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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철학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드러
내는 차별성을 규명하고자 했으며, 그에 따라 철학사 안에서 두 사람의
철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
보다 정호와 정이를 하나의 철학으로 묶으려고 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
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호와 정이는 천리(天理)의 체인(體認)을 통
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인간, 즉 성인(聖人)됨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학문적 목표의 동일성과 다른 학문들에 대한 태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차별성이 존재하게 된 것은 정호의 이른 죽음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정호의 생전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정이는 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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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후 20년 간 자신의 철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
히 천지와 선악을 바라보는 정호와 정이의 관점은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
고 있었다. 맹자의 성선 개념을 보다 충실히 계승한 정이에 비해 정호는
공자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학의 무위자연적 측면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호와 정이의 철학적 차별성이 후대의 유학의 분기의 단초
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천리를 자신의 철학의 중심으로 삼은 점에
서 두 사람은 리학(理學)으로 묶을 수 있다. 그러나 후대의 학자들에 의
해 정호는 자기 내면에서 천리를 체인함을 강조하고, 정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 사물에 대한 탐구를 통해 천리를 인식하는 것을 중시
했다는 의미에서 리학과 심학(心學)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
이 차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천지자연과 선악(善惡)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정호에 비해
정이는 세상을 선과 악의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고 악이 선에 의해 제압
되는 보다 완전한 세상을 꿈꾸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을 하나의 천
리로 만들어 모든 세상을 도덕적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었다.
정이의 구상은 후대의 심학(心學) 계열의 현대 철학자들에게 공격받았
다. 그들은 정이와 주희를 하나의 계열로 묶으면서 유학 내의 정통이 아
닌 특수한 계열로 보았으며, 정호에 비해 그 철학적 경지가 낮다고 평가
하였다. 주희가 정이의 철학을 중심으로 삼았던 것은 분명하나 정호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성리학’이라는 주희의 원대한 구상 속에
서 북송오자의 학문은 녹아들어 있다. 정이가 그 중심이기는 했지만, 정
호 또한 충분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정호와 정이의 철학적 차별성
을 규명하여 그들 철학의 우위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리학이라는 큰
그릇 안에서 담길 수 있는 이야기들의 원형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주제어
정호, 정이, 이정, 차별성, 주희, 성선, 천리,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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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유학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철학 사상으로 동아시아인들의 삶과 문
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공자에 의해 시작이 된 유학은 그의 충실
한 계승자 맹자 이후 오랜 암흑기를 거쳐 송대에 이르러 북송오자(北宋
五子)에 의해 그 면모가 일신되었다. 북송오자 가운데 한 살 터울의 친
형제였던 정호(程顥)와 정이(程頤)는 유학의 부흥이라는 목표 아래 도가
나 불교에 비해 취약했던 유학의 형이상학적 토대와 공부 방법론을 제시
하였으며, 이는 주희(朱熹)에게 전해져 주자학 또는 성리학이라는 완결된
이론이 정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호와 정이의 학문을 이어받은 주희는 두 사람의 글들을 정리하여 
이정집을 편찬했는데, 두 사람 중 누구의 발언인지 명시적으로 드러나
지 않을 경우 ‘이선생어(二先生語)’라는 표현을 써서 앞에 편집해 두었
다.1)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선생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단순히
화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말이라
도 상관없이 두 사람이 같은 생각과 화법을 가졌다고 여긴 것인가의 문
제이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정(二程)’ 또는 ‘정자(程子)’라는 표현
은 두 사람이 동일한 철학적 지향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심
어 왔다. 물론 그들의 철학적 바탕과 지향점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일치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희는 두 사람의 천리의 체인을 통한 물아일체라는 철학적 지향점에
는 전적으로 동의하였지만, 정호의 ‘리에도 선악이 있다[理有善惡]’는 발
언이 내포한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였고, 그러한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이 철학에 보다 기울어졌다. 그러나 주희에게는 또한 당시의 모
1) ‘이선생어’는 이정집의 근간이 되는 이정유서 중 권1-10까지인데, 제자 이
약, 여대림, 사량좌, 유초, 소병 등이 기록한 말이다. 모종삼(牟宗三)과 그의 철
학의 계승자인 장덕린(張德麟)은 이선생어의 내용 또한 몇 가지 기준을 통해 구
분하려고 하는데, 정호 철학을 정이에게서 분리해내어 정립하려는 작업으로서
의미를 갖지만, 지나치게 정이의 철학적 관점과 방법론을 폄하하는 의도가 엿보
인다. 장덕린, 박상리 역, 정명도의 철학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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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학문들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철학을 완성하려는 포부도 있었다.
그러기에는 북송오자의 학문 가운데 정이의 학문만을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모종삼이 정이와 주희를 ‘별자위종’이라고 하면서 송대 유학의
본류는 정호라고 주장하였는데2), 주희 또한 정호 사상이 가진 포용적이
고 원융적인 태도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것이 사람들에
게 이해하기 어렵고 도가나 불가에 대한 형이상학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유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정호와 정이가 비록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이며, 서로를 존
경하고 비판하지 않았다는 평면적인 사실 너머에 둘 사이에 향후 전개될
유학의 분기의 단초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
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차별성을 강
조하기 위해 그들의 전혀 다른 철학적 지향점을 가졌으며, 이들이 정주
학과 육왕학의 원형이 된다는 식의 논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
하고자 한다.

