、豈に朱門以下、元明諸儒の及ぶ所
ならんや。実に朱子以後の一人と謂はざる可からず。是百世の定論、予の私言に非ざる也。（中略）
蓋し先生没して今に二百五十有余年。日本儒学史上に於ける山崎学は、欝然たる一大正宗を形成する
に至れり。夫の尊皇論発達史上に於ける山崎学派の偉業の若きは、世已に定論あり。予復贅せず。
（中略）仰で道学の高標なるを見、伏して伝心の深遠なるを察す229)。
また、一九三八年に公刊された『山崎闇齋と其門流』の中で熊本の第五高等学校教授を務めていた
中国哲学者の内田周平（一八五四-一九四四）は、「崎門の学は、道理の研究を以て第一義となし、最

阿部吉雄「山崎闇斎と其の教育」徳川公継宗七十年祝賀記念会編『近世日本の儒学』（岩波書店、一九三
九年）、三四五頁。
「山崎闇斎と其の教育」、三五四頁。
「山崎闇斎と其の教育」、三五六頁。
226)

227)

228)

229)

『山崎闇斎全集』第三巻（日本古典学会、一九三七年）、「序」二～三頁（一九三六年五月一日に池

上幸二郎の筆に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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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力を用ゐる所は其の講義と体験躬行とに在りて、他の儒家の如く訓詁詞章に刻意せざりしかば文章
巧みならず、著述多からず。（中略）然れども哲学の思想に深く、道義の実行を貴び、又出処進退を
重んずるが如きは、崎門学者の特色として、浅見・佐藤・三宅の三派を通じて皆然り。初め学祖闇斎
先生、豪傑の資を以て孔孟程朱の道学を研究し、其の精粋を発揮して之を日本化せしめ、加ふるに所
謂垂加神道を以てして、我邦本位の学説を立て……」230)とのごとく、「崎門の学」が「道理の研究」
および「道義の実行」を最優先するものとして強調している。本報告では、このように、明治期以降
の「崎門」における李退渓論、および主に「教育勅語」の文脈において語り始められた、「熊本実学
派」と李退渓との関係をめぐる議論について考察していきたい。

二、「崎門」における「道学」という言説と李退渓
１、「崎門」の 「道統」と李退渓
李退渓が明治期の近代「崎門」231)において新たに登場するのは、「崎門」における「道統」の物語
においてであった。松山藩儒者の三上是庵の門下であった石井周庵232)が中心となって一八八三年（明
治一六年）六月に「道学協会」が設立され、四年後の一八七七年一一月に「道義に関する明論確説」
が掲載された

『道学協会雑誌』創刊号（七三号最終刊）が刊行された233)。創刊号にみられている
邦山崎闇斎先生出デ特立ノ才ヲ負ヒ、遺経ヲ奉誦玩索

「道学協会雑誌発行ノ注意」には、「抑々吾

シテ遂ニ聖学ノ蘊奥ヲ窮メ、能ク其真正ノ伝ヲ得ラレタリ」、「遂ニ能ク風化ノ万一ヲ裨補シ、道学
ヲ無窮に伝フルノ域ニ達センコトヲ庶幾スル而已」とある。石井周庵自らもこの号に「講説：読論語
孟子法第一條略解」を寄稿していた。ところが、「道学協会」は一八九一年（明治二四年）に「「道
学遺書」の刊行方針及び、「遺書」に載った諸先輩墓所一覧をめぐって」分裂し、 翌年の八月に『道
230)

引用は、内田周平「望楠軒諸氏の学風」伝記学会編『＜増補＞山崎闇斎と其門流』、明治書房、一九

四三年）、一九八頁。
・・・・

・・・

丸山真男は、「崎門」について、「その学統は連綿として明治以後にまで、ほとんどきれ目なく継承され
ている。維新という大変革をいかに理解するにしても、幕藩体制の解体と、怒濤のような西欧文明の流入
が、学問所・藩校といった制度的なレヴェルにとどまらず、イデオロギーの比重の上でも、またヨリ日常的
な言説における儒教的範疇の流通度からいっても、おしなべて江戸儒学に致命的な打撃をもたらしたこと
は、いまさら贅言を要しないであろう。こうした打撃を蒙った点で維新後の崎門派ももちろん例外ではな
231)

・・

・・・

い。にもかかわらず、江戸儒学の諸派のうち、学派としてもっとも早い立直りを近代日本で見せたのは崎門
派であった」（「闇斎学と闇斎学派」『山崎闇斎学派』、岩波出版、一九八〇年、六〇三頁［傍点は原
文］）と述べている。
木村利武「石井一素翁履歴大要」は、周庵について「池田謙蔵氏等と計り、道学協会なるものを組織し、一時
232)

は雑誌の発行をも為し、大いに斯学の拡張を計られましたが、資継かずして之を中止して、今に時習学舎と
云ふ表札を掲げて、僅々たる諸生を教授して怠らず、卓然として時流の外に挺立して居らるゝは、実に欽慕
の至りであります」（田中謙藏撰・池上幸二郎校『石井周庵先生伝』＜五学叢書第二編＞、一九三六年、「付
録」八頁）と伝えている。
丸山真男は、「「道学」という名称自体は、むろん闇斎派の独占用語ではなく、語の起源から言っても、
233)

他の儒者とくに朱子学者の間に広く流通しているが、崎門派にとってはそれは並々ならぬ峻厳な意味合いを
・・

蔵する自称であった。しかもこうした特別視は崎門の自己認識だけでなかった。闇斎と同時代、また後世の
朱子学者の間でも、「崎門派だって？

あの連中はちょっと特別だ」というイメージを共有していたし、陽

明学や古学など、思想的にヨリ異質な立場から「遠望」する光景においても、敬義学派は朱子学陣営のなか
でも一きわ鮮明な隈取りをもった一団として視野に浮び出たのである」（「闇斎学と闇斎学派」、六〇三
頁、傍点は原文）と指摘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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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雑誌』（発行者は周庵から池田謙蔵となった。最終刊は六三号）と名を改めて刊行された234)。その
間、一八九一年三月に『道学遺書』（最終刊は一六号）が刊行され、『孤松全稿』が第一巻として選
ばれている。『孤松全稿』は、もともと江戸中後期の「崎門」であり「上総道学の大家」と称された稲
葉黙斎（一七三二－一七九九）が記したものを、門人の大木丹二（一七六五-一八二〇）が一八二七年
（文政一〇年）頃に編纂したものである235)。この『孤松全稿』（巻一）には次のような文章がある。
朝鮮ノ李退渓ハ朱子ノ道統ナリ。朱子ノ訓ニ只管ニ従テ分村朱子ノ規模範囲ヲ越ヘズ。小成ノ朱
子也。薛文靖モ真ニ朱子以後ノ一人也。明ノ方孝儒タシカニ道統ナリト直方ノ云ヘリ。靖献遺言ニ
載リタリトテ一節義ノ士トバカリ思フベカラス236)。
ここでは、特に李退渓について「朱子ノ道統」であり「小成ノ朱子」と述べられている。朱子から
李退渓へ、そして明代の薛文靖と方孝儒（一三五七～一四〇二）に至る「道統の伝」が改めて強調さ
れていたのである。また同時に、その「道統の伝」が江戸の山崎闇斎、佐藤直方（一六五〇～一七一
九）のような「崎門」によって今日まで受け継がれてきたことが示されている。一八九一年に『孤松
全稿』を『道学遺書』の第一巻に記したのは、「道統の伝」を、「道学」言説によって再び具現化し
ようとしていた表れである。これより前の一八八七年に刊行された芳賀高重編『道学読書要覧』にお
いても、黙斎と『孤松全稿』に関連する内容が数箇所みられる。そこには「道学読書」の対象とし
て、李退渓の『朱子書節要』および『自省録』、そして『李退渓書抄』が挙げられている。『要覧』
の末尾に付されている「付和漢道統聖賢年代概表」には、唯一の「朝鮮人」儒者として、李退渓の生
没年が記されていた。ただし、そこに「和漢鮮道統聖賢」と表記されていないことは注目に値する。
松山藩士出身で、後に「道学協会」の幹事および『道学雑誌』の発行者となる池田謙蔵（渓水、一八
四四～一九二二）は、一九〇〇年に『道義哲学図解』三巻（道学館）を出版した。近代日本において
、「道義」に「哲学」という西洋由来の学問の翻訳語を結び付けた「道義哲学」という用語が登場し
たのは、この『道義哲学図解』が初めてである。とりわけ、「道義哲学図解序」には「是東洋理学之
淵源、道義之教法。所由出也」237)との文章がみられることは特筆される。

２、『日本道学淵源録』における「「道学」の再生産」と李退渓
幕末より明治期にかけての「崎門」の出版活動の中でもっとも注目すべき文献は、『日本道学淵源録
』（以下、『淵源録』と略記）であろう。日本政治思想史研究者の丸山真男（一九一四～一九九六）
は、この『淵源録』について、「闇斎学派の人名別百科辞典ともいうべき『日本道学淵源録』（初名
『本朝道学淵源録』、大塚観潤・千手旭山編校）が、「続録」とあわせて七巻として成ったのが
・・・・・
・・・・・
天保十三年（一八四二年――引用者註）であり、月田夢斎・楠本端山を経て、明治三三年（一九〇〇
年――引用者註）に、端山の弟の碩水と、嗣子君翔によってさらに「続録増補」（第二巻）が行われ、
・・・・
岡直養が全体を再編輯し併せて十一巻を活字刊行したのが、実に昭和九年（一九三四年――引用者註）
であった、という事実は象徴的である。『淵源録』（中略）の天保版の序に「擬之於伊洛淵源之録』
とあるによってその意図が窺われよう。ここでも「雖純奉朱学不入門者不録」という編輯方針が貫か
れた。程子「道統の伝」はこうして闇斎派の「道学」によって、いわば二重に道統化されて脈々と昭
和に至ったわけである」238)と述べている。また日本思想史研究者の子安宣邦（一九三三～）は「朱子
「闇斎学と闇斎学派」、六〇四頁。
大久保紀子『孤松全稿』について』―『黙斎艸』との関係―」高島元洋編著『近世日本の儒教思想―山崎闇斎
学派を中心として―』＜第二分冊 資料編＞（お茶の水女子大学附属図書館、二〇一二年）、六三七頁。
また、稲葉は「李退渓ハ自然ナ人●アノ人ヲヨク知タ者ガ必見識ノアル筈●思ノ外ナ●●李退渓ヲ直方先
234)

235)

236)

生ガ見付タ」（『孤松全稿』＜巻二＞、一二頁）という。
『道義哲学図解』（上）、「道義哲学図解序」。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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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学」の一七世紀日本における再構成の学としての崎門学は、まさしく日本「道学」の系譜を開く
ものである。そして崎門学の展開、あるいはその学統の内在的な追跡の学は常に「道学」の再生産と
してなされていくし、また「道学」の再生産たらざるをえない。闇斎以来の崎門学の展開を辿る楠本
端山の『日本道学淵源録』は「道学」の再生産の系譜を示し、近代の崎門学の継承は「道学協会」を
結成する形でなされる」239)と指摘する。
本節ではこうした指摘を踏まえながら、主に『淵源録』上の「程子「道統の伝」、すなわち「闇斎
派の「道学」」における＜二重の道統化＞において、李退渓の存在が如何なる位置を占めているのか
について考察する。まず『淵源録』＜巻之一＞における、 浅見絅斎（一六五二～一七一二）および三
宅尚斎（一六六二～一七四一）と並び崎門の三傑と称される佐藤直方（一六五〇～一七一九）が一七
〇〇年（元禄一三年）九月一五日に記した「佐藤直方の討論筆記」（巻之一）には、次のようにあ
る。
或ひと敬義先生の出処を予に問う。予之に応へて竊に謂へらく、堯舜以来、道学相伝へて孔孟に至
る。孔孟の後、秦漢隋唐、其の学伝はらず。宋の周程張朱に至つて其の統を接ぎ、而して道学復世に
明らかなり。朱門の黄勉斎、蔡九峯は、実に其の伝を得たり。其の余は蓋し聞ゆるなし。元明の間、
儒を以て名ある者、枚挙すべからず。而して其の聖学の門牆を窺ふに至つては、即ち方孝儒薜文清、
この二人のみ。朝鮮の李退渓は東夷の産にして、中国の道を悦び、孔孟を尊び、程朱を宗とす。而し
て其の学識の造る所、大いに元明諸儒の儔に非ず。我が邦中古儒道を信ず。而して王公より以下、学
ぶ者も亦衆し。然れども聖賢道学の義の如きは、即ち尚未だ嘗て其の説あるを知らざるなり。朱書の
我が邦に来り、数百年の久しき、之を読む者、少しと為さず。而して其の道学の正義を発明し、万世
不易の定準なるを知る者は、未だ其の人を聞かず。近世、山崎尊義先生朱子を尊信し、其の書に得た
り。而して博文の富、議論の正、実に我が邦儒学正派の首倡なり。其の著す所の書世に行はる。読者
深く其の意に達すれば、即ち先生の道学進為の方を発揮し、学者をして従ふ所に惑はざらしむるを識
らん240)。
ここで、「堯舜以来」、孔孟より宋の朱子に至るまでの中国における壮大な「道統の伝」が物語ら
れている。しかし元・明代に至ると、「其の聖学」が「方孝儒薜文清、この二人」によってかろうじ
て命脈を維持できたと説明される。そうした状況の中で、「朝鮮の李退渓は東夷の産にして、中国の
道を悦び、孔孟を尊び、程朱を宗とす。而して其の学識の造る所、大いに元明諸儒の儔」ではない存
在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のである。こうした「程朱を宗とす」る「道学」の系譜上において目立つ李
退渓の学問を受容した闇斎は、李退渓が「我が邦儒学正派の首倡」たる存在になったという。中国に
おける「道統の伝」の系譜は「朝鮮の李退渓」を経て日本（江戸）に伝わったのであり、これこそが
「日本道学淵源」であるというのである。また、稲葉黙斎の父である稲葉迂斎（一八六四～一七六
〇）に師事した村士玉水（一七二九～一七六六）に学んだ上総飯野藩士の服部栗斎（名は保命、一七
三六～一八〇〇）もまた、「闇斎先生は吾が邦道学の嚆矢」とし、「闇斎の朱門以下元明諸儒に於け
る、取る所薜李（薛文靖と李退渓を意味――引用者註） の二人に過ぎず、薜李と雖も時に亦従違するは
何ぞや」241)と述べている。さらに三宅尚斎についての箇所においては「其の山崎翁に於ける、以て為

前掲、「闇斎学と闇斎学派」『山崎闇斎学派』、六〇五頁（傍点は原文）。
『江戸思想史講義』（岩波書店、二〇一〇年）、三五八頁。
便宜上、南一郎『全訳日本道学淵源録』（日本印刷所出版部、一九三七年）、三一頁（以下、『全訳』と
略述）より引用する。「論述 凡て十三条」『全訳』（巻之一）、四七～四八頁。
「論述 凡て十三条」『全訳』（巻之一）、五〇頁。
238)

239)

