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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성리학의 심학화 경향에 대한 고찰: 
이간의 심성일치론(心性一致論)를 중심으로 

선병삼(성균관대학교)

Ⅰ. 서론: 송명이학의 연속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1. 송명이학은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을 이학(理學, 신유학)으로 병칭한 용어다. 송대 이학은 
주자를 통해 주자학으로 집대성되었고 명대 심학은 왕양명을 거쳐 양명학으로 완성되었다. 고
래로 정주이학과 육왕심학은 동일한 신유학(이학)에 속하면서도 끊임없는 대립과 배척(門戶之
爭)을 벌였다. 그리하여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의 관계에 대하여 연속성 측면 보다는 불연속
성을 강조한 평가가 주류를 형성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송명이학이라는 명칭이 직관
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송대 주자학과 명대 양명학은 성인되기 학문(求聖之學)이라는 신유학
의 정신을 공유하는 이학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그 공부론에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
도 사실이다.     

2. 조선시대는 주자학(성리학) 독존의 시대라고 한다. 가령 조선 성리학의 3대 논쟁으로 거론
되는 사칠·인심도심논쟁, 호락논쟁, 심설논쟁이 한결같이 주자(주자학)를 그 판정의 심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살필 수 있다. 한편 조선에서 양명학은 명대 사상계를 풍미했던 
그 당당한 위상은커녕 이단의 학문으로 폄하되어 학문적 존립 자체가 어려웠다. 결국 조선유
학은 중국 이학의 두 축인 주자학과 양명학 중에서 오로지 주자학에 근거하여 이학을 발전시
켰다고 할 수 있다. 

3. 이 대목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가설을 상정한다. 바로 ‘송명이학의 연속적 발전론’이 그것
이다. 중국에서 신유학(이학)은 송대 이학(주자학)에서 명대 심학(양명학)이라는 궤적을 그리며 
발전해 갔는데 조선에서 이학은 주자학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고 명대의 양명학 정신을 공유하
지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학에서 심학이라는 궤적을 그리면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치 이학이 하나의 생명체인 것처럼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른 변화상을 보
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성장과정을 거쳐 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4.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 초에 조선학계에 심학적 경향의 흐름이 포착된다. 이 시기의 심학
적 경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리학과 대립된 의미의 심학이 아니라 조선 학계의 
주자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 나타난 내향적 경향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양명학의 유
입에 의하여 촉발된 것이다. 이 시기 양명학을 변척하는 것이 주류였지만 조익, 이수광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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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학자들은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토대로 일정 부분 양명학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이 발전하여 18세기 정제두를 중심으로 한국양명학파(강화학파)가 형성된다.(최영
진, ｢조선성리학의 심학화 경향｣, 257-258쪽)

5. 퇴계를 중심으로 한 16세기 조선 성리학이 본체 혹은 리(理)를 그 자체로 규명해 내는데 
집중했다면, 이 시기 17·8세기 그들의 학문적 과제는 그 리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이자 리
의 내면적 처소로서의 심(心)과, 리의 존재론적 처소이자 리에 대한 인식을 위해 현실적으로 
우리가 잡아들어갈 수밖에 없는 물(物), 더 나아가 심과 물의 구성요소, 혹은 그 둘을 규정하
는 존재로서의 기(氣)에로 관심을 옮겨 그를 적절하게 해명해내는 데 있었다. ……호락논쟁과 
관련하여 17‧8세기는 참된 의미에서 심성학(心性學) 혹은 심학(心學)의 시대가 시작된 시대였
으며, 호락논쟁은 그 시대의 정신을 표출한 논쟁이었다.(문석윤, 호락논쟁 형성과 전개, 
37-40쪽) 

6. 한원진과 그의 논적 이간은 기호학파의 정맥을 계승한 권상하의 제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간의 학설이 양명학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단순한 ‘주자학의 내
향적 경향’이라고 한다면 한원진이 불교‧육왕학과 동일한 오류를 범했다고 극단적으로 비판하
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간의 학설은 조선성리학이 자생적‧내재적으로 발전하여 비주
자학적인 심학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아니면 한원진의 비판이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최영진, 
258쪽)   

7. 외암은 심성일치(心性一致)를 통하여 심을 본연의 순선한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과, 
심을 성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암은 이기불리(理
氣不離)와 이기동실(理氣同實)적 관점에서 논의된 이기론을 심성론으로 발전시켜 심즉성(心卽
性)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 이와 같은 외암의 심즉성 언급은 사상사적 맥락에서도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외암이 심과 성의 일치를 주장하는 언급은 주자의 성즉리(性卽
理)와 양명의 심즉리(心卽理)와의 사상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외암은 그의 심성론
에서 주자학적 견해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그의 본연지심 개념은 양명학의 본심과 상통하는 부
분이 많다.(정연우, ｢외암 이간의 심성일치론 연구｣, 204-205쪽)

8. 심순선설(心純善說)은 이기동실(理氣同實) 심성일치(心性一致)라는 이간의 중심 명제에서 
도출된 것이다. ……심과 성(리)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성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심성일치’
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심시기(心是氣)를 종지로 하는 기호학파에서 
심이 성, 곧 리와 일치한다는 주장은 자체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18세기 남당/외
암 미발논변과 이후 호락논쟁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서 논의된 것이다.(최영진, 258쪽) 

9. 외암이 심을 본연(本然)과 기질(氣質)로 구분하고 이를 성에 응대시켜 심성일치(心性一致)를 
주장한 것은 현실 세계에서도 미발의 본연지성이 온전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외암의 주장은 보통 사람도 성인의 본심(本心)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본심을 회복 보존하는 것은 외암 심성일치론(心性一
致論)의 중요한 목적이며, 그의 수양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정연우, 
208쪽); 논자는 조선시대 18세기에 기호학파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전개되었던 심의 순수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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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관한 격렬한 논쟁의 배경에는 인간 심성에 대한 이지적 이해의 목적과 함께 도덕 실천의 
근거가 되는 순선한 실체를 인간의 마음속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현, 조선 후기 미발심론의 심학적 전개, 349쪽)  

10.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1751)과의 논쟁 과정에
서 드러난 외암(巍巖) 이간(李柬, 1677-1727)의 심론은 조선성리학의 심학화 경향을 보여준
다. 아울러 상당수 연구자들은 외암의 심성일치론을 도덕실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
고 한다. 