240)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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へらく、朱子以後の一人なり。薜文清、丘瓊山、李退渓は皆其の下にありと。浅見佐藤（浅見絅斎と
佐藤直方を意味――引用者註）二公を称して曰く、翁の門人に其の右に出づるものなし。直方は性質英
敏翁に似たり。安政（浅見絅斎を意味――引用者註）は学術精密翁に似たり。二生を合すれば、翁に次
ぐべしと」242)という文章もみられる。朝鮮通信使の「製述官朴学士に興ふるの書」（巻之四）には、
「独り闇斎山崎先生を推して儒宗と為す。識者号して日本の朱子と称す」243)とし、「朱先生の後、道
を知る者は、明の薛文靖、胡敬斎、貴国の李退渓是なりと。故に吾が党の学者、呼んで三録と称する
者は、読書録、居業録、自省録是なり」244)と記され、留守友信（希斎、一七〇五～一七六五）の「済
庵李書記に与ふるの書」（巻之四）には「日本国大阪の留守友信、書を朝鮮国の書記足下に奉ず」245)
とされ、次のように記されている。
嘗て之を聞く、退渓先生、箕範の伝を失することを憂ふと。歴世茫々嘆ずべきなり。夫れ近世明
儒著述の書、吾が邦に伝はる者、汗牛充棟、勝げて数ふべからず。而して斯道の羽翼と為すに足る
者なし。況んや易範の妙に於てをや。又之を聞く。貴邦、退渓先生より前に、趙静庵、金寒暄、鄭
一蠧、李晦斎あり。退渓先生より後に、鄭寒岡、李栗谷、成牛渓、尹明斎あり。此の諸先生は、茲
に道学を倡明し、国に蓍亀し世に標準す。若し語の箕範に及ぶ者あらば、即ち亦幸に伝ふるを吝む
無れ。恃む所の者は書、致すの所の者は心、願はくは足下垂察せよ246)。
また、稲葉黙斎の父の稲葉迂斎（一六八四-一七六〇）に師事した村士一斎（玉水、一七二九-一七
七六）247)について記した、「寒泉岡田博士の退渓書抄の跋」よりの抜粋である「村士一斎先生」（巻
之五）においては、「嘗て退渓李氏を称して曰く、吾朱子の道を其の書に得たりと。其の之を尊奉す
るや、特に諸子に異なる。其の全書に即き、学者の日用に切なる者を抄出して十巻と為し、命じて退
渓書抄と曰ふ。猶退渓氏に節要の作あるがごときなり」248)と記されている。李退渓をして『朱子書節
要』を著わさせたと同様に、村士に『李退渓書抄』一〇巻249)を編ませたのである。
ところで肥前平戸藩（長崎県）の儒者楠本碩水（孚嘉、一八三二-一九一六）の編集にかかる『淵源
続録増補巻下』250)の「月田蒙斎 伝」には、次のような文章がみられる。
天逸子曰く、寛保延享の閒、肥後に隠君子あり。大塚退野先生と曰ふ。壮歳、李退渓の朱子書節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全訳』（巻之一）、一二六頁。
『全訳』、二七二頁。
『全訳』、二七三頁。
『全訳』、二七四頁。
『全訳』、二七六頁。
門人には服部栗斎（一七三六-一八〇〇）と岡田寒泉（一七四〇-一八一六）らがいる。
『全訳』、三一〇頁、三一三頁。
この『李退渓書抄』は、阿部吉雄編『李退渓全集：日本刻版』（李退渓研究会、一九七五年）に収録され

ており、陶山書院にも一九二九年に刊行された『李退渓書抄』が 蔵せられている。
中国哲学研究者の岡田武彦（一九〇八～二〇〇四）は、「明治二十四年（一八九一年――引用者註）、六
十歳のときに、『日本道学淵源録』の増補を作ることを志し、翌年『崎門学脈系譜』の著述にかかった。こ
れらの著書は明治三十六年（一九〇三年――引用者註）、七十二歳のときに完成した。碩水によって増補さ
れた『日本道学淵源録』は、崎門学派の資料を集めた点では最も完備したものであるが、増補にあたって
は、各地で資料を探索募集した。碩学の意を承けてこれを完成したのは端山の子、海山（正翼）であった」
（「楠本端山・碩水兄弟の生涯と思想」『江戸期の儒学―朱王学日本的展開』、木耳社、一九八二年、三八
五頁）と述べている。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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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を読み、濳心之を求め、信じて学ぶ者四十年。毎に世の学者の徒に居敬窮理の朱学たるを知り、
而して其の用功の実に至つては、即ち分寸も相近き者あらざるを慨く。後五六十年を経て、蒙斎先
生其の郷に生る。刻苦勉励、実理の本原を見るあり、而して本領一段の功夫亦深く得る所あり。蓋
し亦予章延平の流なるか。嗚呼二先生、見道の深浅、聖徳の大小、敢へて妄に議せずと雖も、然れ
ども要するに皆一代の純儒たり。而して世の之を知る者鮮し。故に併せて論じ、後の学者を待
つ251)。
楠本碩水は次章で詳述する長兄楠本端山（一八二八-一八八三）とともに肥後(熊本県)長洲の月田蒙
斎（一八〇七-一八六六）より「崎門」の朱子学を学んだが、この蒙斎は三宅尚斎一派 の「崎門学」に
属する儒者であった。一八九一年の「道学協会」発足前に端山は世を去っており、碩水もあえて「おっ
しゃる通り崎門学の流弊については私も同じ意見であります。関東筋の崎門学と申すものは、多くは
佐藤直方の一派で、稲葉黙斎に至っては、狂者のような性質を持っており、その学問は異端に堕るを
免れません。（中略）私も道学協会には加入しておりません。門人の中に入会しているものもありま
すので、黙斎の『孤松全稿』も時々一覧いたしましたが、有益な書だとは思われません。しかも文章
が拙陋で、意味の通らぬところも少なくありません。くどくどと論じていますが、厭わしいものです
（原文は候文）」252)とのごとく、「道学協会」と関わることはなかった。儒学研究者の難波征男（一
九四五-）は、「碩水によれば、儒教の道統は、宋代の程朱を経て、日本の山崎闇斎によってその命脈
が保持されており、現在、その闇斎の学は蒙斎によって正しく伝承されている。（中略）朱子学の真
髄を尊重する崎門学は、徳性の存養を窮理の根本と考えたが、彼らの多くは、根本的一理をある固定
的なものとする偏狭な認識に陥っていた。そのために彼らは、個別的事態が多様な展開を示しつつ、
しかもめまぐるしく変伝する客観界の動向に、柔軟に対応する主体的能力を喪失し、頑迷固陋になっ
ていた。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蒙斎はひとり確固とした主体性を保持して、この歴史的動態に彼な
りの方法で対処していた。碩水の目に蒙斎はこのように映ったのである」253)と指摘する。碩水は上記
の引用文において、師の蒙斎とともに長年にわたって『朱子書節要』をはじめとする李退渓の学問を
信奉した肥後熊本藩の「隠君子」大塚退野（一六七八-一七五〇）を「一代の純儒」と称する。とりわ
け碩水は、李退渓に対しても「闇斎は能く朱子の学を究め、退渓はよく朱子の道を学んでいる。皆元
明諸儒の及ばないところである（闇斎即能究朱子之学退渓即能学朱子之道。皆非元明諸儒所及也
254)）」、「退渓以前は退渓に折衷せられ、退渓以後はこれに出るものはいない（朝鮮諸儒、退渓以前

折衷於退渓、退渓以後無出於退渓之外者。静退牛栗四賢竝称、恐非通論也255)）」などと高く評価して
いる256)。中国哲学研究者の岡田武彦（一九〇八～二〇〇四）は、「碩水旧蔵の図書目録に李滉注の『朱
子行状』が記されており、『朱子書節要』に至っては、明暦二年（一六五六）刊本と、黒岩慈庵点の
宝永六年（一七〇九）刊、および写本の二本が記されている。端山の家には朝鮮刊の『李退渓文集』

251)

252)

253)

254)

『全訳』、四六九～四七〇頁。
難波征夫・岡田武彦『月田蒙斎・楠本端山』（明徳出版社、一九七八年）、 一七三頁。
『月田蒙斎・楠本端山』、一一～一二頁。
内田周平編『碩水先生語略』（谷門精舎、一九三五年）、 三六面。『碩水遺書』「隋得録」三。引用は、岡田

武彦『山崎闇斎』（明徳出版社、一九八五年）、一六八頁による。
岡田武彦など編『楠本端山・碩水全集』「碩水先生遺書巻一一」（葦書房、一九八〇年）、二四〇頁。
これについては、別稿で詳論したい。さしあたり、「楠門学と李退渓―闇斎の学と退渓の道―」『江戸期の儒
255)

256)

学―朱王学日本的展開』 と、柴田篤「楠本家三代の家学と退渓学」『中国哲学論集』第三一・三二号（九州
大学中国哲学研究会、二〇〇六年一二月）を参照の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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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読集』『外集』および『退渓年譜』『退渓行状』『別集』の写本が伝わっており、他に佐藤一斎表
書の『退渓西銘考証講義』があった。注意すべきことは、師伝なくして退渓学を篤信した熊本実学派
の祖、大塚退野の手批本、『朱子書節要』が伝わっていることである。右の書籍が全部端山のときに
所蔵せられていたか否かは定かでないが、これによって端山もまた退渓の書に眼を通しており、また
楠門学が熊本実学派と直接間接に関係があったことが明白になるであろう」257)と指摘する。「直接退
渓学を受用して独自の発展を遂げたのは熊本実学派であるが、楠本もここに述べるように崎門に従
い、かつ熊本実学派と接触があった関係上、退渓学と密接なかかわりがあった」258)という岡田の考え
方には賛同できる部分とできない部分がある。ここで岡田の言う「熊本実学派」とは、主に横井小楠
（一八〇九-一八六九）と元田永孚を指している。岡田は、「熊本実学派」としての彼らの学問の源泉
を李退渓の影響を受けた大塚退野の「朱子学」に見出している。横井や元田らは一八四一年（天保一
二年）に「熊本実学党」を確かに結成したものの、彼らが熊本において大塚の学問を継承する形にお
いての「熊本実学」という学問流派の形成を意識していたかどうかは疑問である259)。また横井の李退
渓についての言及は、第三章で述べるように一箇所程度に止まっており、『元田永孚文書』などの元
田の著作には李退渓についての文章は一切見当たらないのである。そのうえ、大塚と横井・元田に師
承関係を見出したとしても、それにはかなりの時間的な隔たりがある。「崎門」の楠本碩水は自らが
「一代の純儒」と呼んだ大塚退野のみならず李退渓の学問にも関心を示したのであるが、横井や元田
のような「熊本実学派と接触があった関係上、退渓学と密接なかかわりがあった」と断定することは
できない260)。楠本碩水は「熊本実学党」が挫折した一八四七年（弘化元年）後の一八五四年（安政元
年）に横井と面会しているものの、元田永孚に会った記録は管見の限り見付からない。それは岡田が
「一般に熊本実学派は崎門には批判的であ」り、「小楠も闇斎の学を非として、「山崎学講義読の学
者にて一切心術工夫無之、外馳之大病甚敷」といったという」と述べているとおりである261)。
このように、「楠門学（楠本端山と碩水の学門）」が「熊本実学派と直接間接に関係があった」と
いうのは、岡田による事後的・恣意的な見方ではないであろうか。さらに、李退渓に関心を示した碩
水を「接点」に、後に詳述するように、徳富蘇峰や阿部吉雄らの李退渓論のような闇斎学派と元田永
孚らの「熊本実学派」の双方より李退渓を論じる構造をつくったのではないか。「熊本実学派」の横井
小楠と元田のみは碩水が一九〇三年に編集・刊行した『崎門学脈系譜』には含まれていないが262)、一九
「楠門学と李退渓―闇斎の学と退渓の道―」、四二四～四二五頁。
「楠門学と李退渓―闇斎の学と退渓の道―」、四二六頁。
ただし、岡田によれば、「東野（元田永孚――引用者註）は退野・深淵に私淑し、「嗚呼非林非伊又非崎、
吾服東肥両夫子」といい、闇斎の敬義学・伊藤仁斎・東涯の古義学、林門の朱子学にも批判的であった」
（「楠門学と李退渓―闇斎の学と退渓の道―」、四三〇頁）と指摘する。
難波は、楠本碩水の師である「（月田）蒙斎が熊本に乗り込んだのは、実学党がすでに挫折し、その実学
257)

258)

259)

260)

党への迫害もようやくおさまってきた頃であった。したがって蒙斎は、直接実学党と激突することはなかっ
たが、（中略）城下における実学党の動向に対して、冷静な判断を下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月田蒙
斎・楠本端山』、六一頁）という。また、岡田は、李退渓と李退渓を「尊信し」た大塚退野を「称賛した」碩
水の朱子学が（中略）伊川の学風を多く継承した朱子と同じように、異端異学から道学を厳しく守ろうと
し」ており、「だから碩水の方が端山よりも伊川・朱子学の学風をよく継承しているといえるかも知れな
い」という（「楠本端山・碩水兄弟の生涯と思想」、四〇二～四〇三頁）。
「楠門学と李退渓―闇斎の学と退渓の道―」、四三〇頁。
261)

가.