11. 본 논문은 이간의 심성일치론을 다음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였다. 첫째, 심학화라는 의미
는 무엇인가? 둘째, 도덕실천의 강화라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셋째, 양명심학과
의 동이는 무엇인가? 
  
  

Ⅱ. 이간의 미발심체순선론(未發心體本善論) 

<1. 중용에서 자사가 논한 미발은 대본저미발(大本底未發)이다> 
1. 외암은 未發을 논할 때에는 깊고(心)•얖음(淺)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얖은 의미
의 미발은 단지 ‘사물에 접하지 않은 상태(不接事物)’를 지칭하는 것으로 부중저미발(不中底未
發)이고, 깊은 의미의 미발은 ‘본래 밝은 본체(本明之體)’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본저미발(大本
底未發)이다.

2. 미발은 이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용에서 논한 미발은 ‘사물에 접
하지 않은 상태’의 미발이 아니라 ‘본래 밝은 본체’의 미발이다.(외암, ｢미발변｣: 實則其心四亭
八當, 故其性不偏不倚. 此子思未發一言, 實發千聖所未發, 而其理盖極精矣. 故朱子曰: “以此心
而應萬物之變, 無往而非中矣.” 此大本底未發, 眞箇是築底處也.) 따라서 미발론은 심이 반듯하
고 성이 중정하여 천하의 대본이 되는 대본저미발(大本底未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데 남당은 부중저미발에 기반 하여 미발론을 전개한다고 비판한다.      

3. 대본저미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본의 미발은 성(性)이 
중정해야(不偏不倚) 하고, 중정한 성은 심이 반듯해야(四亭八當) 가능하다. 

4. 왜 그런가? 대본저미발은 미연(未然)의 사태가 아니라 이연(已然)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무
슨 말인가 하면, “리와 기는 함께 있어서 선후를 따질 수 없지만 미연(未然)의 사태를 논하자
면 리가 있고 나서 기가 있는 것이고, 이연(已然)의 사태를 논자하면 기가 있어야 리가 거처할 
곳이 있게 된다. ……사람과 사물의 심과 성은 이연(已然)한 사물이기 때문에 기가 없으면 리
를 논할 수 없고 심이 없으면 성을 논할 수 없다. ……기가 밝지 않은데 밝은 리를 말하고, 
마음이 선하지 않는데 순선한 선을 말하는 것은 기가 없어도 리를 말하고 심이 없는데도 성을 
말하는 것이다. ……기가 정통하면 리도 정통하고 기가 편색하면 리고 편색하다. 본심을 보존
하면 천리가 밝고 그렇지 않으면 천리가 없어진다. 이것이 결코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외
암, ｢미발변｣: 理氣有時一齊都有, 本不可以先後論. 然原其未然而言, 則分明有理而有氣; 據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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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然而言, 則又必待氣而後, 理有所安泊. ……人物心性, 是已然事也, 其不可無氣而說理, 無心
而說性. ……氣之正通, 理亦正通, 氣之偏塞, 理亦偏塞; 而本心存, 則天理明, 本心亡, 天理滅. 
此自然不易之實事也.) 이는 현상세계에서는 현상화 된 매개를 통하여 본체를 드러낸다는 사고
가 반영되어 있다.1)   

5. 따라서 외암은 “심(心)이 반듯하면 성(性)이 중(中)을 얻고, 기(氣)가 불순한데 리가 화(和)
하는 도리가 천하에 과연 있는가? 단지(單指)한 선(善)이란 사물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이기가 동실하고 심성이 일치한 곳(理氣同實, 心性一致之處)에서 말하였다.2) 
왜냐하면 리는 선한데 기가 선하지 않거나, 성은 선한데 심이 선하지 않으면 대본달도나 중화
의 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외암, ｢未發辨｣)라고 한다. 

6. 외암은 불용사(不用事)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자설을 거듭 주장한다. 남당은 수암(遂菴) 권
상하(權尙夏, 1641-1721)가 제시한 것처럼 “인간은 기질을 타고 나기 때문에 비록 미발이라
도 기질의 선악을 가지고 있는데”(외암, ｢미발유선악변｣: 人之氣質, 得於有生之初, 雖未發之
前, 美惡自在.) 다만 미발시는 기가 용사하지 않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외암은 “본
심이 주재하고 혈기(곧 기질)인 백체가 물러나 본심의 명령을 듣는 것이 불용사다.”(외암, ｢미
발변후설｣: 元來不用事一句, 彼此所指者異, 而古人之論未發, 亦原有兩般說, 於此辨則餘可見
矣. 夫本心宰而血氣退聽於百體。此愚之所謂不用事也。朱子曰: 若論原頭, 未發都一般, 自堯至
於塗人, 一也. 此一說也. 善惡混而猶未應接於事物, 此彼之所謂不用事也.)라고 한다. 여기서 외
암이 주장하는 대본저미발에 근거하면 미발시는 본심이 주재하고 혈기가 그 명령을 듣는 상황
이기 때문에 굳이 혈기(기질)의 선악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외암, ｢여송신보｣: 未發之大本, 固
非人人之所可言者, 而氣果有不用事時, 則實亦純是本然之理而已, 何必兼指其不用事之氣而爲言
乎. 是初非無所言者也, 盖亦無事於言者也.) 충분히 타당하다. 

7. 그러나 성리학 공리에 의거하면, 미발은 의식상태(마음)의 두 단계(미발과 이발) 중 이른바 
‘사려미맹이지각불매(思慮未萌而知覺不昧)’의 상태로 성(性) 자체는 아니고 성(性)의 체단(體
段)이다. 그리고 성은 재기지리(在氣之理)이기 때문에 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기는 
유선유악한 존재다. 그렇다면 남당이 주장하는 미발유선악은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이 아닌
가?3)  

8. 이 문제에 대해 외암은 수암에게 보낸 편지에서 혼요지기(昏擾之氣)의 가변성을 역설하면
서 남당(수암)의 입장을 반박한다.4) 그리고 이러한 설명 방식이 장고의 결실임은 그가 스승 

1) 외암, ｢답한덕소별지｣: 鄙說之以爲其氣也四亭八當, 故其理也不偏不倚者, 是不惟對高明救弊之論也, 自
受命以後, 則卽事之論, 不得不先於原本矣.