262)

伝記学会編『山崎闇斎と其門流』（明治書房、一九四三年）の付録にある池内幸二郎編の「崎門道

統略図」にも元田およびその師である横井小楠は含まれ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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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〇年に碩水の門人岡直養が訂補・刊行263)した『崎門学脈系譜』（晴心堂）の岡直養編録「崎門学脈系

譜付録一」にはみられる264)。まさにここに、山崎闇斎および元田永孚の両者がともに李退渓より影響
を受けたという李退渓研究の端緒が見えてくる。

三、「崎門」と「熊本実学派」
肥後熊本藩出身の徳富蘇峰（猪一郎、一八六三～一九五七）は一九三八年三月四日に脱稿した『山
崎闇斎と其門流』「序」にて、「世間では横井小楠を目して、陽明学派と称するも、彼は本来山崎学
派にして、小学、近思録、大学或門、中庸或門輯略などは、彼自ら読み、且つ門人にも課した。而し
て其の門人たる吾が父及び其弟の如きも、闇斎を崇敬するの余り、闇斎の名たる敬義を分ち用ゐ、一
敬、一義と称してゐた程であつた。又小楠の学友長岡是容、元田永孚の如きも、亦然りであつた。固
より彼等は永く崎門の牆下には立たなかつたが、其の門戸は是れに由つた。されば元田永孚の

明治

天皇に御進講申上げたる経書の如きも、彼が如何に山崎学に負ふところの多大であつたかは、今更之
をくだ々しく説明する迄もあるまい。若し地下の闇斎先生にして知るあらば、吾道の明治聖代に際し
て、大いに世に明らかになりたるを、定めて思ひ掛けなき幸運として感謝したであらう」265)と述べて
いる。蘇峰はここで熊本藩の儒者であり藩政の改革者でもあった横井小楠（一八〇九-一八六九）が
「本来山崎学派」であり、蘇峰の父である徳富一尊とその弟である一義も「闇斎の名たる敬義を分ち
用ゐ」ほど「闇斎を尊敬」していたという。しかのみならず、同じく熊本藩儒者であり横井の知人・
門下であった元田らも、その学問的な「門戸」は「崎門」に「由った」と述べている。特に、元田が
「明治天皇に御進講申上げたる経書の如きも」実に「山崎学に負ふところの多大であつた」との言及
は崎門と、いわゆる「熊本実学派」の学問的「結合」を事後的に図ろうとするナラティブに他ならな
い。上掲の『崎門学脈系譜』「崎門学脈系譜付録一」に横井と元田らの名がみえるのもこうした動き
と連動している。だが横井のみならず、元田も「明治天皇に御進講申上げたる経書の如きも山崎学に
負ふところの多大であつたかは」別の問題であろう。
「熊本実学派」とは、肥後熊本藩の「朱子学者」大塚退野との「師承関係」にあるとされる横井と
元田らを指す。再言すれば、彼らの学問的指向のあり方について論ずる後世の研究者の議論には、彼
らが大塚退野と「師承関係」であるとの了解がみられるのである。 李退渓の「影響」を受けた大塚退
野との「師承関係」から照らされる横井と元田の「熊本実学」形成の物語とは、「崎門」にみられる
ような、ある種の「道統の物語」として機能しているのではなかろうか。それは結果的に、「朱子学
者」山崎闇斎とその門下「崎門」との「対抗関係」において語られる、明治維新を担った肥後熊本藩
から発信される「朱子学」をめぐる事後的な「道統の物語」なのである。ところで、横井小楠が李退
渓などの学問に共鳴した例として挙げられるのが、横井小楠が久留米藩の儒者本圧一郎に宛てた書簡
（一八四九年［嘉永二年］）中の文章である。
明一代之真儒薜文靖と奉存候。其外朝鮮之李退渓有之、退渓却て又文靖之上に出候様に相見古今
絶無（胡敬斎亦一醇儒なるべし）之真儒は朱子以後此二賢に止候。故に読書録・自省録等之書は程
朱之書同様に学者可心得奉存候（読書録・自省録の類初学の人に読しむる事を不願。其説重て述ぶ
べし）266)。
263)

264)

265)

岡田が『崎門学脈系譜』を訂補する前に、増訂・補録の過程がある。
また、徳富蘇峰の父徳富淇水（一敬、一八二二-一九一四）、および、淇水の弟徳富龍山の名も連なる。

『山崎闇斎と其門流』「序」、三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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横井小楠の「退渓却て又文靖之上に出候様に相見古今絶無（胡敬斎亦一醇儒なるべし）之真儒は朱
子以後此二賢に止候」という李退渓に対するわずかな言及は267)、それまでの崎門によるものとほぼ同
様な常套句である。引用文をみるかぎり、横井小楠による李退渓の読みは『自省録』に止まってい
る。肥後熊本藩の儒者であった大塚退野に関しても、小楠は次のように退野が李退渓の『自省録』を
通して「程 朱 之 学 」 に 入 門 し た と 伝 え る の み で あ る 。
名丹右衛門、初陽明を学び専心気を修養いたし良知を見るが如に是あり候。然れ共聖経に引合て
平易ならず疑ひ思ひ候うちに、李退渓の自省録を見候て程朱之学の意味を曉 り 、 年 二 十 八 に し て
脱 然 と 陽 明 之 学 を 絶 ち 程 朱 之 学 に 入 り 申 候 。 其 の 曉 り 候 処 は 格 致 之 訓 に て 有 之 候。退野
天資の高のみならず修養の力格別に有之、知識甚明に御座候間治国之道尤以会得いたし候。代々世
禄の人にて候へども時之否塞に逢ひ終に用られ申ず。然し乍ら老年に至り候ても国を憂へ君を愛す
るの誠いよいよ以深切にこれ有り真儒とも申すべき人物にて御座候。（中略）拙子本意専此人を慕
ひ学び候事に御座候268)。
ところで、この書簡において、横井小楠は「功勲莫大に奉存候」としながらも、「惟恨むらくは此
学を世に明にするに主となり候故自家修養之本地恐は薄有之、所謂専用力於内とは少しく相替り、気
癖（退野先生の事嘗て伝承罷在候。御集書御座候はゞ必御恵借奉願候。退野語録と名候十四五紙の小
冊は近年手に入申候）荒々敷相見へ其門人も又此弊習有之候」とのごとく、山崎闇斎をその「門人」
とともに批判する。この文章をみる限り、横井小楠は山崎闇斎およびその「崎門」とは一線を画して
いることが知られる。一方、楠本端山の孫であり九州帝国大学中国哲学教授であった楠本正継（一八
九六-一九六三）は「小楠や東野が退野に対する敬慕の情を持つてゐたことは争へない」「退野並びに
その門下の思想が明かにされゝば此間の事情は自ら分つて来るに相違ない」269)と述べている。楠本
は、さらに、「小楠実学は遂に退野を超え、程朱などの宋儒をも超え、天命を畏れて天工を広むる堯
舜三代の立場から、西洋功利の技術功用をも盡して之を包み、その転換を図る広大の見地に到つたと
はいはねばならぬ」と指摘する。
一方、横井小楠とともに「熊本実学党」の一員でありながら、一九四〇年の『崎門学脈系譜』「崎
門学脈系譜一」において崎門の一儒者とみなされていた元田永孚は、自らの学問的な位置と関連して
こう述べる。

山崎正董編『横井小楠遺稿』（日新書院、一九四二年）、一三〇頁。
九州大学の中国哲学教授であった福田殖（一九三三-二〇一六）によれば、横井小楠の「徳富一敬宛書簡」
の「第一は須らく先ず世間の窮通得失、栄辱利害を将って、一切これを度外に置きて、以て霊台（こころの
こと）を累はさざるべし。既にしてこの心を弁じ得れば、即ち患ふ所蓋しすでに五七分休歇せん」という、
『自省録』開巻第一頁（「出処は『退渓文集』巻十四所収の「答南時甫」第一書の「別幅」）が引かれてい
るという（福田殖「李退渓の『自省録』について」『文学論輯』第三六号、九州大学教養部、一九九〇年一
一月、一六九頁）。
『横井小楠遺稿』、一三〇～一三一頁。大塚退野と横井小楠との学問的な関係についての研究には、 平石
直昭「大塚退野学派の朱子学思想―小楠朱子学との関連で―」（『横井小楠―「公共」の先駆者―』、藤原
書店、二〇〇九年）、 北野雄士「近世熊本における朱子学の一系譜」『横井小楠―「公共」の先駆者
―』、 「大塚退野，平野深淵，横井小楠」（『大阪産業大学論集 人文科学編』第一〇七号、大阪産業大学
学会、二〇〇二年）がある。
「大塚退野並びに其学派の思想―熊本実学思想の研究―」（出版社不明）『九州儒学思想の研究』、謄
写版、一九五七年）、二頁。
266)

267)

268)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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堯舜ノ道孔子ノ学其正大公明真ノ実学ニシテ世ノ人之ヲ知ル者鮮シ俗儒者記誦詞章ニ拘シテ修己
治人ノ工夫ヲ知ラス政ニ預ル者ハ法制禁令ノ末ヲ把持シテ治国安民ノ大道ヲ知ラス漢儒以後謬伝シ
テ其道ヲ失ヒ宋ニ至リ周程張朱初テ千載不伝ノ学ヲ得テ而シテ後来能ク其真伝ヲ得ル者幾稀ナリ吾
邦ノ学古昔ハ論セス慶長以後儒者輩出スト雖トモ修己治人道徳経綸真ニ道ヲ学ヒ得タルハ熊沢先生
ニシテ其後ハ吾藩ノ先輩大塚退野平野深淵二先生ノミ270)。
ここで、元田永孚は「正大公明真ノ実学」としての「堯舜ノ道孔子ノ学」を受け継いだのは宋代の
周濂渓、程明道、程伊川、張横渠、朱子であり、「吾邦」日本においては江戸時代初期の陽明学者熊
沢蕃山（一六一九-一六九一）、大塚退野とその弟子の平野深淵のみであるという。元田永孚が属した
「熊本実学」とは、こうした「道統」を継承するものとして存在するとの主張である。元田は、朝鮮
の李退渓を「堯舜ノ道孔子ノ学」としての中国の「道統」を継ぐ存在として語ることはない。「文
禄・慶長の役（朝鮮と日本の七年間の戦争）」の時期において、朝鮮から李退渓を含む「朱子学」が
導入され「儒者輩出ス」と述べるのみである。ここには中国における「道統」と日本のそれとを繋ぐ
朝鮮の儒者としての李退渓は登場しないのである。
一方、これまで元田永孚と李退渓とを学問的に関連づける根拠として、「程朱の学は朝鮮の李退渓
に伝はり、退野先生その所撰の朱子書節要を読み超然として得る所あり。吾れ今退野の学を伝へて之
を

今上天皇に奉せり」という元田の「発言」が取り上げられてきた。この初出は内田周平が一八九

七年六月に発表した文章である。
元田氏は斯く退野及び成斎の学を信して世に行はんとせり、去れば程朱学に深入せることに於て
は退野派逈に藩学に超へたり。今日の我日本にも程朱の学は絶へず行はれて畏くも教育勅語の中に
もこもり、勅語は国体説と道徳論を並べ挙げられたれとも、其道徳の解釈は、程朱の説に異ること
なし。元田サンの言に程朱の学は朝鮮の李退渓に伝はり、退野先生その所撰の朱子書節要を読み超
然として得る所あり。吾れ今退野の学を伝へて之を

今上天皇に奉せりと、実に吾人の尊信する程

朱学は、今日実際世に行はるゝなり271)。
ここでの元田は、まさに、一八九〇年の発布された「教育勅語」の起草者の一人である。内田は「程

朱の学は朝鮮の李退渓に伝はり、退野先生その所撰の朱子書節要を読み超然として得る所あり。（以
下、省略）」との元田の「発言」の根拠として、ただ「元田サンの言に」と述べているのみである。
元田の「発言」が継承されるに際して主な役割を果した朝鮮総督府嘱託の松田甲（一八六四-一九四
五）もまた、この内田の「元田サンの言に」を元田「発言」の根拠にしている 272)。だが、元田にとっ
て、上記の「勅語」の「道徳の解釈」上の中心となる「程朱学」とは、あくまで李退渓の影響を受け
た「熊本実学」の祖とされる「退野の学」であろう。「元田の言」と「教育勅語」起草には、直接的

270)

271)

元田竹彦・海後宗臣編『元田永孚文書』第一巻（元田文書研究会、一九六九年）、二七頁。

内田周平「熊本学風の歴史的観察」（『九州史談会報』第一号、九州史談会、一八九七年六月）、九

頁。
松田甲「儒教より観たる内鮮関係の二三例」『朝鮮』（朝鮮総督府、一九二二年五月）、一四三頁。詳細
については、拙稿「韓日「融和」表象の要求と李退渓」（『歴史批評』第八四号、歴史批評者、二〇〇八年
八月）と「「第二の王仁」としての李退渓像と「道義」言説―近現代韓日両国における李退渓研究を中心
に」（『東西人文学』第四九号、啓明大学校人文科学研究所、二〇一五年六月）などを参照されたい。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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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関わりがあるのであろうか。いずれにせよ、「元田サンの言」を事実と受け入れることを前提にし
た場合でも、元田の著作の中において李退渓について言及された箇所はこの一箇所に止まる。
ところで、内田が東洋大学講師時代の一九〇八年（明治四一年）一月に発表した「元田東野先生匾
字跋」には、このように記されている。
・・・・・・

○○○○○○○○○

○○○○

○○○○

元田東野先生。侍講今上陛下。殆二十年。曾奉旨草敎育勅語。學德之高。海。周平欲一謁於門
（二十年）

○○○○○○○

牆。特以貴賤懸絶未敢也。丁亥之秋。圖書頭井上君毅以禮求見周平。君與先生。同籍熊本。同官宮
・・・・・

・・・・・・・

・・・・・

・・・・・

中。因請爲介。而荏苒度年。未能通刺於門下。一朝聞其薨。悔恨靡及矣。後敎授第五高等學校寓熊
・・・・・・・・・・・・

・・・・・・

・・

・・・・

本 五 年 。 得 先 生 所 著 閲 之 。 始知其學出於同鄕大塚退野。 退野讀李退溪之書。 崇信程朱。
・・・・・

・・・・・・・・・・・・・・

○○○○○○○○○○

・・・・・・・・・・・・

・・・・・・・

能德化其鄕。 先生奉其学能輔翼陛下一德之敎。 敷于四海其功可謂偉矣。 此。 以徳報徳四大字。
・・・・

・・・・

・・・・

・・・・

・・・・・・・・・

筆態遒美。 黒彩煥發。 其子斷雄在 高 等 學 校 。 受 周 平 教 。 因以贈焉。 嗚呼周平久景慕先生。
・・・・

・・・・

・・・・・

・・・・・・・

而不能見。今對此。猶見先生也。頃者裝潢揭諸楣間。因跋一言。幷及其學德淵源如此。明治戊申王
正月。內田周平謹識（傍点は原文）273)。
・・・・・・

○○○○○○○○○

この引用において、「元田東野先生。侍講今上陛下。殆二十年。曾奉旨草敎育勅語」とみえるよう
に、元田は彼自身と同じく肥後熊本藩出身である井上毅（一八四四-一八九五）とともに「教育勅語」
・・・・・・・・
の起草に直接関った。しかし、ここで述べられている元田の役割は、「輔翼陛下一德之敎」のみであ
る。内田のこの文章をみると、「元田サンの言」・「発言」がそのまま元田の「教育勅語」の起草の
あり方を左右したと捉えるには無理があることが知られよう。元田が宮内省へ出仕し明治天皇の侍講
となったのは一八七一年であり、明治天皇への進講を行いはじめたのは一八七二年のことである。そ
の後、井上毅と協力して「教育勅語」の起草にかかわったのが一八九〇年（同年一〇月三〇日に発布）
のことであった。最初の進講から「教育勅語」の発布までには、時間的な隔たりがある。内田の「元田
東野先生匾字跋」が発表されてまもなく、これに関心を示した朝鮮（大韓帝国期）の反応が、姜荃
「片紙感人」（『大韓学会月報』第七号、一九〇八年九月二五日）、そして、「退溪先生의 學이（の
学が――引用者註） 行于日本者久矣」（『西北学会月報』第一二号、一九〇九年五月一日）である。
しかし、これらは、朱子とともに日本の儒学界に占める李退渓の存在を強調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
ず、内田の文章を「教育勅語」との関わりで読みとってはいない。
ところで、阿部吉雄の『李退渓』（一九四四年）および『日本の朱子学と朝鮮』（東京大学出版
会、一九六五年）は『東野手録』を元田の「発言」の典拠にしているが、後者は『東野手録』が元田
の「発言」を松田甲より引用したものである274)。この『東野手録』については、細川家編纂所編『(改
訂)肥後藩国事史料』卷一〇に「東埜永孚子中手録」（抄略）が載せられており、「東埜永孚子中手録」
が『東野手録』であることが推測される。しかし興味深いことにこの「東埜永孚子中手録」（抄略）に
は元田永孚の「発言」は見当たらない。「李退渓没後三百六十年記念」275)として一九三〇年三月朝鮮総
督府から出版された『日鮮史話』第六編において松田は元田の「発言」の典拠を元田の『進講録』に