2) 천명과 솔성은 생득적인 측면으로 사람과 기타 존재가 모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발미발, 대
본달도는 오로지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도덕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하여 ‘理氣同實, 心性一致’를 제
출한다.(외암, ｢미발변｣) 

3) 남당은 이상의 입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남당집권35, 잡식, ｢내편｣(상): 先儒論心, 
皆以爲靜而存則只是善, 動而流於不善然後, 方有惡. 此論至正, 不可復易矣. 然其以靜而存者爲善, 盖
指其心之方靜, 湛然虛明, 物欲不生者而言耳, 非言其心之氣質之稟純善也. 若論氣質, 則淸粹者爲善, 
濁駁者爲惡, 而所謂淸粹濁駁者, 初非分屬動靜者矣. 論心體則指未發之虛明, 故謂之善; 論氣質則指本
稟之淸濁, 故謂之不齊.)

4) 수암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해에 남당에게 보낸 편지(외암유고권7, ｢답한덕소별지｣)도 이 문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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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5)    

9. 수암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암은 “제가 날마다 (마음이) 혼요(昏擾)한 중에 통렬히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해보니 그 혼요한 마음이 품수 받은 기의 혼탁(濁)하고 잡박(駁)한 데에 연유하
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탁박(濁駁)한 기의 실상을 깊이 따져보니 혼요한 것 외
에 별도로 탁박한 것이 있는 않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음(天)의 신령함에 
힘입어 일생 중 잠깐이라도 마음이 맑아져서 조금의 혼요한 기색도 없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탁박한 기운이 깨끗해지고 본연지기에 순일하게 되어서 미발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성인의 수지명경(水止鏡明)의 경지란 이 혼요한 기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외암, ｢
상수암선생｣: 小子逐日昏擾中, 亦甞痛自檢省, 則其所昏擾者, 專出於受氣之駁濁, 而於駁濁之
實, 又甞十分勘究, 則卽此昏擾之外, 更無別樣駁濁者. ……使小子賴天之靈, 或於一生之內, 霎
時之頃, 方寸湛然, 無一分昏擾之氣, 則竊意卽此駁濁者澄然, 純於本然之氣, 而未發之境, 始可
與聞於此, 而聖人之水止鏡明者, 亦不過無此昏擾耳.)     

10. 성리학은 존재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태극의 리는 같지만 품부 받은 기가 다르다는 이동
기이(理同氣異)로 설명한다. 이 기는 정편통색(正偏通塞)과 청탁수박(淸濁粹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간은 정통한 기를 품부 받아 만물 중에서 귀하고 타 존재는 편색한 기를 품부 받았
다. 다시 인간은 청수한 기를 받느냐 탁박한 기를 받느냐에 따라 성인과 범인으로 나뉜다. 인
간이 생래적으로 청탁수박한 기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남당은 청탁수박한 기의 생래적 제한성에 근거하여 범인이 미발일지라도 탁박한 기의 영
향을 받을 운명이라고 말한다. 바로 “심체는 미발의 허명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기질은 
기품의 청탁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남당집권35, 잡식, ｢내편｣(상): 論心體則指未發
之虛明, 故謂之善; 論氣質則指本稟之淸濁, 故謂之不齊.)는 입장이다. 

12. 그런데 외암은 마음이 혼요한 것은 기의 탁박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 탁박한 기의 
실상은 혼요한 마음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마음 상태가 혼요하지 않다면 탁박한 기는 없다고 
말한다. 결국 인간 안에서 청탁수박한 기는 불가역한 제한자가 아니라 수양을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가역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능성은 마음이라는 천군(天
君)의 주재 능력에 기인한다.6)          
 
<2. 본심은 명덕(明德)이다>
1. 외암은 남당이 미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문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

루고 있다. 이 편지에서는 외암 자신이 이와 같은 변론을 전개한 이유를 남당의 편지 내용을 서두에 
적시하여 밝히고 있다. (외암, ｢답한덕소별지｣: 來諭曰: 未發之前, 雖有善惡之偏, 未發以下十字, 極未
瑩. 善惡混頭䐉在此, 若一於靜而不用事, 則性於此乎中矣.)  

5) 외암, ｢상수암선생｣: “一向爭執於師友。不惟無益。實涉不恭。於是。不敢復爲辨難之計。姑欲尋理前
言。反驗己心。積以歲月。俟有少進而後。更謀就正矣。顧玆無狀。終年病憂。未究一書之旨。逐日昏
擾。不見未發之境。而流年恍惚。居然屢寒暑矣” 이 편지는 1712년에 작성되었다. 1708년에 시작한 
논변은 1709년에 ｢한산기행｣을 작성한 후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이 편지를 작성한 1712년을 기점으
로 다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6) 외암, ｢미발변｣: 天君主宰, 則血氣退聽於百體而方寸虛明, 此大本所在, 而子思所謂未發也. 天君不宰, 
則血氣用事於方寸, 而淸濁不齊, 此善惡所混, 而德昭所謂未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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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①본심(本心)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늘이 만물을 만들 적에, 인간은 음양오행의 정통(正
通)한 기를 받아 적연감응하는 묘리와 중화의 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물 중에서 신령하
고 고귀한 존재다. ②이 명덕(明德) 본체(本體)는 성인과 범인이 동일하게 갖추고 있다. ……그
러나 크게 구분하면 (인간 외의 타 존재에게 부여된 편색(偏塞)한 기와 다른) 바르고 막힘없는
(正通) 기이지만 이 기는 다시 청탁수박(淸濁粹駁)의 차이가 있다. 이것이 온 몸에 가득 찬 혈
기(血氣)이고 이른바 기품(氣稟)이다. 성인과 범인은 혈기에 구속되는 정도에 따라 마음이 어
둡기도 밝기고 하고 선하기도 악하게도 된다. 그러나 그 주객과 본말의 위계를 말하자면 마음
은 마음이고 기품은 기품으로 구분이 명확하고 분명하다. ③성인과 범인이 동일하게 받은 본
래적인 명덕 본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④명덕(明德) 본체는 성인과 범인이 동일하게 
받았지만 혈기(血氣) 청탁은 성인과 범인이 다르게 받았다. 명덕은 천군(天君)이고 혈기는 기
질(氣質)이다. 천군이 주재(主宰)하면 혈기는 몸으로 순종하여 따르고 마음은 허령하고 밝게 
된다. 이것이 대본(大本)이 있는 것이고 자사(子思)가 말한 미발(未發)이다.” (외암, ｢미발변｣: 
此正坐合下不識本心故也. 夫天之命物也, 惟人得二五正通之氣, 具寂感之妙, 中和之德, 而靈貴
於萬物. 此明德本體, 而卽聖凡之所同得者也. ……但於其正通大分者, 又不無淸濁粹駁之異焉, 
此卽血氣之充於百體者, 所謂氣稟是也. 聖凡之間, 隨其所拘之淺深, 而此心爲之昏明焉, 爲之善
惡焉, 而然其賓主本末之間, 心自心而氣稟自氣稟, 界分部伍, 亦甚井井矣. 故其本明之體, 聖凡
之所同得者, 則終不可得以昧者. ……愚謂明德本體, 則聖凡同得, 而血氣淸濁, 則聖凡異稟. 明
德卽天君也, 血氣卽氣質也. 天君主宰, 則血氣退聽於百體, 而方寸虛明, 此大本所在, 而子思所
謂未發也.)    