引用は、内田周平『遠湖小品』乾＜巻一＞（正誼塾、一九四二年）、一九面。
『李退渓』、八一頁、『日本朱子学と朝鮮』（東京大学出版会）、四八七頁（註六）。
『日鮮史話』第六編「はしがき」において、松田甲は「茲に『日鮮史話』第六編を出すに方たり、特に収
むるに李退渓に関して叙述せる拙稿六種を以てした。是れ今年は退渓の歿せる庚午の年より恰も六周の庚午
に回還し、春秋を経ること正さに三百六十年、最も追遠の意を表すべき歳次たるが故で、乃ち記念の為めに
外ならぬ。（中略）今や世道人心漸く頽廃、最も風教の振作を要する際、日鮮儒学に関係ある退渓の潜功幽
徳は、大に追遠頌述の要ありと思ふ。読者にして幾分にても、本編特輯の意を諒察せらるれば幸である」と
述べている。
273)

274)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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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めているが、実際には『進講録』において元田の「発言」は見当たらない。『東野手録』が実存した
と仮定しても、それは元田が明治天皇への進講に臨んで書かれたものであろう。内田の言う「元田東
野先生匾字跋」というのも、恐らくは、『東野収録』を指す可能性があるためである。しかし、松田
甲は、こうした元田の「発言」を、「大に融和資料となるべきもの」として「教育勅語」の文脈で解釈
した。
・・・

・・・・

予が李退渓及び大塚退野と関連して、彼れを最も伝ふべしと云ふのは、彼れが宮中の進講につき
て、自ら次の如く曰ひたる事である。
・・・

・・

・・・・・

程朱の学は朝鮮の李退渓に伝はり、退野先生その所撰の朱子書節要を読み、超然として
・

・

・・・

・

・

・

・

・・

・

・・

・・・・

・

・

得

・・

る所あり、吾れ今退野の学を伝へて之れを、 今上皇帝に奉ぜり。
今上皇帝とは即ち、明治天皇を申したのである。此の言に由りても、退渓を尊信せる事は勿論、
・・・・・

東野の学も結局退渓に負う所ありしを推知せらるゝ。実に退渓の撰する『朱子学節要』は、彼れの
・・・

『自省録』とゝもに、日本の教化に貢献せる甚だ大なるものであつた。前にも述べたる如く、東野は
・・

日本国民として、常に服膺すべき教育勅語の大勲者である。而して其の学説に於て、朱子――
・・・

・・・・

李退渓――元田永孚と繋がれるを稽ふる時は、内鮮関係の深且大なるに想到せざるを得ない。言ふ
までも無く、教育勅語は、内鮮いづれの学校にも掲げられてある。之れを其の起草者たる東野は退
渓の尊信者であり、又退渓は朝鮮の人々の尊敬する儒学の泰斗たる事を弁まへて奉読する時は、其
処に

明治天皇の大御心も偲ばれて無量の感が起きるのである。内鮮同化と云ひ内鮮融和と云ふ事

に就ては、能く此等の関係を研究し且つ之れを永久に持続する必要がありと思ふ。但、茲に注意す
・・

・

・・

・

・・

・

・

・・・

・・

・

・

・・・

・

・・・・・

・・

・・

・

・

・

・

・

・

・・

べきは、日本の学者は、朱子の説にせよ、退渓の説にせよ、決してこれに盲従せず、必ず先づ国体
・

・

・

・

・・

・・

・・

・

・

・・

・・

・

・

・・

・

・・

・・

・

・・

・・

・

・・

・・

・

に鑑み、 之れに順応する如く活用して、 以て皇威の宣揚、 邦運の隆興、 士気の振作に供した事
・・・

である。（中略）尚ほ繰り返して曰ふ、世には

明治天皇の教育勅語を元田永孚が命を奉じて草し

たることを知れる人は甚だ多い、併し東野の李退渓の学を尊信したることを知れる人は甚だ少い。
予は此の事の遍ねく知らるゝに至らんことを希望する。殊に朝鮮の人、又朝鮮に居る内地人にして
知るあらば、大に融和資料となるべきものと思ふのである（傍点は原文）276)。
実に退渓は徳川幕府の創業時代より始まり、王政維新後の大正時代に至るまで、殆んど三百年に
亘り、日本に於て善き知己を得たものである。殊に明治天皇の侍講として聖旨を奉じ教育勅語を起
草したる元田永孚の退渓を尊信せる如き、又其の生国肥後の先輩が退渓を尊信せるは、最も顕著な
る事実なるが、予は曾て他の題目のもとに述べたるを以て本稿には省略した。言ふまでも無く学問
を以て政争の具に供するを嫌厭せる退渓としては日本の醇儒に尊信せられしことを必ずや地下に感
激し居るものと思はるゝ。今や内鮮制度共通の下に子弟を教育し、殊に世運の推移に件ひ最も道徳
の涵養を重んずる際、往時日本の朱子学者の退渓を讃美せる事跡は、決して等閑に付すべきものに

276)

「自省録と朱子書節要」『日鮮史話』第六編、四七～四九頁。
73
73

あらず宜しく教化資料として宣伝するの要ありと信ずる（昭和四年十一月稿）277)。
松田は、「程朱の学は朝鮮の李退渓に伝はり、退野先生その所撰の朱子書節要を読み超然として得
る所あり。（以下、省略）」という元田の「発言」を、植民地朝鮮における「教育勅語」施行上の
「融和資料」として捉えているが、このような捉え方はなるほど、元田の「発言」をめぐる内田の
「元田東野先生匾字跋」における文脈とは異なる。繰り返せば、内田は「吾れ今退野の学を伝へて之
を

今上天皇に奉せり」とのごとき元田の「発言」を伝えているだけなのである。ところが、松田甲

にある元田の「発言」の捉え方は、阿部吉雄の『李退渓』における李退渓像へと連続していく。

四、「教育勅語」の文脈における李退渓論と「道義」
『李退渓』の「序説」で阿部は「明治教育界の元勲、元田永孚も深く李退渓を研究しその思想内容
を兼取してゐる。しかしながら世に往々元田の学は即ち退渓の学であると唱ふる者もあるが、誤これ
より甚だしきはない。元田永孚も闇斎と同様、深く退渓の所説と共鳴する所があつたが、皇国の道に
よつてこれを高く止揚してゐる厳然たる事実を忘れてはならない。山崎闇斎と云ひ、元田永孚と云
ひ、近世及び近代初期の教育界の大人物であり、深く皇道を説き出した人であるが、期せずして退渓
を研究してゐることは看過してはならないことである」278)と述べている。阿部はここで「元田の学は
即ち退渓の学」と捉えるのは誤りであると明確に言っている。第三章で論じたように、中国の「堯舜
ノ道孔子ノ学」から「周程張朱」を経て日本の熊沢蕃山と肥後熊本藩の「大塚退野平野深淵二先生」
に至る「道統」の物語の中で、李退渓の存在は明確に提示されていない。阿部は元田が「皇国の道に
よつてこれを高く止揚してゐ」たと書いているが、この指摘は元田の『進講録』をみても明らかであ
る。元田は明治天皇の前で『論語』を進講する際、「支那にて云へば、堯舜の道、孔孟の学と云ふと
雖、本邦にて云へば我

神聖の道、我道徳学と云ふべきなり」279)と、「我

神聖の道、我道徳学」を

宣言しているからである 280)。また元田はその後の一八八一年一二月からの『論語講義』においても
「此論語ノ書孔子ノ道ニ於テハ支那ノ書ニシテ我朝ノ伝書ナリ孔子ノ道ニシテ我日本人ノ道ナリ」281)
という。すなわち「我

神聖の道、我道徳学」とは「孔子ノ道ニシテ我日本人ノ道」なのである。そ

れは「道義を守テ国家ニ忠義を尽」すもの」に他ならない。元田自らは「孔子ノ道ヲ信シテ自分此道
義ヲ実践セントノ志ヨリ此書ヲ講シ此書ノ義クヲ明カニセラル」といっているが、『論語』が「人倫
道義ノ学」というのはこの意味においてであるのである282)。元田にあって「進講」というのはまさに
「日本朱子学者の李退渓観」『日鮮史話』第六編、一一七頁。
『李退渓』「序説」、四頁。
徳富猪一郎編『＜増補＞元田先生進講録』（民友社、一九三四年。初版の『元田先生進講録』は 大阪毎日
新聞社、一九三〇年）、八頁。この書物に先立ち、元田永孚進講『経筵進講録』（鉄華書院）が一九〇〇年
に刊行された。元田はまた、「 先皇の至徳大道を実践するに足らざれば、我神聖の道、孔子の学と同じか
らず」（『＜増補＞元田先生進講録』、八頁）と述べている。
これをめぐって徳富猪一郎（蘇峰）は一九〇〇年三月に、「抑も翁（元田を意味――引用者註）は明治の
醇儒にして、 堯舜孔子の道を以て、我が 今上天皇に伝へ奉りたる人也」（ 徳富猪一郎編『＜増補＞元田
先生進講録』「元田先生進講録付録」、一頁）と述べている。
元田永孚著、元田竹彦・海後宗臣編『書經講義・論語講義』元田永孚文書第三巻（元田文書研究会、一九
七〇年）、二三一頁。この書物の「解題」によれば「論語講義は元田家所蔵の稿本『論語講義一―三』三冊
を収載したものである。（中略）稿本表紙によつて、この論語講義は印刷局が中心になつて行われ、（中
略）四十人も出席していた。（中略）この稿本には本文記述の間に年月日の記録が入っている。最初は明治
十四年十二月であつて、その後明治十九年十二月六日「十九年回終」に至るまで、記されている」（四三四
頁）という。
『書經講義・論語講義』、二三〇頁。
277)

278)

279)

280)

281)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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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うした「道義の輔翼」283)の行為に他ならないのである。

五、再び阿部吉雄の李退渓論へ――結びに代えて
阿部吉雄は京城帝国大学から東京大学に復帰した後の一九六五年に大作『日本朱子学と朝鮮』を公
刊した。これまで論じてきたように、阿部は李退渓研究を、早い時期から山崎闇斎研究との関係で論
じてきた。すなわち、阿部は、以下のように、一九三〇年代初期より盛んに叫ばれた「日本精神」論
と「国体論大義名分論」の中で新たに登場した山崎闇斎を自らの研究の出発点としているのである。
闇斎学の生命は彼の特色多い人格を通して強烈に発現された日本精神にあり、国体論大義名分論
にあることは云ふまでもない…284)。
闇斎の精神を通して復活された朱子学は、更らに一層簡易化され純化され内面化され、そして日
本化されたものとして現はれた。由来元明以後に於ける朱子学の煩瑣化に対する簡易化の運動と朱
子への復帰運動は既に明初に於いて学界の一部に台頭してゐる。かの薛敬軒は其主要人物であつた
が更らに朝鮮の李退渓もその精神を発揮してゐる。従つて此二人に最も私淑した闇斎は一面より見
れば此等の運動を発展せしめた者と見得るのであるが、此の問題は学統と学説の問題に属するもの
であるから稿を改めて論じなければならない285)。
一九四一年に京城帝国大学法文学部助教授として赴任する阿部は、これを契機として、闇斎との
「思想的血縁関係」という観点から李退渓研究を本格的に始めていく。一九四四年の『李退渓』刊行
がそのはじまりである。ところで、『李退渓』には「退渓先生の思想はやがて間近に山崎元田両先生
の思想に通ずるものであることを看過してはならない。即ち端的に言へば、両先生の思想は皇国の道
に本づいて孔子や朱子や退渓先生の道義思想を融会し醇化し又止揚したものであつて、此に於いて一
般的な仁義道徳の教は実に皇国の道を中核とする仁義道徳の教として説き出されてゐる」と述べられ
ているように、近代「崎門」の李退渓論と「熊本実学派」の李退渓をめぐるストーリーが＜折衷＞的
に語られている。すなわち、「日本精神」論の文脈で呼び出された山崎闇斎像と、「教育勅語」をめ
ぐる「熊本実学」の最後の「発信者」元田永孚の「発言」とを救い上げるかたちで明治期以降の李退
渓言説が現れたのである。徳富蘇峰が「元田永孚の
283)

284)

明治天皇に御進講申し上げたる経書の如きも、

元田永孚著、元田竹彦・海後宗臣編 『伝記・日記』元田永孚文書第一巻、一九六九年、一七七頁。
「山崎闇斎の著書に就いて（一）―主として朱子学関係書の略解―」（『漢学会雑誌』第一巻第一号、東
京帝国大学文学部支那哲文学部研究室、一九三三年六月）、四七頁。また阿部は、「其の学問の大眼目
とする所は我国に綱常の道を扶植し、大義名分の何たるかを教へ以て我国体の尊厳なることを顕揚する
に在つた。即ち其の志より云へば我国の道を明かにせむが為めに朱子学を以て学問の比翼となしたので
ある。此の大眼目を立てた所に闇斎の学者としての大見識があり闇斎学の重要な歴史的な意義がある」
（「山崎闇斎と其の教育」、三三七頁）という。この他、この時期に発表された阿部の闇斎論に、「山
崎闇斎の著書に就いて（二）―主として朱子学関係書の略解―」（『漢学会雑誌』第一巻第二号、東京
帝国大学文学部支那哲文学部研究室、一九三三年一〇月）「闇斎学の成立過程（上）・（下）」（『斯
文』第一五篇一・二号、 斯文会、一九三三年一・二月）と「近世儒学史に於ける闇斎学の地位」（『漢

文学講座』第二巻、共立社、一九三三年）がある。
「山崎闇斎の著書に就いて（二）―主として朱子学関係書の略解―」（『漢学会雑誌』第一巻第第二号、
一九三三年一〇月）、一一五頁。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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彼が如何に山崎学に負ふところの多大であつた」と述べたのは、まさしく近代日本の二つの李退渓言
説が＜折衷＞されるものとなる前史といえよう。ただし、阿部の『李退渓』における議論の従来とは
異なる特徴は、五章で論じた元田の「日本道徳学」・「道義」的な観点からの李退渓像提示から一歩
進んで、「道義」・「道義哲学」言説が積極的に開陳された点である。阿部によって「日本教育先
哲」として捉えられた李退渓は、帝国日本内の「半島に於ける道学の教祖、道義哲学の創唱者」とし
て登場してくるのである。李退渓は「国体」および「道義」の言説的構成による＜日本朱子学の近
代＞的成立の言説において欠かせない存在として呼び出されたといえる。阿部はまた、『李退渓』に
おいてこのように述べる。