2. 외암은 왜 남당이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미발을 모른다고 하는가? 바로 명덕(본심)이 주재
하고 혈기가 순종하는 상태가 미발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남당은 미발에 
기질지성이 있다고 하지만, 미발은 천군이 주재하여 혈기를 다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발에
는 기질지성이 없다고 반박한다.(외암, ｢미발변후설｣: 天君主宰, 則血氣退聽, 方寸虛明, 此卽
本然之心, 而其理卽本然之性也. 天君不宰, 則血氣用事, 而昏明不齊, 此卽氣質之心, 而其理卽
氣質之性也.)    

3.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미발 상태는 마음이 반듯하여(사정팔당) 성이 중정한 상태다. 이
는 다시 말하면 반듯한 마음이 주재하는 상태로 곧 명덕이 주재하는 상태다.

4. 외암은 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 중 가장 기본은 ‘기지정상(氣之精爽)’이라는 설
명이다. 정상한 기인 심은 성에 비하면 자취가 있고, 일반적인 기와 비교하면 영적이다.7) 이
를 토대로 정리하면, 성은 리이고, 심은 기이다. 여전히 심시기(心是氣)이다. 그러나 이 심은 
기 중에서도 가장 수승(精爽)한 기로 허령물매(虛靈不昧)한 속성을 지닌다. 

5. 외암은 허령불매한 심을 더욱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심을 더욱 엄밀하게 규정한다. 심은 
천군(天君), 신명(神明), 명덕(明德)이지 결코 혈기(血氣, 곧 血肉之氣), 기질(氣質), 형질(形質), 
형기(形氣), 기품(氣稟)이 아니다.   

7) 외암, ｢미발유선악변｣: 主宰萬變, 則特方寸地耳, 是朱子所謂氣之精爽. 比性則微有迹, 比氣則自然又靈
者也. 朱子所謂所得乎天而虛靈不昧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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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암의 이런 기조는 남당이 제기한 거울 비유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 
주장을 요약해서 설명을 덧붙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남당의 입장: “미발에서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모두 같다는 것은 마음이 맑아져서 청탁수박한 기가 용사하지 않은 때이지 마음에 청
탁수박한 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거울이 모두 밝게 사물을 비춘다고 하더라도 그 
거울의 몸체인 철이 어떤 것은 정련되었고 어떤 것은 거친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과 같
다.” 이에 대한 외암의 반박: “거울이 밝은 것은 심이고, 그 소이연의 이치는 성이고 거울의 
몸체가 되는 철은 혈육(혈육지기)이다. 청탁수박한 기는 온몸을 이루는 혈기이고 심장(血肉之
心) 또한 혈기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의 심은 혈기와는 무관한 신명이고 명덕이다. 
따라서 거울의 몸체인 철의 상태는 거울이 밝은 것과는 별개다.”8)    

7. 외암이 생각하는 심, 곧 본심은 명덕이다. 바로 “명덕(明德) 본체(本體)는 성인과 범인이 동
일하게 갖추고 있다.” “성인과 범인이 동일하게 받은 본래적인 명덕 본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
는다.” “명덕은 천군(天君)이고 혈기는 기질(氣質)이다.” 정리하면 심은 분명 기이지만 이 기는 
일반적인 기가 아닌 수승하며(精爽) 언제나 허령명각하다. 비록 기품소구(氣稟所拘)와 물욕소
폐(物欲所蔽)로 난존이방(難存易放) 하지만 말이다.  

<3. 외암이 심성일치를 주장한 이유는?>
1. 외암 미발변의 최후의 글에 해당하는 ｢미발변후설｣에서 남당과 자설의 득실을 따지면서 자
신이 제출한 미발변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미발은 무슨 의미이며 어떤 경지인가? 
이는 실로 이기의 근원이고 심성의 기반이다. 근원이며 기반이라는 말은 이기가 실질을 같이
하고(理氣同實) 심성이 일치하는 것(心性一致)으로 말한 것이다. 성인은 본래 심이 이치대로 
작동하여 심즉성이고 성즉심이며, 마음의 본체는 중정하고 작용은 조화로워 별도로 공부를 논
할 것이 없다. 그러나 성인 이하의 사람은 기가 이치를 따르지 않고 심이 성을 따르지 않을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스스로 계구신독하고 단속하고 엄밀히 따져서 잘 지켜 잃지 않고 한
결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기가 실질을 같이하고(理氣同實) 심성이 일치하는(心性一致) 
공부다. 그리고 이 공부의 절차와 단계는 매우 정밀하고 엄정하다. <이것이 내 설의 본말(本
末)이다.>”(외암, ｢미발변후설｣)       

2. 성인은 이기동실 하고 심성일치 하지만 성인 이하의 사람은 이기동실 하고 심성일치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외암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이 미발설에서 이기동실 심성일
치를 말한 이유라고 한다. 

3. 외암의 심성일치를 수양론적인 각도에서 논하자면, 주자가 말한 “심과 리는 하나다(주자어
류 권5: 心與理一)” 또는 “일사일물이 모두 일정한 리를 갖고 있다. 오늘 내일 누적된 것이 
많아지면 가슴이 저절로 활연관통하니, 이와 같으면 심이 곧 리(心卽理)이고, 리가 곧 심(리즉
심)이어서 모든 행위가 다 이치에 맞게 된다(주자어류 권18, ｢대학5｣)”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공부를 통하여 리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8) 외암, ｢미발변｣: (남당)曰: “未發時聖凡皆同者, 指心體湛然者言也, 非謂淸濁粹駁, 至此皆同也. 鏡雖同
明, 鐵之精粗不同, 水雖同止, 潭之大小不同”云云. ……鏡水之譬明止, 心也; 明止之理, 性也; 鐵與潭, 
則其血肉也. 今論心而以鐵之精粗, 潭之大小言之, 然則渠所謂心者, 只是血肉形質也. 以是而論明德本
體, 聖凡之所同得者, 無乃遠甚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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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이를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논하자면,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리와 성이 기와 심에 
의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와 심을 떠나서는 리와 성이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다면 이기
동실과 심성일치는 기와 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특히 심과 성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도덕적 본성(덕성)을 논하게 되면 성은 심에 의탁하지 않고는 존재하기 어렵다(외암, ｢
미발변｣: 性理之善, 雖則不本於心氣, 而其善之存亡, 實係於心氣之善否. 心之不正而性能自中, 
氣之不順而理能自和, 天下有是乎?) 곧 심성일치는 공부를 통해 도달하는 경지이지만 이 공부
는 심의 주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인과 범인이 동일하게 받은 본래적인 명덕 본체
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기가 동실하고 심성이 일치한 명덕을 전제한다.      

5. 외암은 본인이 심성일치를 주장한 이유로 공부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그의 문집
에서 심성일치에 기반을 두는 공부론이나 공부 일반에 대한 외암만의 특색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는 외암의 허언이라는 말인가? 아마 이 문제는 그가 ｢오상변｣에서 남
당과 자신의 논변을 두고 평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것은 개념(名義)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지 그 실제적인 내용이야 활연관통한 후에나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이 경지를 감히 염두에 두겠는가마는 개념(名目情義)들이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강구할 내용이라고 봅니다’9)라는 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닐까?   

Ⅲ. 양명학과의 비교  

<1. 심즉리를 중심으로>
1. 양명학의 3대 테제를 들라면 심즉리, 지행합일, 치양지를 드는데, 심즉리는 양명이 37세에 
귀주 용장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일명 용장오도라고도 한다. ｢연보｣에는 ‘선생시오격
물치지(先生始悟格物致知)’라고 적혀 있다. 이는 양명이 후에 술회한 “오랑캐 땅(龍場)에 거하
는 3년 동안에 격물의 의미를 깨달았는데 바로 천하만물은 본래 궁격(窮格)할 것이 없고 그 
격물의 공부는 자신의 심신(心身)에서 하는 것을 알았다. 분명히 성인은 누구나 될 수 있고 각 
개인에게 달렸다.”(전습록, 318조목)”라고 한 내용과 일치한다. 

2. ｢연보｣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풀면, 마침내 왕수인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석곽 위에
서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한다. 차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점차 오지의 생활에 익숙해 가는 중
에 문득 ‘성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가령 공자가 나와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밤낮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름하는 중에 문득 비몽사몽간
에 누군가가 ‘성인의 도는 내 본성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 전에 외부 사물에서 이치를 찾
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불현듯 깨달음이 엄습했다고 적고 있다.

3. 양명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주자의 즉물궁리가 틀렸다는 입장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는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는 주자의 즉물궁리에 근거하여 대나무의 이치를 탐구
하다가 결국 병이 들었던 양명의 개인적인 경험이래로 이미 예정된 것이었지만 이때에 이르러 

9) 외암, ｢오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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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의 즉물궁리론은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누는 것이라는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에 도
달하게 된다. 주자는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누기 때문에 외부에서 定理를 찾는다고 하지만 성
인의 도는 이미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치를 찾는 것은 분명히 틀린 것
이다. 가령 내가 성인처럼 하면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니, 공자가 이 상황에서 하는 대로 내
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바로 공자가 되는 것이다. 공자가 공자 되는 이치가 어디 내 마음 밖
에 있는가? 

4. 양명이 제출한 심즉리를 직역하면 ‘마음이 곧 천리이다’는 말이다. 이 명제는 세 가지로 분
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말 그대로 마음이 곧 천리라는 의미다. 둘째는 용장오도에서 밝힌 것
처럼 ‘마음 밖에 천리가 없다는 의미다. 셋째는 마음이 조리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다. 이 세 
가지 해석은 상호 통용되며, 각각의 강조점이 있다.  

5. 첫 번째 의미는 전습록 34조목에 나온다. 혹자가 양명에게 질문하길, “사람들은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천리인데 어찌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불선을 행하기도 합니까?” 
하고 묻자 양명이 “악인의 마음은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답변한다.10) 두 번째 
의미는 ｢연보｣에 기록된 용장오도와 밀접하다. 바로 ‘성인의 도는 내 본성 안에 이미 갖추어
져 있다. 전에 외부 사물에서 이치를 찾은 것은 잘못이다’는 내용이다.11) 이는 주자의 즉물궁
리에 대한 비판과 연결된다. 셋째는 서애와 지선(至善)에 대해 논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12) 
서애가 양명이 주장한 심즉리설을 준용한다면 사물의 조리(이치)인 지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해 양명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밝혀진다.   

6. 대학 삼강령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지선은 명명덕과 신민 실천의 기준이다. 곧 사물
(명명덕, 신민)의 조리(이치)다. 모든 사물에는 그 사물의 조리가 있다. 가령 효도를 하고자 할 
때 효도의 도리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실천해야 올바른 효도가 될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
해 양명은 효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은 필요하면 배워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식이 부
모를 향하여 진정으로 섬기겠다는 그 효심이 없다면 그 효행은 위선적인 효도에 지나지 않다
고 한다. 효행은 효심이 전제되어야 하고 진실한 효심이 없이 하는 효행은 연극과 마찬가지라
고 본다. 올바른 효행(지선, 사물의 조리)은 진실한 효심에서 나온다. 바로 마음이 조리를 만
들어 낸다는 심즉리이다.13) 이는 양명이 고자의 인내의외의 설을 비판하면서 인내의내의 설을 
주장하는 대목과 왜 본인이 심즉리를 주창했는지를 밝힌 대목에서도 살필 수 있다.
      