李退渓の価値は儒教の発生地である支那に於いては遂に認められず、独り我国に於いてのみ認めら
れたと云ふことは興味ある対照をなすものであつて、吾人はこれによつて内鮮は古来、啻に血縁的
、文化的にだけでなく思想的にも特別の関係があつたことを実証することが出来る。と同時に儒教
の精髄、真に価値ある思想などは特に我国に於いてのみその価値が認められ、その価値が発揮され
てゐること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思想には東洋思想の精髄が包摂され融会されてゐるの
であつて、半島第一の哲学も此の様にして早くから摂取されてゐる事実は、茲に改めて世人の注意
を喚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286)。
ここで阿部は、「儒教の精髄、真に価値ある思想などは特に我国に於いてのみその価値が認めら
れ、その価値が発揮されてゐること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ている。阿部は、「日本の思
想」とは「東洋思想の精髄が包摂され融会されてゐる」と考えているのである。つまり、ここからわ
かることは前近代の中華帝国に代って近代の新しい帝国として登場しつつあった帝国「日本の思想」
には、「東洋思想の精髄が包摂され融会されてゐる」東洋の「知の帝国主義」287)としての面目がある
ということであろう。「半島第一の哲学」者としての李退渓も、「日本教育先哲」の一人として、
「東洋思想の精髄」が集大成された「日本の思想」に中に「早くから摂取されてゐ」たということで
ある。阿部が「退渓は東亜の朱子学東漸史上の第一頁を飾るべき人物である」288)と述べているのはそ
うした意味においてである。徳富蘇峰は「教育勅語」発布（一八九〇年）四〇周年（一九三〇年）に
際し、「此の勅語（教育勅語―引用者）は、単に現代及び百世の日本国民に対して、其の向ふ所を指
点したるばかりでなく、実に日本帝国本来の面目を完全に描き出したるもの。言ひ換ふれば、日本は
国家として道義立国であり、国民として道義国民である極印を捺したるものにして、乃ち之を外にし
ては、世界に対して、日本帝国の立脚点と、態度とを宣明したるもの。之を内にしては、日本国民の
本領、真骨頭を宣示したるもの」289)と述べている。そこには「教育勅語」のように、東洋の「知の帝
国主義」として登場した帝国日本が、まさしく＜道義の帝国＞であったことがはっきりと宣言されて
いよう。
阿部が『李退渓』を執筆したのは、一九四二年五月二九日に第九代（一九四四年七月二二日まで）
朝鮮総督小磯国昭（一八八〇-一九五〇）が赴任し、「道義朝鮮の確立」が施政方針として定められた
時期であった290)。一九二八年に「退渓の教育思想」（『慶北の教育』、脱稿は一九二七年）を発表し

『李退渓』、八二頁。
ポール・A・コーエン著、佐藤慎一訳『知の帝国主義―オリエンタリズムと中国像―』（平凡社、一九九
八）。
『李退渓』、五一頁。
『＜増補＞元田先生進講録』「教育勅語四十年」、一頁。
詳細については、 拙稿「「道義の帝国」と植民地朝鮮における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を参照され
たい。
286)

287)

288)

289)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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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朴鐘鴻（一九〇三-一九七六）は、後に、一五九年より一九六〇年にかけて、「我が師表の李退渓先
生」（上）・（中）・（下）を発表している。朴は、ここで 李退渓を「永遠に我が民族に道義の師表
と」し、その「道義の師表」としての人格と「敬い」の「実践躬行」について論じているが、そこに
は韓国の「支配エリート」といえる朴による「李退渓」表象を通して、解放後韓国において語りつが
れた「道義」言説の根強さをみることができる。一九七〇年一〇月二〇日、ソウルの南山に、朴正熙
（一九一七-一九七九）の支援の下、李退渓銅像が建てられた。その銅像の背後には、まさに朴鐘鴻が
執筆した碑文がある。そこには、元田永孚の「発言」もが忘れられることなく刻み込ま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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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代中国大陆儒学研究特征探析

291)

石玉平 （中国 宝鸡文理学院 政法学院）

摘要：当代中国大陆的儒学研究方兴未艾，出现了诸多重要成果，即立足于儒学文献整理与研究呈
现出展现不同学术取向的儒学研究成果。就儒学文献整理而言，主要立足于文献研究，陆续开展了“儒
藏”、“儒学重大基础研究”等研究工程及地方性儒学文献编纂与研究；就儒学思想研究而论，出现了
儒学研究哲学化、经学化、政治化等学术研究取向，展现了中国大陆学者在研究传统儒学时表现出不同
的政治、社会关怀，及面对时代问题提出了相应的解决之道，有效推动了儒学在当代的深入开展。
关键词：中国大陆，儒学文献整理与研究，哲学化、经学化，政治化

19世纪晚期以来，中国大陆的儒学在诸多遭遇和顿挫中不断延绵发展，不同时期也展现
出不同的内涵与特点。申言之，面对不同时代的文化困境及社会问题，大陆学者在研究传统
儒学时表现出不同的政治、社会关怀，并提出相应的解决之道，即通过充分发掘了传统儒学
政治、伦理、社会等方面的思想，赋予新的时代内涵。上述儒学研究理路，既体现了当代中
国大陆对传统新儒学的创新，也有助于彰显儒学在中国现代化进程中的作用。据此，立足于
近代以来中国大陆儒学研究的文化背景，本文拟就儒学文献整理与研究及思想研究的两方面
取向作出探析。
一、中国大陆儒学研究的历史背景
作为中国传统思想主流的儒学，伴随着文化运动、国学运动的开展而彰显自身的生命力
。从历史上看，在18世界之前中华文明是十分先进的，但在其后，西方经过了启蒙运动、工
业革命，迅速发展，西方文明日益取得优势。尤其是在鸦片战争之后，中华文明受到西方的
蔑视，随之在中国大地上救亡图存、保种保教问题凸显，一些有识之士力倡“国学”、“国
粹”，希望以此振奋民族精神，增强爱国情怀。此后，像北大国学门、清华国学研究院等相
关机构纷纷成立，引领当时的国学研究与国学弘扬，也推动了儒学研究的近代化历程。但是
，近代以来酝酿的反传统思潮也愈演愈烈，到新中国成立后30年，由于各类政治运动等原因
，国学（儒学）的发展遭受前所未有的摧残，不仅在学术研究层面出现断裂，甚至造成几代
人模糊了民族记忆、消解了民族精神。反传统思潮使一些人无视国学（儒学），颠覆中华文
明的基本价值观念和人文关怀。直到20世纪80年代，面对国内出现的道德下滑、价值失范等
社会现象，一些学者才自觉开始了“寻根”之旅，“文化热”、“国学热”相继成为时代思
潮，是时儒学研究与传播成为了时代显学。较之以往，二十一世纪的国学热、儒学热更多的
体现了中国大陆知识分子对民族文化的自觉和自信，更加认同本民族的传统文化，并期盼以
291) 石玉平，男，中国陕西富平人，教授，宝鸡文理学院政法学院院长，主要研究中国近现代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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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来补救社会的某些弊端，过上更高雅的物质和精神生活。从上述意义上讲，儒学研究热是
二十一世纪中华文明觉醒的标志。
立足于上述情况，在当前中国大陆的儒学研究，存在以下两方面的研究取向，即：儒学
文献的整理与研究、儒学思想研究尤其是具有现时性学术研究。总体而言，大陆儒学的发展
立足于对传统儒学文献的解读。据此，传统儒学文献的整理不仅是当代中国学术界关注的重
要内容，也是思想研究不可回避的基础与前提，应然为大陆儒学研究的重要标志。然而，当
前中国大陆儒学研究者对传统儒学文献进行解读或将其思想进行现代性转化时，由于所立足
的现时语境、个人体知等不同，大陆儒学研究及传播呈现出不同的发展取向。
二、当代中国大陆儒学文献整理与研究
一般而言，理论的研究与创新立足于文献的整理，而文献的整理往往又以文献研究为基
础。建国后，大陆学术界经过数十年的工作，中国大陆儒学文献整理与研究的成果十分丰富
，积极推动了儒学其他方面的研究。因此总体看来，儒学文献的整理与研究中最具有典型性
的文献整理工作，当为“儒藏”工程、“儒学重大基础研究”工程及诸多地方文献整理活动
。以下拟分而述之：
（一）“儒藏”工程
在中国古代历史上，佛教、道教的经典及其注疏曾多次被编纂为《佛藏》、《道藏》；
甚至在上个世纪80年代也编纂了《中华大藏经》，为佛教、道教思想研究提供了最基础、最
广泛的文献。然而，在中国历史上关于儒家文献的编纂虽然有《五经正义》、“十三经注疏
”、《五经四书大全》、《皇清经解》等，乃至收录图书达3503种79309卷的《四库全书》
，但相对于历代诸多儒家文献的收集和编纂而言，依然存在大量缺漏，以至在建国后大陆又
编辑出版了《四库全书存目丛书》、《续修四库全书》、《四库禁毁书丛刊》等诸多大型丛
书。然而，就上述成果而言，仍不足以概括历代儒家文献。基于这种情况，北京大学、四川
大学等高校主持“儒藏”工程。北京大学主持的《儒藏》工程包括《儒藏》编纂和“儒家思
想与儒家经典研究”两部分内容。其中《儒藏》编纂分《儒藏》“精华编”的编纂（包括《
儒藏总目》）与《儒藏》大全的编纂。前者收录中国四部之书及出土文献中在学术思想史上
具有代表性的儒家典籍文献461种，分编为281册，并选收韩国、日本、越南历史上以汉文著
述的重要儒学著作100种，分编为40册，共计321册，2亿多字；后者将收录中国历史上重要
292)
的儒家典籍文献近6千部，约15亿字，计划于2022年完成。 值得注意的是，目前，《儒藏
》“精华编”中国部分已编纂完成200册，出版100册，预计于2018年完成出版。与之相应和
，四川大学主持的“儒藏”工程。该工程采取“三藏二十四部”的体例，分经、论、史三大
293)
藏，著录儒家理论性著作及学术史类著作，预计收书5000余部，约5亿字。 并已于2005年
出版《儒藏》史部“孔孟史志”50册，2007年出版“儒林年谱”50册，2008年出版“儒林史
传”80册。此外，对《儒藏》史部“国学”、“府学”、“书院”等共78册的进行编纂校点
，又对《周易》、《尚书》、《春秋》三传、《诗经》、《周礼》等文献进行校点。
292) 李景林、李祥俊主编：《京师中国哲学》第1辑，黑龙江人民出版社，2010年，第175-176页。
293) 李景林、李祥俊主编：《京师中国哲学》第1辑，黑龙江人民出版社，2010年，第23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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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儒学重大基础研究”工程
“儒学重大基础研究”工程由山东大学主持。该工程于2016年启动，正处于编纂过程中
，据王学典介绍，该工程“与以往儒学基础研究主要集中在先秦儒家及经学、理学不同，…
…对传统经、史、子、集四部所存儒学内容都予以关注，以对儒家文献进行前所未有的深度
294)
挖掘与整理为主要特点。” 该工程主要包括《百年儒学精华·孔孟荀编》、《儒家史论文
献萃编》、《集部儒学文献萃编》、《中国正义论》、《儒学小丛书100种》《韩国集部儒
学文献萃编》等子课题。尤其是杜泽逊主持“十三经注疏汇校”，“在全面校勘海内外所存
珍贵版本的基础上，力求显现《十三经注疏》于唐、宋、元、明、清历次刊刻过程中的演变
轨迹，为判断文字错讹提供依据，并最终为学界提供一个如中华书局《二十四史》点校本一
295)
样可靠的体现当代中国学术水准的《十三经注疏》定本”。
（三）地方性儒学文献编纂
上个世纪八十年代以来，地方性儒学研究方兴未艾，近年大陆儒学研究界围绕阳明学、
朱子学、关学、蜀学、湖湘学等进入深入研究，而伴随而来的是学术界对地方儒学文献的需
求，因此整理地方性儒学文献与研究成为当前儒学献研究的重要工作，出版了《巴蜀全书》
《浙江文丛》《温州文献丛书》《山右丛书》《关学文库》《朔方文库》《陕西古代文献集
成》《雷州古典文献集成》《安徽古籍丛书萃编》等，这类丛书彰显了中国大陆地方性儒学
文献整理与研究的最新成果及杰出成就。诸如，《巴蜀全书》为国家社科基金重大项目，自
2012年以后又获得滚动性资助。目前已经出版了《张栻全集》《廖平全集》《宋会要辑稿》
《养晴室遗集》《中国孝经学史》《苏过诗文编年笺注》《宋代诏令全集》《宋代蜀文辑存
校补》《魏了翁集》《20世纪儒学文献通论》等，在国内外儒学研究界产生重大影响。再如
，《关学文库》为国家“十二五”重点图书规划项目，于2015年出版，共40种47册，约为23
00万字。其中文献整理系列共26种，33册，约1865万字，包括《张子全书》《蓝田吕氏文集
》《李复集》《元代关学三家集》《王恕集》《薛敬之张舜典集》《吕柟集》《南大吉集》
《杨爵集》《冯从吾集》《李颙集》等宋元明清29位关学学人著述及学术研究系列14种，约
296)
470万字，包括关学学人思想评传与关学思想综合研究，积极推动了当代关学的研究。
此外，除了上述论述之外，近年中国大陆尚有以学派、学者为中心的儒家文献整理，其
成果也颇为丰富，诸如《阳明后学文献丛书》《薛瑄全集》《王世贞全集》《朱一新全集》
《归有光全集》《王安石全集》《嘉定钱大昕全集(增订本)》《焦循全集》，等等。这类成
果的广泛出版，也标志者中国大陆儒学研究尤其是儒家文献的整理的深入化、普遍化。
三、当代中国大陆儒学思想研究的取向
目前，儒学研究已成为中国大陆学术研究最为重要内容之一。从纵向上看，广泛涉及先
秦儒学、汉唐经学、魏晋玄学、宋明理学、清代朴学等领域，其中不仅对孔子、孟子、荀子
、董仲舒、王充、韩愈、邵雍、周敦颐、二程、张载、朱熹、王阳明等过去广为学界所熟悉
的学者作出深入研究，也对薛瑄、王畿、聂豹、冯从吾、李二曲等过去多不为学术界所重视
294) 王学典：《建构基于中国经验的学术体系》，《人民政协报》，2018年2月12日刊。
295) 王学典：《建构基于中国经验的学术体系》，《人民政协报》，2018年2月12日刊。
296) 参见张岂之：《关学文库·总序》，《李颙评传》，西北大学出版社，2015年，第6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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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其他学者进行了广泛研究。从研究的问题域看，学术界对儒学中的礼、仁、理气论、心性
297)
论、义利观、政制等进行深耕细作，推动了儒学研究的深入。 同时，也不断揭示传统儒学
与现时代的契合点，进而呈现不同的儒学研究取向，这也是本文拟阐述的重要内容。概言之
，当代中国大陆的儒学研究最主要的取向有三：
（一）哲学化
儒学研究的哲学化是伴随着中国哲学学科的建立而突显的重要问题。换言之，中国儒学
史的撰写对中国哲学、儒学的研究具有不可分割的导向性作用，而中国儒学史在近代以来又
往往隶属于中国哲学史及其学科，据此，儒学研究的特征与取向离不开中国哲学史的撰写及
其学科的建立。自1914年北京大学开办包括“中国哲学门”在内的文科哲学门，开启了中国
学术界讲授中国哲学史课程的先河，第一个在北大讲授“中国哲学史”课程的是陈黼宸。其
后，陈汉章、马叙伦续承陈氏教席。但直至1916年谢无量的《中国哲学史》出版，中国学界
方有学科意义上的中国哲学史著述及其研究。虽然，谢氏在绪言中明确了“哲学”一词的由
来及其本意，并以西方哲学为准对哲学进行分类，企图以西方哲学来架构中国传统的义理之
学。然而，由于其缺乏系统的西方哲学训练，其哲学史仍以儒家学说为中国哲学的正宗，尚
未脱离经学垄断学术的传统观念。据此，该书仍然属于传统经学史，虽有近代意义的“中国
哲学史”之名而无其实。事实上，对中国哲学史学科建设产生了根本性影响的是其后的胡适
298)
的《中国哲学史大纲》上卷与冯友兰的两卷本《中国哲学史》，此也为学界所共识。 二人
均以西方哲学为参照系统，运用西方哲学的概念术语，借鉴西方哲学的方法，并以西方哲学
史的框架对中国传统学术进行整理，从中找出与西方哲学相对应的所谓“中国哲学”。从这
种意义上看，开启了中国哲学、中国儒学研究的哲学化历程。其后，无论是贺麟“以西洋哲
学发挥儒家的理学”，将苏格拉底、柏拉图、亚里士多德、康德、黑格尔等人的哲学与孔孟
、老庄、程朱、陆王思想相会通，还是当代大陆学者受牟宗三、唐君毅、成中英、杜维明等
人影响采用康德、黑格尔乃至现象学等西方哲学理论来诠释包括儒学在内的中国哲学，探求
儒学的哲学性及形上的性理学建构，促进了儒学研究的哲学化。虽然当代中国大陆学界在儒
学研究中尽可能的弱化在中西会通的背景下进行研究，但事实上从思维理路及研究框架上看
或多或少的呈现了西学的某些特征，这类研究在当代中国大陆儒学研究中可谓广泛存在，长
期处于主流取向。
事实上，在当前大陆儒学哲学化研究中不可避免利用西方哲学的某些资源，虽然有助于
深刻揭示儒学的义理，促进儒学研究走向世界；但是，在使用西方哲学观念解释儒学时仍需
采取谨慎的态度，避免由于强调哲学的普遍性，造成概念上的生硬裁制及无效类附。
（二）经学化
在中国传统儒学体系中，经学是其最重要的内容之一，也是中国古代学术形态的集中反
映。相对于哲学化的儒学研究，经学研究更侧重于对儒家经典注疏、考证、训诂等诠释方法
。
其
研
究
对
象
主
要
集
中
于
297)
另可参见刘增光、郑随心《2017儒学研究动态综述》，《传统与现代》，2018年第3期。该文认为“在先秦儒学研究中，孔
孟荀的研究是焦点”、“秦汉时期，政制的构建是突出的主题”、“魏晋隋唐时期，视域融合是儒学发展的突出特点”、“宋元明
清时期，儒学研究视角多元”、“晚清民国至当代，儒学研究新意不断涌现”。
298) 参见杨海文：《中国哲学的“合法性危机”与重写中国哲学史》，《河北学刊》，2004年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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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易》《春秋》三传、《礼记》《大学》《中庸》《论语》《孝经》《孟子》等儒家典籍
。在近年的大陆儒学研究中，从研究理路看诸多著述呈现出儒学研究经学化的特征，尤其突
显在研究方法方面。具体而言，主要集中于《诗经》、《尚书》、《周易》、《春秋》等研
究方面。其一，就《诗经》学研究而言：（1）出版了绿净的《诗经评注》、华锋等人的《
诗经诠解》、赵逵夫等《诗经三百篇鉴赏辞典》、张衍华等人的《诗经本义注释》等诸多注
析（评）著述。其中最为典型的著述当为程俊英、蒋见元的《诗经注析》，该书结合《诗经
》的时代背景，吸收毛传、郑笺、朱熹《诗集传》、陈奂《诗毛氏传疏》、王先谦《诗三家
义集疏》、解放后甲骨金石出土文物等研究成果，尤重对《诗经》字词本字本义、引申义、
假借义等揭示，为当前最为重要的《诗经》注释类著述。（2）出版了晁福林的《上博简<诗
论>研究》、濮茅左主编的《上海博物馆藏楚竹书<孔子诗论
子羔
鲁邦大旱>》、陈战峰的《欧阳修<诗本义>研究新探》、王国雨的《早期儒家<诗>论及其哲
学意义》等著述。值得注意的是，这类著述在重视后世《诗经》学研究的同时，凸显对出土
文物的重视，并揭示《诗经》诸篇在后世的变异与传承现象。其二，在《尚书》学研究方面
，除了出现龙韶华的《归善斋<尚书>三谟章句集解》、李民、王健的《尚书译注》、周秉钧
的《尚书易解》、曾运乾的《尚书正读》等注释著作外；也出现了一些重要的专门性研究著
述，如钱宗武的《<尚书>诠释研究》，收录了其研究《尚书》的12篇文章，重在从语言学的
角度解决《尚书》中存在的诸多歧解或问题；史应勇的《<尚书>郑王比义发微》，不仅立足
于孔传、《经典释文》《尚书正义》等逐条比勘郑玄、王肃之说的异同，而且梳理后世学者
相关阐发，重新解读判定郑王经学之辨，具有重要的学术史价值。此外，还有朱建亮的《<
伪古文尚书>研究》、陈明的《王船山<尚书引义>之德性论与治道思想》、张祥龙的《<尚书
·尧典>解说:以时、孝为源的正治》等著述，均有助于推动当前《尚书》学研究的深入。其
三，在《周易》研究方面，这方面的学术成果是当代大陆儒学经学化研究中最为丰富的。在
注释类著述中除了再版的金景芳，吕绍纲的《周易全解（修订本）》、黄寿祺、张善文的《
周易译注（最新增订版）》、高亨的《周易大传今注》、章秋农的《周易占筮学（修订版）
》等，也出版了潘雨廷的《周易表解》《周易虞氏易象释》、寇方墀的《全本周易导读本》
、王天策的《周易阐微》、谷继明《周易正义读》等大量著述。值得注意的是，也一些学者
利用出土文献进行《周易》研究，并取得重要成果，诸如陈居渊《周易今古文考证》的通过
《周易》今古文字的差异进行逐字考证，探讨《周易》的原始文本；丁四新的《周易溯源与
早期易学考论》利用出土文献详细考察了《易》的卦爻画的性质来源，并揭示汲冢竹书中“
易”论，并对马王堆帛书《易传》部分问题进行诸多揭示。其四，关于《春秋》学的研究，
除了典籍注析之外，出版了曾亦，郭晓东的《春秋公羊学史》、李洲良的《春秋笔法论》、
赵伯雄《春秋学史》等研究性著述。其中最值得注意的是曾亦，郭晓东的《春秋公羊学史》
，该书为当前最全面的公羊学研究的通史性著作，着眼于公羊学的基本问题，以整个《春秋
》学的发展脉络为主线对具体学者及其著述进行论述。概言之，该书有助于全面了解两千多
年来春秋公羊学的思想发展和传承史，为当前《春秋》学研究的力作。
上述儒学经学化研究，突显了中国大陆学者试图采取传统学术范式研究儒学，并探寻传
统儒学进行现代学术研究的新途径，在某种意义上也推动了儒学研究的深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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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政治化
儒学本身具有丰富的政治内容，儒学的政治化建构在传统儒学发展中亦占据重要的地位
。事实上，在近代以来儒学研究中亦有一些学者对儒学政治化进行诸多关注。诸如，牟宗三
通过撰写《道德的理想主义》《历史哲学》《政道与治道》等“新外王三书”建构了以中国
传统思想，特别是儒家的道德心性作为政治现代化的基石，力图沟通中国政治思想和现代民
主政治，引领了政治儒学的研究心性化途径。但是，“道德中心主义的完美政治观、心性通
天‘呈现’真理的绝对的人性论、与现实二元对立的历史观以及精英主义的主体意识等”，
使其政治哲学存在不可克服的困难，牟宗三以“在逻辑上无法架起传统思想与现代政治之间
的桥梁，在现实的层面上，也与现代化进程中的中国社会和民主政治的发展存在巨大的鸿沟
299)
”。 基于上述理论困境，尤其是对港台新儒家偏重心性论的思想取向的不满，在当代中国
大陆以蒋庆为首的学者提出了“政治儒学”的研究及实践理论。其目的在于利用传统儒家思
想资源参与当代中国社会秩序的重建。其政治儒学的基本内容展现在“王道政治”与“儒教
宪政”方面。所谓“王道政治”即通过重新诠释中国古代的“天”“地”“人”三才模式，
论证其“三重合法性”。换言之，在蒋庆看来，“天”的合法性在于其神圣超越的品性，“
地”合法性在于其历史文化品性，而“人”的合法性则在于民心。当天道、历史、民意得到
有效地保障，并互相制衡，便可以解决因政治权力某方面独大而带来的弊端，从而建构了稳
300)
定和谐平衡的政治秩序。 与其相适应，蒋庆进一步提出了“王道政治三重合法性”、“太
301)
学监国制”、“议会三院制”、“士人政府制”、“儒士司法制”等建构新型政治制度。
虽然这种政治设计未必符合中国实际情况，尚处于探索阶段；但是，显然，蒋庆有别于侧重
心性学的港台新儒家政治观，更侧重《春秋》公学学的研究取径，无疑为儒家政治学说的发
展作出重大贡献。虽然其论有脱离现实民主制托古改制的倾向，存在着诸多民族主义乃至文
化保守主义的色彩，但无可非议的是蒋庆试图在当代社会复活并建构传统的儒家主导的政治
制度，并在理论上作出重大突破。
除了蒋庆的“政治儒学”外，尚有干春松提出的“制度化儒学”，这也是当代儒学政治
化或者儒学政治制度研究的重要代表。其内容是探索儒家思想与中国传统的政治制度和社会
秩序之间的关系，以及这种关系在中国近现代的变化，探讨如何利用儒学、儒家资源服务于
302)
现代中国政治社会的变革，乃至人民的日常生活。 显然，这种儒学政治化研究也是以“心
性儒学”研究为参照对象，展现了中国大陆学人在儒学研究政治化方面的重要理论贡献。
余论
在当代大陆儒学研究中除了上述三种主要取向外，尚存在以陈明为代表的儒学“文化”
化、黄玉顺为代表的儒学“生活化”、韩星为代表的儒学“社会化”等儒学研究或实践的新
动向，也在当前产生诸多影响。概言之，当代中国大陆儒学的发展，无论是关注文化、生活
，还是社会、伦理等，一方面体现当代儒家学者或儒学研究专家的时代关照，试图通过复兴
299)
300)
301)
302)

汤忠刚：《德性与政治：牟宗三新儒家政治哲学研究》，中国言实出版社，2008年版，第190页。
蒋庆：《政治儒学：当代儒学的转向、特质与发展》，三联书店，2003年，第29—37、202—210页。
蒋庆：《广论政治儒学》，东方出版社，2014年，第27页。
参见干春松：《制度儒学》，上海人民出版社，2006年，第9—1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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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传播儒学，为当代中国的政治社会秩序的建构、日常生活人伦的规范，乃至人民的价值与
信仰的追求提供个性化的救济之方；另一方面也彰显了儒学以其具有丰富涵容性的内在品质
，正逐步与中国当下政治、社会、文化等方面深度接轨，进而展现了无限的活力。
之所以出现上述现象，究其原因，最为核心的因素无外乎当代中国学者对树立民族主体
性，建设中华民族共同精神家园的诉求。然而，和以往相比较，过去提倡国学或儒学，更多
的反映了国人对如何维系民族主体性的焦虑，如章太炎所论：“夫国学者，国家所以成立之
源泉也。吾闻处竞争之世，徒恃国学固不足以立国矣，而吾未闻国学不兴而国能自立者也。
吾闻有国亡而国学不亡者矣，而吾未闻国学先亡而国仍立者也。故今日国学之无人兴起，即
303)
将影响于国家之存灭，是不亦视前世为尤岌岌乎？” 章太炎先生将“国学”的兴亡与国家
的兴亡联系在一起了，在当时不无道理；但是，今天提倡儒学更多的反映了国人对维系民族
主体性的自信。
值得注意的是，在中国大陆儒学的发展具有其特殊的现时语境。概言之，当代中国大陆
儒学的发展需要处理好两种关系：其一，需要处理儒学与马克思主义关系。这在中国大陆是
不可回避的话题。因此需要处理儒学与马克思主义相结合的问题。换句话说，中国大陆政治
文化的发展更多是如何在发展马克思主义时吸收儒学的问题，即“旧瓶装新酒”的问题。值
得注意的是，近年中国国家领导人不断提倡传统文化，提倡在以马克思主义为指导下建设优
秀传统文化的传承体系。显然，在中国大陆现时文化视域中，发展以儒学为主的传统文化也
不能完全排斥马克思主义，也要考虑如何尊重马克思主义，更有效地发展自己。其二，需要
处理中西方文明关系，直面文明冲突和融合问题。在当前，西方文明无疑是强势文明尤其是
自近代以来，西方文明已经在中国大地具有深刻影响，甚至在许多方面已经根深蒂固，成为
中国现代化的应有内容。尤其值得注意的是，近代以来中国大陆的各种文化运动无一例外，
与顺应或回应西方文化有密切的关系。据此，儒学的发展需要处理好与西方文明的关系，尤
其在今天中国学术界普遍认为，儒学的发展不能排斥西方文明，强调彼此间的冲突，而忽视
其融合性。

303) 汤志钧编：《章太炎年谱长编》上册，中华书局，1979年，第215—216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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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중국대륙 유학연구의 특징에 관한 탐구와 분석

石玉平
(中國 寶鷄文理學院 政法學院)