7. 양명의 이러한 사유방식은 맹자의 사단과 사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
다. 바로 사덕은 사단의 이치(조리) 그 이상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지심이 없이 사
덕지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덕지리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사덕지리는 사단지

10) 전습록 상권, 제34조목.
11) 왕양명전집 권33, ｢연보(一)｣, 37세. 
12) 전습록 상권, 제3조목.
13) 양명 이기론으로 잘 알려진 ‘리는 기의 조리(理者氣之條理)’라는 이 조리가 세 번째 의미의 심즉리와 

연결된다. 부언하면 올바른 효도인 곧 조리에 알맞은 효행이란 진실한 효심(純於天理之心)에서 나온
다. 물론 진실한 효심이 아닌데도 객관적으로 조리에 알맞은 효행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효행은 결국에는 호리지차가 천리지류가 되면서 올바른 효도가 아니다. 양명 스스로 자신이 심즉리설
을 주장한 이유를 밝힌 내용을 주의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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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8. 양명의 이러한 사유는 조선시대 양명학을 대표하는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 1649-1736)
에게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하곡 양지론의 독특성을 두 글자로 정리하면 生理인데, 하곡이 인
심과 도심을 논하는 내용을 통해 살필 수 있다. 하곡은 이른바 형기(形氣)와 성리(性理, 곧 道
義)의 지각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생리적 욕구[形氣之心, 즉 形氣之私에서 발현한 마음)
는 생사와 수명, 추위와 휴식, 배고픔과 목마름, 이해와 호오,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성체의 
형질[性之質]이라고 하고 도덕적 열망[性理之心, 즉 性命之正에서 발현한 마음]은 자애와 측
달, 정의감과 염치, 외경심과 장중함, 예의와 분별하는 성체의 덕성[性之德]이라고 한다. 거칠
게 규정하자면, 형기의 지각 내용은 개체 유지를 위한 생리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 성리(性
理)의 지각 내용은 인간 본성의 도덕감과 관련되어 있다.  

9. 하곡은 형기지심과 성명지심의 상관성을 논하기 위해 ‘생신명근(生身命根)’이라는 조어를 
사용하여 ‘성지질(性之質)’도 ‘생신명근’에 근거하고 ‘성지덕(性之德)’도 ‘생신명근’에 근거한다
고 한다. 따라서 인간의 정상적인 생명 활동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만을 충족하거나 본질적
인 정신의 고양만으로 유지 재생산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원만하게 충
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생신명근’이라는 용어는 하곡이 만든 조어 중 하나로 ｢존언(상)｣ “일점생리설(一點生理
說)”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몸을 낳는 생명의 뿌리(생신명근)로 성(性)이다. 이 생신명
근의 성을 생리(生理, 생명 탄생)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이른바 명도가 말한 ‘생지위성(生之爲
性)’이고 ｢역전｣의 ‘천지지대덕왈생(天地之大德曰生)’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참마음[衷]으로 말하면 맹자가 말한 ‘성선性善’이요 중용의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라
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모두 하나의 생리(生理)이다.”

11. ｢존언(하)｣ “심신사개오리(心身事皆吾理)”는 하곡이 ‘심외무리(心外無理)’, ‘명덕신민내외
(明德親民內外)’, ‘선지후행(先知後行)’, ‘성정정동(性情靜動)’, ‘성심미발이발(性心未發已發)’, 
‘인심도심이기(人心道心理氣)’, ‘사단칠정이기(四端七情理氣)’ 등 송명이학과 조선유학의 중요 
문제들에 대하여 자문자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견을 밝힌 자료이다. 여기서 하곡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잘못된 답들이 하나 같이 ‘이기리지(理氣離之)’와 ‘이기이지(理氣二之)’의 잘못
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12. “이와 같은 (잘못된) 주장들은 모두 리(理)는 무형(無形)이고 성(性)은 생리(生理)가 없다고 
여기고, 리(理)는 리(理)이고 기(氣)는 기(氣)이며 심(心)과 성(性)은 상관없이 각자 존재하고 리
(理)와 기(氣)도 서로 다른 사항이라고 하는 데에서 연유한다. 가령 성(性)은 단독으로 성(性)이
라고 여긴다. 그래서 성(性)은 심(心)과 상관없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靜) 공부를 통해
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리(理)는 단독으로 리(理)라고 여긴다. 그래서 리(理)는 심(心)
과 상관없이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밖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둘로 나누고 갈
라보는 것은 근원처에서 애초에 이기를 나누어서 리가 기에 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심즉
성(心卽性), 기즉도(器卽道), 도즉기(道卽氣)라는 말은 마음 가운데에서 본체를 지적한 것이다. 
이 마음에 본원처[理]가 있다는 것을 살피지 못해서 내 마음에 있는 리에 근본하지 않고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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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에서 리를 구하려고 한다. 리를 떠나서 리를 찾아가는 꼴이니 리에서 더욱 멀어졌다.”(하
곡, ｢존언(하)｣ “심신사개오리(心身事皆吾理)”)14)    

13. 양지에 대하여 양명은 시비지심이라고 하여 마음의 본체이고 성(性)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기성정론으로 풀었을 때 사단지심은 성(性)인가 정(情)인가? 주자학의 공리에 따르자면 사단
지심은 정(情)이고 사덕이 성(性)이다. 그러니 시비지심인 양지는 성이 될 수 없는 법이다. 그
러나 하곡은 묻는다. 사단지심을 배제하고 사덕이라는 것이 있는가? 사단지심 밖에 별도로 상
정한 사덕이라면 이는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 상정한 성(性)일 뿐인 허리(虛理)에 지나지 않는
다. 이러한 이치는 실리(實理)도 아니고 생리(生理)도 아니다. 

14. 외암이 미발에서 이기동실, 심성일치를 주장한 이유는 중용의 미발은 이론적인 것이 아
니라 공부를 통해 실제로 도달한 그 미발상태를 규정한 실사(實事)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암
은 이기동실과 심성일치를 주장한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心)과 성
(性)이 미연(未然)이 아니고 이연(已然)이기 때문이다. 외암이 이연(已然)에 주목한 태도는 하
곡의 입장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2. 치양지를 중심으로>
1. 본래 양명이 양지를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 “시비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
고도 알고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으로 양지이다”(전습록 중권, ｢答攝文蔚｣, 179조목)라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이다. 현대어로 말하면 ‘선천(험)적 도덕판단 능력’이다. 여기서 주의할 사
항은 시비지심은 본연성(本然性)과 현성성(現成性)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본래적
으로 자아에 구비된 도덕판단 능력임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자아의 도덕판단을 주관한다는 점
이다.   

2. 양명 나이 49세 때에 진구천이 건주(虔州)로 양명을 방문하여 가르침을 청한다. 당시 진구
천은 양명에게 공부의 핵심은 대체로 알았지만 여전히 편안하게 공부를 해나가지 못한다는 심
경을 토로한다. 이에 대해 양명이 천리를 대상으로 추구하는 이장(理障) 때문이라고 하면서 치
(양)지로 치료할 수 있다고 답변한다. 그러자 어떻게 치(양)지 해야 하는가를 묻는 진구천의 
질문에 양명은 이렇게 답한다. 