초록: 당대 중국에서의 유학연구는 한창 발전 중에 있으며, 특히 유학의 문헌정리와 연구를 바탕
으로 하는 연구방식이 다양한 학술방향을 낳게 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결실을 성
취했다. 우선, 유학 문헌정리의 측면에서, 연구자들은 주로 문헌연구에 입각하여 ‘유장儒藏’과
‘유학중대기초연구儒學重大基礎硏究’,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문헌편찬 등 프로젝트를 지속
적으로 수행해왔다. 또한 유학 사상연구의 측면에서는 연구의 철학화哲學化, 경학화經學化, 정치
화政治化 등 학술연구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대륙 학자들이 전통유학에 관한 연구에
서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관심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현실문제에 대한 그들의 해결책을 여실
히 보여줌으로써 깊이 있는 유학연구의 발전에 기여했다.
키워드: 중국대륙, 유학의 문헌정리와 연구, 철학화, 경학화, 정치화.
19세기 후반기부터 중국대륙의 유학은 수많은 좌절과 박해 속에서 근근이 성장을 이루어왔으
며, 시기에 따라 다양한 내포와 특징을 지녔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시대의 문화적 곤경과 사
회문제에 직면하는 과정 속에서, 대륙학자들은 전통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다양한 정치-사회적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즉 그들은 정치, 윤리, 사회사상 등
면에서 전통유학의 내용을 다시 발굴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연구이념은 당대 중국대륙 학자들의 전통 신유학을 혁신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거니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유학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글은 근대 이후의 중국대륙 유학연구의 문화적 배경에 입각해서 유학의 문헌정리와
연구 및 유학 사상연구라는 두 측면에서 그 방향성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1. 중국대륙 유학연구의 역사적 배경
중국 전통사상 중에서도 주류를 담당해온 유학은 문화운동과 국학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
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이전의 중화문명은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편해 속했지만, 그 이후로 계몽운동과 산업혁명 등 서구의 발전에 의해 점차 약세로 밀리게 되었
다. 특히 아편전쟁 이후로 중화문명은 서구문명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른 중국 지식
층의 구국救國활동이 빈번해졌는데, 그들은 주로 ‘국학國學’이나 ‘국수國粹’의 부흥을 통해 민족
정신과 애국정서를 불러일으키려고 했다. 이러한 풍조에 따라, ‘북경대학국학문北大國學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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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대학 국학연구원淸華國學硏究院’과 같은 기관들이 연달아 설립되고, 그 당시 국학연구와 국
학진흥의 선두에 서서 유학연구의 근대화 여정을 추동시켰다. 그러나 근대 이후로 전통에 반박하
는 사조가 끊임없이 축적되고, 신 중국이 설립된 지 30년까지 각종 정치적 운동으로 인해 국학
(유학)의 발전은 미증유의 박해와 유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유학은 학술연구의
측면에서 단층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모호한 기억으로 전락되었다.
반전통적인 사조는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국학을 무시하게끔 만들고, 중화문명의 기본 가치관과
인문정신을 전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다가 20세기 80년대에 이르러, 중국 국내 사회에서
나타나는 도덕윤리의 붕괴와 가치관 상실 등 문제를 계기로, 일부 학자들은 다시 ‘뿌리를 되찾는
여정’에 나서게 되었고, ‘문화열文化熱’, ‘국학열國學熱’등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게 되었는데, 유
학의 연구와 전파가 다시 시대의 ‘현학顯學’ 자리에 복귀하게 되었다. 예전과 비교해서 21세기의
국학열 또는 유학열儒學熱은 민족문화에 대한 중국대륙 지식인들의 자각과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통해 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폐단을 극복하여 더욱 높은 차원
의 정신과 물질생활을 영위하려는 시도이다. 즉, 21세기 유학연구의 열풍은 중화문명이 다시 각
성되는 상징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다룬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중국대륙에서의 유학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경향
을 지니는데, 하나는 유학의 문헌정리와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유학 사상연구, 특히 현실성을
지닌 유학 사상에 관한 학술적 연구이다. 전체적으로 대륙유학의 발전은 전통유학의 문헌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유학 문헌에 대한 정리는 현재 중국 학술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
제이고, 사상연구에 있어서도 회피할 수 없는 기초와 전제이며, 대륙유학 연구의 중요한 징표이
다. 그러나 대륙유학 연구자들이 실제로 전통유학 문헌을 해독하고 그것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전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개별적인 체득방식의 차이로 인해, 대륙유학의 연구와 전
파는 서로 다른 발전경향을 지녔다.
2.당대 중국대륙 유학문헌에 관한 정리와 연구
일반적으로 이론의 연구와 혁신은 문헌의 정리를 기초로 삼으며, 문헌의 정리는 또한 문헌에
관한 연구에 기초한다. 신 중국이 설립된 후부터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대륙학술계는 유학문
헌의 정리와 연구에 있어서 풍부한 결실을 이루어냈고, 나아가서 유학에 관한 여타 방면의 발전
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개괄적으로 보면 유학에 관한 문헌정리와 연구 들 중에서 가장 대표
적인 것이 ‘유장儒藏’, ‘유학중대기초연구儒學重大基礎硏究’,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문헌정리
활동이다.
1)‘유장’ 프로젝트
중국역사에서 불교나 도교의 경전과 그 주소注疏는 여러 차례 『불장佛藏』이나 『도장道藏』으로
편찬되었다. 그리고 지난 세기 80년대에 편찬된 『중화대장경中華大藏經』은 불교와 도교사상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유가문헌에 관한
편찬은 비록 『오경정의五經正義』,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 『오경사서대전五經四書大全』, 『황청
경해皇淸經解』 등 서적들과 관련도서 3503종류, 79209권을 수록한 『사고전서四庫全書』가 있으
나, 역대 유가문헌의 수집과 편찬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수많은 결루가 있으므로, 건국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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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에서는 또한 『사고전서존목총서四庫全書存目叢書』,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 『사고금괴
서총간四庫禁毁書叢刊』 등을 편집했다.
그렇지만 이상의 성과로도 유학문헌을 개괄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북경대학과 사천
대학四川大學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도 ‘유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북경대학이 선도하여 진행
한 ‘유장’ 프로젝트는 크게 두 부분, 즉 『유장』의 편찬과 ‘유가사상 연구와 유학경전 연구’로 나
눈다. 그 중 『유장』의 편찬은 또한 『유장』 ‘정화편精華編’(『유장총목儒藏總目』 포함)의 편찬과
『유장』 ‘대전大全’의 편찬으로 나눈다. 전자는 중국의 ‘사부지서四部之書’와 출토된 문헌 중에서
도 학술사상계에서 대표적 가치를 지닌 유가전적 문헌 461종류를 수록하고, 그것들을 281권의
책으로 구분하여 편찬하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에서 저술된 중요한 한문 유학전적과 문
헌을 100종류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40권의 책으로 편찬하여 합계 321권, 2억여 자의 책들을 편
찬해냈다. 그리고 후자는 중국역사에서 중요한 유가전적 6000부, 약 15억 자의 책을 수록하고자
하는데, 이는 2022년에 완성될 계획이다.304)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유장』 ‘정화편’
의 중국부분이 이미 200권이 편찬되었고, 그 중 100권이 출판되었으며, 나머지의 출판은 2018년
에 실행될 계획이다.
북경대학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아울러, 사천대학에서도 ‘유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삼장이십사부三藏二十四部’의 체제를 근본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그것은 경經,
논論, 사史와 같은 삼장三藏으로 나누어서 유가 이론에 관한 저작과 학술사적인 저작을 약 5000
여 부, 5억 자를 저술하여 수록할 계획이다.305) 그리고 이 프로젝트도 이미 2005년에 『유장』 ‘사
부史部’에 속하는 ‘공맹사지孔孟史志’ 50권, 2007년에 ‘유림연보儒林年譜’ 50권, 2008년에 ‘유림
사전儒林史傳’ 80권을 출판했고, 그 외에도 『유장』 ‘사부’의 ‘국학國學’, ‘부학府學’, ‘서원書院’
등 78권에 책에 대해 편찬과 교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주역』, 『상서』, 『춘추』삼전三
傳, 『시경』, 『주례』에 대한 교정도 수행하고 있다.
2) ‘유학중대기초연구儒學重大基礎硏究’ 프로젝트
‘유학중대기초연구’는 산동대학山東大學이 선도하는 유학부흥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편찬 중에 있다. 왕학전王學典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 날 유학기초
연구가 대부분 선진유학과 경학, 그리고 리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 이 프로젝트는
전통의 경經, 사史, 자子, 집集 등 사부에 들어있는 유학내용을 모두 아울러서 유학문헌에 대한
전례 없는 심층적 발굴과 정리를 지향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306)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백년유학정화‧공맹순편百年儒學精華‧孔孟荀編』, 『유가사론문헌췌편儒家史論文獻萃編』, 『집부유
학문헌췌편集部儒學文獻萃編』,

『중국정의론中國正義論』,

『유학소총서100종儒學小叢書100種』,

『한국집부유학문헌췌편 韓國集部儒學文獻萃編』 등 부속과제를 포함한다. 특히 두택손杜澤遜이
선도하는 ‘십삼경주소회교十三經注疏汇校’는 “국내외의 보존되어 있는 진귀한 판본들을 전면적으
로 교정하고 검토하며,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가 당, 송, 원, 명, 청 등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하
는 궤적을 추적하여, 착오로 삽입된 문자를 판별하고 학술계를 위해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출판