3. “너의 양지가 바로 너의 준칙이 된다. (양지는) 의념이 발동한 곳에서 올바른 것은 올바르
다고 알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알아서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네가 양지를 속이지 
않고 착실하게 양지에 의지해서 선을 보존하고 악을 제거해 나간다면 양지대로 하는 것이 정
말로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다”(전습록 하권, 206조목).        

14) 하곡이 보기에, 외부에서 이치를 찾는 즉물궁리 공부론은 마음에 이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다. 물론 주자학에서 마음의 본체가 성(性)이라고 하여 마음에도 이치가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이 성
은 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성일 뿐이다. 아울러 리는 또한 어떤가? 
성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노정되었는가? 마음
을 떠난 성을 상정했기 때문이고 기를 떠난 리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주장
들은 모두 리는 무형(無形)이고 성은 생리(生理)가 없다고 여기고, 리는 리이고 기는 기이며 심과 성
은 상관없이 각자 존재하고 리와 기도 서로 다른 사항이라고 하는 데에서 연유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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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지가 의념이 발동했을 때 시비를 판단하는 준칙(準則)이라는 것은 시비지심이 본래적으
로 자아에 구비된 도덕판단 능력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자아의 도덕판단을 주관한다는 것
을 분명히 설명해 준다. 바로 이것이 양명이 말한 “양지는 천리가 영각(명각)하는 곳이다. 그
러므로 양지는 천리다”(傳習錄 중권, ｢答歐陽崇一｣，172조목: 良知是天理之昭明靈覺處, 故
良知即是天理.)라는 말의 의미다. 또한 주자가 말한 성즉리와 양명이 말한 심즉리가 갈리는 
지점이다. 즉, 마음에 성으로 갖추어진 천리의 본연(本然)에 중점을 둔 입장과 성이 마음의 영
각(명각)으로 발현된다는 천리의 실연(實然)에 중점을 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이른
바 ‘지존유불활동(只存有而不活動)’과 ‘즉존유즉활동(即存有即活動)’의 차이이며 양명이 말한 
“성(性)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知)는 현량(現良)하지 않은 적이 없다”(傳習錄
중권, ｢答陸原靜書｣，156조목： 性無不善, 故知無不良)는 말이다. 부언해서 말하면 심즉리이
기 때문에 선한 성은 늘 양지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양명의 입장은 ‘즉존유즉
활동(即存有即活動)’이라고 할 수 있다.    

5. 역대로 양명의 심즉리설은 불교의 심즉불(心卽佛)설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다. 
사실 주자가 성즉리를 주장한 이면에는 불교의 ‘작용시성’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작용시성의 본의는 ‘일상 안에 진리가 있다’는 의미이지만 주자학에서 비판한 ‘작용시
성’은 본성을 작용의 측면으로 끌어내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각작용의 주체인 심(心)
을 본체인 성(性)과 동일한 것으로 삼았다고 비판한다. 주희 사상의 핵심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주희 만년의 고족 진순이 『북계자의』 ‘심’을 설명한 조목에서 “불가에서 말하는 성이
란 유가에서 말하는 심일 뿐이다. 그들은 마음의 허령지각하는 작용을 성이라고 한다.”라고 
지적하는 대목에서 잘 알 수 있다.  

6. 이런 맥락에서 양명이 주장한 심즉리는 늘 불교의 ‘작용시성’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양명이 심즉리는 과연 작용시성인가? 이에 대해 올바른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자
와 양명이 마음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자는 마음이 이랬다저랬
다 하는 믿을 수 없는 점에 주목하고, 양명은 양심이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는 마
음의 활발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양현의 입장 차이는 『맹자』에 나오는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
면 잃어버리나니 들고 나는 것이 때가 없고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인저!”에 대한 해
석에서 일단을 엿볼 수 있다. 

6-1. 주자: “맹자가 공자의 이 말을 인용하여 마음의 움직임[신명]은 예상할 수 없어서 잃어버
리기는 쉽고 간직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잠시라도 마음을 보양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것을 밝혔다.”(『맹자집주』) 

6-2. 양명: “때도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다"는 이 말은 비록 일반인들
의 마음을 말한 것이지만 학자들은 마음의 본래 모습이 원래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래야 마음을 지키는 공부가 병통이 없게 된다. 또한 마음이 나갔다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들어왔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본체를 논할 것 같으면 본래 출입이 없는 것이다. 
마음의 출입을 논할 것 같으면 그것은 생각이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재하는 마음은 늘 
마음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데 어디를 나간다는 것이며 이미 나간 적이 없는데 들어온다는 것
이 무슨 말이냐!” (『전습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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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자는 마음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양명은 일반인들이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야 사실이지만 마음의 본래 모습은 언제나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고 말한다. 박은식이 『양명학실기』에서 양지를 감찰관
이라고 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주자가 성즉리를 긍정하고 심즉리를 부정하며, 양명이 성즉리도 긍정하고 
심즉리도 긍정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8. 외암이 심본선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본심이고 그 본심이란 바로 명덕이다. 비록 인간이 기
품과 물욕에 가려져서 명덕을 잃어버리지만 성인과 범인이 동일하게 받은 본래적인 명덕 본체
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외암 심론의 출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순선심유선악(性
純善心有善惡)을 주장하는 남당과 달리 외암은 심순선(心純善)을 주장한다.

9. 남당의 성(性)과 외암의 명덕(明德)과 양명의 양지(良知)를 횡적으로 비교해 보면 각각의 특
색을 살필 수 있다. 그 중에서 외암과 양명의 명덕과 양지를 비교하자면, 외암은 명덕이라는 
횃불로 세상을 비추어 그 안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양명은 양지라는 등불로 
세상을 밝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고 평할 수 있다.      

<3. 만가성인론을 중심으로>
1. 외암이 제시한 성범심동론은 양명이 제기한 만가성인론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어느 날 王
艮(王汝止)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자 양명선생이 ‘거리에서 뭘 보았는가?’ 하고 물었다. 왕간
이 ‘거리에 온통 성인들이 가득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네가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을 
성인으로 본 것처럼 그들도 너를 성인으로 본다.’라고 답해주었다. 다른 날 董蘿石(董澐)이 돌
아와서는 ‘오늘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하자 선생이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라고 물었
다. 동라석이 ‘거리에 온통 성인들이 가득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원래 그렇습니다. 이상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전습록 하권, 313조목) 

2. 이 대화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양명이 왕간과 동라석에게 제시한 서로 다른 답변 내용을 이
해하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이 인용문 바로 뒤에 “汝止圭角未融, 蘿石恍見有悟, 故問同答異, 
皆反其言而進之.”라고 하여, 왕간은 ‘규각미융(圭角未融)’ 하고 동라석은 ‘황견유오(恍見有悟)’ 
하기 때문에 양명이 다른 답변을 했다고 알려준다. 이를 바탕으로 풀어보면, 양명이 평소에 
‘길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성인이다.’는 식의 말을 강학 중에 했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왕간이 밖에 나갔다가 스승의 말을 따라 실천해보지만, 아직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성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양명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성인으로 본다”라
고 하여 그들이 성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양명보다 연로한 노인이었
고 시에 출중했던 동라석은 어느 날 길거리의 사람들이 양명의 가르침처럼 성인으로 보였는
데, 양명은 그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을 것이다. 

3. 이 고사는 명대 심학의 성인상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송대에 주공(周公)에
서 공자(孔子)로 성인상의 전환을 이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인은 저 멀리 존재하는 우리와
는 다른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강했다. 그러나 명대 양명학은 공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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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바로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해가 배경에 깔려
야 성학은 간이직절 하다는 양명심학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성즉리와 다른 심즉리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선병삼, ｢왕양명 심학의 3대 강령｣, 187-188쪽)  

4.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야말로 신유학(이학)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다. 외암
의 ‘明德是聖凡之同得’과 양명의 ‘滿街人都是聖人’을 비교해 보면, 외암의 주장은 성인이 될 
수 있는 존재론적 근거를 밝히는 데에 무게 중심이 있다면, 양명의 주장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실천적 측면에 무게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외암의 주장은 학술토론의 장에서 나
온 것이고, 양명의 주장은 강학활동의 현장에서 나왔다. 두 발언은 방점의 위치가 다르다.

Ⅳ. 결론:  정리와 조선성리학사에서 바라본 심성일치의 의의  

1. 외암이 자신의 ‘대본저미발’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이기동실(理氣同實)’은 하곡에게 
보이는 이기일원적 경향과 접근한다. 송대 주자학은 이기이원적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명대 
양명학은 이기일원적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주자의 이기이원적 입장은 리
의 주재성을 강조하면서 기의 제한을 벗어난 리의 실체성을 주장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양명학의 이기일원적 입장은 리의 주재성을 동일하게 강조하면서 기와 결합한 리의 실체성을 
주장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양지는 주자학에서 상정한 활동하지 않는 보편규범인 성과 달리, 시비판단을 그 속성으로 
하는 시비지심이기 때문에 이기일원적 성향을 갖게 된다. 외암 또한 자신의 ‘대본저미발’을 논
증하는 과정에서 본심(本心)을 근간으로 삼고, 그 본심(혹은 명덕)을 ‘허령통철’, ‘신명불측’, 
‘본심원무불선’으로 규정한다(외암, ｢미발유선악변｣: 論心之本體者, 一則曰虛靈洞澈, 一則曰神
明不測, 又曰本心元無不善). 

3. 외암은 자신의 ‘대본저미발’을 주장하면서 성인과 범인은 동일하게 명덕을 갖고 있다는 성
범심동론(聖凡心同論)을 주장한다. 이 명덕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고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외암, ｢미발변｣: 惟人得二五正通之氣, 具寂感之妙, 中和之德, 而靈貴於萬物, 此明
德本體而卽聖凡之所同得者也). 사실 인물성동이 논쟁에서 남당은, 외암이 인간과 동물의 본질
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인물성이론이고 남당은 인물성동론이라고 규
정한다. 이에 대해 외암은 만물이 오상을 모두 같이 품부 받았다는 입장에서 인물성동론을 취
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 차이를 본심(명덕)을 통해 구분한다. 남당은 성을 통하여 도덕
적 존재인 인간의 본질적 차이를 선언하고자 했다면, 외암은 심을 통하여 동물과 다른 도덕적 
존재인 인간을 밝혔다(외암, ｢미발유선악변｣: 天下之物莫不有心, 而明德本體, 則惟人之所獨也. 
天下之性亦莫不善, 而人皆堯舜, 則非物之所與也, 是謂天地之性, 人爲貴者, 而所貴非性也, 乃
心也.)   
  
4. 외암은 이기동실과 심성일치를 이루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구, 신독, 정일 공
부 등을 제시한다(외암, ｢미발변후설｣: 自聖人以下, 則恒患氣不循理, 心不盡性, 故凡自戒懼愼
獨, 以約之精之, 以至於其守不失, 無適不然者, 正欲其理氣同實, 心性一致之工也). 이는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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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공부론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양명의 공부론은 경외(敬畏) 공부와 더불
어 쇄락의 공부를 논하고 있으며(선병삼, ｢왕양명 정신의 양명적 특성 이해｣, 391-392쪽), 간
이직절(簡易直截)한 공부를 주장한다. 

5. 조선성리학 3대 논쟁의 마지막은 일명 심설논쟁이다. 심론(心論)으로 보자면, 성주를 중심
으로 하는 영남지역의 한주학파(寒洲學派)에서 주장하는 심즉리(心卽理), 퇴계의 정맥을 이었
다고 자부하는 영남지역의 정재학파(定齋學派)에서 주장하는 심합리기(心合理氣), 위정척사의 
맹장들을 많이 배출한 기호지역의 화서학파(華西學派)에서 주장하는 심주리(心主理), 존화양이
를 소리 높여 외친 호남과 강우지역의 노사학파(蘆沙學派)에서 주장하는 심지명덕(心之明德), 
그리고 독선수훈과 순정의리에 기반 하여 후진양성에 매진한 호남과 충청지역의 간재학파(艮
齋學派)에서 주장하는 심시기(心是氣)이다. 외암은 수암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수암은 우암을 
통해 율곡의 정맥을 계승하였다. 율곡학파의 심론은 심시기이다. 외암 또한 성즉리심시기(性卽
理心是氣)를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가 견지한 기로서의 심은 신명이고, 명덕이라는 점에서 율
곡의 정맥을 이었다는 간재학파의 심시기와는 구분된다. 그렇다고 양명학에서 주장하는 심즉
리는 더더욱 아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외암 심론의 특색을 잡아내는 작업은 조선성리
학 연구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작업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