304) 李景林, 李祥俊 주편, 『京師中國哲學』 第1輯, 黑龍江人民出版社, 2010, 175-176쪽 참조.
305) 위와 같은 책, 232쪽 참조.
306) 王學典, 「建構基於中國經驗的學術體系」, 『人民政協報』, 2018년 2월 2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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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십사사二十四史』와 같은 중국 당대 학술 수준을 대표할 만한 신뢰성을 지니는 『십삽경주
소』 정본定本을 제공하고자 한다.”307)
3)지역적 차원에서의 유학문헌 편찬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지역적 차원에서의 유학연구가 발전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대륙유학의 학술계는 양명학, 주자학, 관학關學, 촉학蜀學, 호상학湖湘學
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학술계가 지역적 차원에서의 유학문헌에
대한 요구를 촉발하고, 지역성을 지닌 유학문헌이나 그에 관한 연구가 전례 없는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 그 결과로 학술계에서는 『파촉전서巴蜀全書』, 『절강문총浙江文叢』, 『온주문헌총
서溫州文獻叢書』, 『산석총서山石叢書』, 『관학문고關學文庫』, 『삭방문고朔方文庫』, 『섬서고대문헌
집성陝西古代文獻集成』, 『뢰주고전문헌집성雷州古典文獻集成』, 『안휘고적총서췌편安徽古籍叢書
萃編』 등 저술들이 출판되어, 이들은 대륙에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유학문헌에 관한 정리와 연구
가 아주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산출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중 『파촉전서』는 국가 사회과학기금
이 지정한 핵심 프로젝트이며, 2012년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다. 그 까닭에 이 프로젝트
는 지금까지 『장식전집張栻全集』, 『료평전집廖平全集』, 『송회요집고宋會要輯稿』, 『양청실유집養
晴室遺集』, 『중국효경학사中國孝經學史』, 『소괄시문편년전주蘇過詩文編年箋注』, 『송대조령전집
宋代詔令全集』, 『송대촉문집존교보宋代蜀文輯存校補』, 『위료옹집魏了翁集』, 『20세기유학문헌통
론20世紀儒學文獻通論』 등 저서를 출판하여 국내외 유학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관
학문고』는 국가 ‘십이오十二五’ 핵심도서 계획항목으로 선정되어 2015년에 합계 40종류, 47권,
약 2300만 자의 책을 출판했다. 그 중 문헌정리에 관련된 책은 26종류, 33권, 약 1865만 자에
이르고, 『장자전서張子全書』, 『남전여씨문집藍田呂氏文集』, 『이복집李復集』, 『원대관학삼가집元
代關學三家集』, 『왕서집王恕集』, 『설경지장순전집薛敬之張舜典集』, 『여남집呂柟集』, 『남대길집南
大吉集』, 『양작집楊爵集』, 『풍종오집馮從吾集』, 『이옹집李顒集』 등 송나라시기부터 명청시기에
걸친 29명 관학학자의 저술과 그에 관한 학술 연구서 14종류, 약 470만 자를 포함하는 저술을
출판했는데, 이는 관학에 연관된 인물의 사상평전과 관학사상연구를 거의 다 아울을 수 있으므로
현대 관학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중국대륙에서는 학파나 학자를 중심으로 유학문헌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실도 매우 풍부하다. 예를 들면 『양명후학문헌총서陽明後學文獻叢書』, 『설선전집薛
瑄全集』, 『왕세정전집王世貞全集』, 『주일신전집朱一新全集』, 『귀유광전집歸有光全集』, 『왕안석전
집王安石全集』, 『가정전대흔전집嘉定錢大昕全集』, 『초순전집焦循全集』 등 연구성과들이 폭 넓게
출판됨으로써 중국대륙 유학연구, 특히 유학문헌의 정리연구가 심층화되고 보편화되었다는 사실
을 의미한다.
3. 당대 중국대륙 유학에 관한 사상연구의 방향
유학연구는 중국대륙의 학술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내용이다. 우선 종적으로 보면, 이러한
유학연구는 선진유학先秦儒學, 한당경학漢唐經學, 위진현학魏晉玄學, 송명리학宋明理學, 청대박
학淸代朴學 등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에는 공자, 맹자, 순자, 동중서, 왕충,
한유, 소옹, 주돈이, 이정, 장재, 주희, 왕양명 등 과거 학술계에 익숙한 학자들에 관한 심층적
307) 張岂之, 『關學文庫‧總序』, 「李顒評傳」, 西北大學出版社, 2015,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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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뿐만 아니라, 설선薛瑄, 왕기王畿, 섭표聶豹, 풍종오馮從吾, 이이곡李二曲 등 과거 학술계에
서 외면되었던 학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포함된다. 또한 연구주제의 영역에서 보면 학술
계에서는 예禮, 인仁, 리기론理氣論, 심성론心性論, 의리관義利觀, 정치제도 등 영역에서 깊이 있
고 세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유학연구의 발전을 추동시켰다. 이와 더불어 학술계의
연구는 끊임없이 전통유학과 현대사회 사이의 결합점을 모색하여 서로 다른 유학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를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연구의 철학화, 경학화, 그리고 정치화이다.
1)철학화
유학연구의 철학화는 중국철학에 관한 학과가 설립되는 데 수반하여 생겨난 새로운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유학사의 편찬은 중국철학 내지 중국유학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국유학사는 근대 이후로 항상 중국철학사와 그 학과에 종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유학연구의 특징과 방향은 중국철학사의 편찬 및 그 학과설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1914년, 북경대학에서 개설된 ‘중국철학문中國哲學門’을 포함한 문과철학문文科哲學門은
중국 학술계에서의 첫 번째 ‘중국철학사’ 강의이고, 그 담당 강사는 진보신陳黼宸이었다. 그 후
진한장陳漢章과 마서륜馬敍倫은 진씨에 이어 교단에 나섰다. 그러나 1916년 사무량謝無量의 『중
국철학사』 출판에 이르기까지 중국 학술계에는 학과적 의미를 지닌 중국철학사와 그에 관한 연
구가 없었다. 비록 이 책에서 사씨는 ‘철학’이라는 개념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고, 서양철학을
기준으로 삼아 중국철학을 분류하며, 서양철학으로써 중국전통의 의리지학義理之學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시스템적인 서양철학의 훈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철학사는 여전히 유학을 중국
철학의 정통으로 규정하고, 경학 농단의 학술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사씨의
책은 전통경학사에 불과하며, 비록 근대적인 의의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근대적 중국철학사’에 미치지 못한다. 사실상, 중국철학사의 학과설립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그 후에 저술된 호적胡適의 『중국철학사대강中國哲學史大綱』 상권과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진 풍우란馮友蘭의 『중국철학사』인데, 이는 학술계의 보편적 지지를 받는 견해이다.308) 두
사람은 모두 서양철학을 기준으로 삼고, 서양철학의 개념과 용어를 빌려 그 방법론으로 서양철학
적 틀에 근거하여 중국전통학술을 정리함으로써, 서양철학과 대응하는 ‘중국철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이야말로 중국철학 내지 중국유학연구의 진정한 철학화의 여정
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서양철학으로써 유가의 리학을 발전한다”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등의 철학을 공맹, 노장, 정주, 육왕 등 사상과
회통시킨 하린賀麟이나, 모종삼牟宗三, 당군의唐君毅, 성중영成中英, 두유명杜維明 등 사상에 영
향을 받은 대륙학자들은 모두 칸트나 헤겔, 그리고 현상학의 이론으로 유학을 포함한 중국철학을
해석했고, 유학의 철학성과 형이상학적 성리학의 구축을 도모했으며, 유학연구의 철학화에 기여
했다. 비록 당대 중국대륙 학술계가 유학의 연구에서 최대한 서양철학과 결합하는 연구방식을 약
화시키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연구의 사유방식이나 구조적인 측면 등은 여전히 서양철학의 특질
을 어느 정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철학과의 결합을 통한 연구방식이 중국대륙 유학연구에
서 폭 넓게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주도적인 연구방식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틀림없다. 실제로 현
재 대륙의 철학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서양철학의 자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
308) 楊海文, 「中國哲學的“合法性危機”與重寫中國哲學史」, 『河北學刊』, 2004년 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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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학자들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유학의 의리를 보다 깊이 있게 제시하고 ‘유학의 세계화’라는
이념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서양철학의 관념으로써 유학을 해석할 때, 과도한 보편성의 강조나
어색한 개념착용, 그리고 맥락이 맞지 않은 짜짓기 등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2)경학화
중국 전통유학의 체계에서 경학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고대의 학술형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철학화를 지향한 유학연구와 달리, 경학화의 연구는 유가경전에 대한 주
소나 고증, 그리고 훈고 등 해석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러한 경학화의 연구는 주로 『주
역』, 『춘추』삼전, 『예기』, 『대학』, 『중용』, 『논어』, 『효경』, 『맹자』와 같은 유학경전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대륙 유학연구에서의 연구 맥락을 보면, 대부분 저술들이 경학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
고, 특히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은 경학화의 특징을 지닌 연구의 구체적
인 대상은 주로 『시경』, 『상서』, 『주역』, 『춘추』 등에 관한 것이다.
첫째로, 『시경』에 관한 연구는 (1)녹정綠淨의 『시경평주詩經評注』, 화봉華峰 등의 『시경전해詩
經詮解』, 조규부趙逵夫 등의 『시경삼백편감상사전詩經三百篇鑑賞辭典』, 장연화張衍華 등의 『시
경본의주석詩經本義注釋』 등 수많은 주석유형의 저술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
준영程俊英과 장견원蔣見元이 저술한 『시경주석詩經注析』인데, 이 책은 『시경』의 시대적 배경과
모전毛傳, 정전鄭箋, 주희의 『시집전詩集傳』, 진환陳奐의 『시모씨전소詩毛氏傳疏』, 왕선겸王先謙
의 『시삼가의집소詩三家義集疏』, 해방 후 갑골금석甲骨金石에서 출토된 문물 등에 관한 연구를
결합하여, 특히 『시경』 문구의 본래적 의미와 파생적 의미, 그리고 가차假借적 의미를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시경』 주석류의 저술이다. 또한 『시경』 연구에는 (2)조복림晁福林의 『상박간「시론」
연구上博簡「詩論」硏究』, 복모좌濮茅左가 주편한 『상해박물과장초죽서「공자시론자고노방대한」上
海博物館藏楚竹書「孔子詩論子羔魯邦大旱」』, 진전봉陳戰峰의 『구양수「시본의」연구신탐歐陽修「詩
本義」硏究新探』, 왕국우王國雨의 『조기유가「시」론급기철학의의早期儒家「詩」論及其哲學意義』 등
저술들을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와 같은 유형의 연구들은 『시경』의 연구와 더불어 출토된 문
물도 중요시하고, 『시경』의 특정 편들이 후세에서 변형되어 전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상서』의 연구에 관해서는 용소화龍韶華의 『귀선재「상서」삼모장구집해歸善齋「尙書」三
謨章句集解』, 이민李民과 왕건王建의 『상서역주尙書譯注』, 주병균周秉鈞의 『상서역해尙書易解』,
증운건曾雲乾의 『상서정독尙書正讀』 등 주석서 이외에도 다양한 전문연구 저술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전종무錢宗武의 『「상서」전석연구「尙書」詮釋硏究』는 『상서』 중에 나타난 12편의 문장을 수
록하여 언어학의 각도에서 그 속에 들어 있는 다의적인 문장과 어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사응용史應勇의 『「상서」정왕비의발미「尙書」鄭王比義發微』는 공전孔傳뿐만 아니라 『경전석
문經典釋文』과 『상서정의尙書正義』에도 입각하여 구절 별로 정현과 왕숙의 해석을 비교하고, 이
에 대한 후세학자들의 견해까지 실으면서 정현과 왕숙 사이의 경학논쟁을 새롭게 해독하고 판정
했는데, 아주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주건량朱建亮의 『「위고문상서」연구
「僞古文尙書」硏究』, 진명陳明의 『왕선산「상서인의」지덕성론여치도사상王船山「尙書引義」之德性論
與治道思想』, 장상룡張祥龍의 『「상서‧요전」해설: 이시, 효위원적정치「尙書‧堯典」解說: 以時, 孝爲
源的正治』 등 저술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상서』 연구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도록 기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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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는 『주역』에 관한 연구들인데, 이 부분의 연구는 당대 중국대륙의 유학 경학화 연구에서
가장 풍부한 성과를 성취했다. 『주역』의 주석서에 관해서는 수정판으로 출판된 김경방金景芳과
여소강呂紹綱의 『주역전해周易全解』, 황수기黃壽祺와 장선문張善文의 『주역역주周易譯注』, 고형
高亨의 『주역재전금주周易大傳今注』, 장추농章秋農의 『주역점서학周易占筮學』 이외에도 반우정
潘雨廷의 『주역표해周易表解』와 『주역우씨역상석周易虞氏易象釋』, 구방지寇方墀의 『전본주역도
독본全本周易導讀本』, 왕천책王天策의 『주역천미周易闡微』, 곡계명谷繼明의 『주역정의독周易正
義讀』 등 대량의 저술들이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학자들은 새롭게 출토된 문헌을 이
용하여 『주역』을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성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거연陳居淵의
『주역금고문고증周易今古文考證』은 『주역』에 나타나는 금문과 고문의 문자적 차이를 일일이 고
증하고 어떤 것이 『주역』의 원본인가를 검토했다. 또한 정사신丁四新의 『주역삭원여조기역학고론
周易溯源與早期易學考論』는 출토된 문헌을 이용하여 『주역』의 괘卦와 효爻의 성질의 유래를 면
밀히 검토하면서, 여러 무덤에서 출토된 ‘역론易論’과 마왕퇴백서馬王堆帛書 『역전』에서 나타나
는 일부 문제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넷째로, 『춘추』학에 관한 연구에는 여러 가지 주석서 이외에도 증역曾亦과 곽효동郭曉東의
『춘추공양학사春秋公羊學史』, 이주량李洲良의 『춘추필법론春秋筆法論』, 조백웅趙伯雄의 『춘추학
사春秋學史』 등 연구적 저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증역과 곽효동의
『춘추공양학사』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가장 완전한 춘추공양학에 관한 통사적 저술로서 『춘추』
학의 발전맥락을 중심으로 삼아 구체적인 학자와 그들의 저술에 대해 논술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2000년 이상 이어진 춘추공양학의 발전과 전승과정을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현재 『춘추』학에 관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된 유학의 경학화 연구는 대륙 학자들이 전통학술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유학을 연
구하려는 시도를 잘 보여주고 있을뿐더러, 전통유학을 현대적인 학술연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
는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학연구의 전문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3) 정치화
본래 유학에는 풍부한 정치적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화된 유학을 구축하는 것은
전통유학의 발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근대 이후의 유학연구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유학 정치화에 대해 주목한 바가 있었다. 예를 들면 모종삼은 ‘신외왕삼서新外王三書’
로 일컬어지는 『도덕적이상주의道德的理想主義』, 『역사철학歷史哲學』, 『정도와치도政道與治道』
를 통해 중국 전통사상, 특히 유학의 도덕심성이 정치 현대화의 기저로써 중국의 정치사상과 민
주정치를 연결하는 정치유학의 심성화心性化의 길을 모색했다. 그러나 “도덕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삼는 완벽한 정치관과 ‘심성이 하늘에 통달한다心性通天’는 이념으로 표방되는 절대적 진리성을
지닌 인성론이나, 그와 이원적으로 대립되는 현실적 역사관이나 엘리트주의적 주체의식 등”은 유
학 정치철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파악된다. 그래서 모종삼은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전통
사상과 현대정치 사이의 다리를 연결할 수 없을뿐더러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은 현대화의 과
정 속에 있는 중국사회와 민주정치의 발전과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고 말했다.309) 이와 같은
92

92

이론적 곤경, 특히 홍콩과 대만의 학자들이 심성론의 사상연구에 치중하는 데 반대하여, 당대 중
국대륙에서 장경蔣慶을 비롯한 학자들은 ‘정치유학政治儒學’이라는 연구실천이론을 내세웠는데,
그 목적은 전통유가 사상의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의 사회질서를 재정립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
치유학의 기본내용은 주로 ‘왕도정치王道政治’와 ‘유교헌정儒敎憲政’ 두 방면에서 나타난다. 왕도
정치는 중국고대에서의 ‘천天’, ‘지地’, ‘인人’ 삼재三才 모델을 다시 해석하여, 그것의 ‘삼중합법
성三重合法性’을 논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장경에 따르면 ‘천’의 합법성은 그 신성하
고 초월적인 품성에 있고, ‘지’의 합법성은 그 역사-문화적 품성에 있으며, ‘인’의 합법성은 민심
民心에 있다. 그리고 천도天道와 역사, 민심이 보장되고 서로 균형적 제압을 이룰 수 있다면 정
치권력의 팽창으로 인한 폐단을 막을 수 있으므로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적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310) 나아가서 장경은 ‘왕도정치의 삼중합법성’, ‘태학감국제太學監國制’, ‘의회삼원
제議會三院制’, ‘사인정부제士人政府制’, ‘유사사법제儒士司法制’ 등 새로운 정치제도들을 제시했
다.311) 비록 이와 같은 정치적 설계는 아직 모색 단계에 있고 중국의 현실상황에 그대로 들어맞
는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심성학에 치중하여 새로운 정치관을 구축하려는 홍콩이나 대만학자
와 달리, 『춘추공양학』에 입각한 연구의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 자체가 유학 정치학설의 커다란
공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장경의 이론은 그 속에 비록 현실의 민주제를 벗어나
‘옛 것에 의탁하여 제도를 변혁시키려는托古改制’ 경향과 민족주의, 그리고 문화적 보수주의의
색채가 내포되어 있지만, 전통유학 사상의 부활을 계기로 정치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시도를 했
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이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장경의 ‘정치유학’ 이외에 간춘송干春松이 제기한 ‘제도화 유학制度化儒學’도 또한 유학 정치
화, 또는 유학 정치제도 연구의 중요한 대표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유가사상과 중국
의 전통적인 정치제도, 그리고 사회질서와의 관계를 다루고, 이러한 관계가 중국 근현대에서 어
떻게 변화했는지를 규명하며, 나아가서 어떻게 유학과 그 자원들을 이용하여 현대 중국 정치사회
의 발전 내지 인민의 일상생활에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312)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유학 연구의 정치화는 한편으로는 ‘심성유학心性儒學’의 연구를 참조대
상으로 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대륙 유학자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드러낸 이론적 공헌
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4. 남은 논의들
당대 중국대륙 유학연구에 있어서, 위에서 다룬 세 가지 연구방향을 제외하고도 영향력을 발휘
하는 연구방향들이 있는데, 진명陳明을 대표로 하는 유학의 ‘문화화文化化’, 황옥순黃玉順을 대
표로 하는 유학의 ‘생활화生活化’, 한성韓星을 대표로 하는 유학의 ‘사회화社會化’ 등이 그것이
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중국대륙 유학의 발전은 문화, 생활, 사회, 윤리 등 어떤 면을 강조하
든지 간에, 그것들은 모두 한편으로는 당대의 유학 연구자들이 시대에 입각해서 유학을 부흥하고
전파하여 정치사회의 질서와 인륜적 규범, 그리고 인민의 가치와 신앙 추구에 적절한 구제방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학 자체에 풍부한 내포가 들어 있고,
309)
310)
311)
312)

湯忠剛, 『德性與政治: 牟宗三新儒家政治哲學硏究』, 中國言實出版社, 2008, 190쪽 참조.
蔣慶, 『政治儒學: 當代儒學的轉向, 特質與發展』, 三聯書店, 2003, 23-37쪽, 202-210쪽 참도.
蔣慶, 『廣論政治儒學』, 東方出版社, 2004, 27쪽 참조.
干春松, 『制度儒學』, 上海人民出版社, 2006, 9-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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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중국현대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면과 점차 깊이 있게 결합하는 무한한 활력을 엿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학자들이 민족의 주체성을 정립하여 정신적
인 차원에서의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염원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서의 유학 부흥운동
은 민족의 주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우려와 초조함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장태염章太
炎은 “무릇 국학이라는 것은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원천을 가리킨다. 나는 일찍이 경쟁하는 세
상에서 국학을 위시하는 것만으로는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들었지만, 국학이 부흥되지 않으면서도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또한 나는 나라가 망해도 국학이 소실되지 않은 것을 들
었지만, 국학이 먼저 망해도 나라가 여전이 무사히 존립할 수 있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국학을 부흥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점차 국가의 존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는 옛날에
있었던 위기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313) 여기서 장태염은 국학의 흥망
과 국가의 존멸을 연결시켰는데, 이는 그 당시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할 만한 견해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오늘날에 유학의 부흥을 강조하는 것은 민족 주체성의 유지보다는 민족 주체성에 대
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대륙 유학의 발전은 그 특수한 현
실적 고려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대 중국대륙의 유학 발전은 반드시 두 가지
관계를 합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첫째는 유학과 마르크스주의의 관계문제이다. 이는 중국대륙에
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학은 반드시 마르크스주의와 합리적으로 결합되어
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대륙의 정치문화의 발전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하는
동시에 유학을 흡수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전통문화를 제창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이념으로 삼아서 전통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체계를 강조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대륙의 현시적 문화영역에서, 유학을 위주로 삼는 전통문화의 발전도
마르크스주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발전하는 길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중국과 서구문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융합의 관계를 처리하는 문제이다. 현
재 서구문명은 분명히 강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근대 이후로 서구문명은 중국대륙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으며, 중국
현대화에서 외면될 수 없는 내용으로 자라잡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것은 근대 이
후부터 중국대륙에서의 각종 문화운동은 모두 서구문명에 대한 수용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것
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유학의 발전은 그것과 서구문명의 관계를 잘 다루는 데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중국학술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유학의 발전이 서구문명과의 충돌을 강조하
고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의 융합가능성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성립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번역자: 鄭懋 (啓明大 哲學科 博士課程)

313) 湯志鈞編, 『章太炎年譜長編』 上冊, 中華書局, 1979, 215-2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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