2. 이정 철학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주희 이래로 정호와 정이를 ‘이정(二程) 선생’, ‘이정자(二程子)’, ‘정자
(程子)’ 등으로 칭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둘을 하나의 철학 또는 연
속적인 철학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희는 이정전
서로 두 사람의 글을 하나로 편집하면서 두 사람을 자신의 철학 안에서
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호와 정이의 어록을 구분해 수록해 놓은 것도
2) 모종삼은 불교 비판, 성인에 대한 평가, 유가 경전에 있는 주요 관념에 대한 깨달
음이 정호로부터 나왔고 정이는 부수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대체로 정호의 철학적 방법이 간결하면서도 심오하고 정이
의 말은 분석적이기는 하지만 자구 해석에 얽매여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
가는 정호와 정이 철학에 대한 또 다른 선입견을 줄 수 있다. 본고에서 둘 사이
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것은 누구의 우위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닌 유학 안에서
다른 관점과 방법론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임을 밝혀둔다.

410

전승 양상에 따른 이정(二程) 철학의 차별성 연구(박승원)

누구의 말인지 확인되는 것을 정호, 정이의 순서대로 놓았을 뿐이다.3)
황종희(黃宗羲)의 송원학안에서도 ｢명도학안｣과 ｢이천학안｣을 구분하
고 있지만, 두 사람의 철학적 차별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것도 아니
었다.
이정 자신들의 동일시와 주희, 황종희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
편에서는 둘 사이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송명(宋明) 유학의 분
기점으로 보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이것은 주로 정호가 천리를 내
면적 성찰을 통해 체인할 수 있으며 외부 사물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본 반면에 정이는 자기반성을 통한 천리의 파악이 가능하지만, 외부 사
물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어야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관점
에서 제기되었다. 그래서 정호는 도덕적 지식에 중심을 두고 정이는 객
관적, 지성적 지식에 기울었으며 이것이 후대의 심학(心學)과 리학(理學)
의 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4) 또한 정호는 천리에 있어서 선악의
공존을 인정한 반면에 정이는 선악을 철저히 구분하고 천리를 순선(純
善)한 것으로 한정시킨 점, 정호가 독서나 훈고(訓詁)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살펴서 깨닫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정이는 독서를 강조하
고 문장의 정확한 의미 파악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면서 둘 사이에 미묘
한 형이상학적 입장과 공부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
다.5)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면서 정호가 선진(先秦) 유가를 이어서 하나
로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하며, 정이는 주희로 이어져 정주학(程朱學)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유학의 별종이라고 치부하는 입장도 있고,6) 정이 철
학 안에서 정호의 철학이 종합되었다고 보면서 정이와 차별되는 정호의

3) 명도선생어로 모아놓은 정호의 어록은 이정유서의 권11-14까지이고, 이천선생
어로 모아놓은 정이의 어록은 이정유서의 권15-25까지인데, 정호의 기록은 주
로 유현이 기록하였고, 정이의 기록은 유안절, 양적, 주부선, 장역, 당체, 포약우,
추덕구, 창잠도 및 관중의 학자들이 기록하였다.
4) Hoyt.C.Tillman, Utilitarian Confucianism: Ch'en Liang's Challenge to Chu
Hsi,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41-42쪽.
5) 土田健次郞, 성현창 역, 북송도학사, 예문서원, 2006
6) 牟宗三, 中國哲學特講, 정인재․정병석 공역, 형설출판사, 424-45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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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들만 정리하는 입장도 있다.7)
이정의 철학이 주희에게 전체적으로 흡수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호와 정이가 기질이나 강조점 차이점만 있을 뿐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정호는 ‘심즉
리(心卽理)’라고 하지 않았고 왕수인처럼 마음 바깥에 리(理)가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들어 이정 철학이 다른 경지를 지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8) 이를 수용하면서 정호와 정이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투명한 작업이며, 그들이 심과 성의 개념적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즉리’와 ‘성즉리(性卽理)’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보기도 했다.9)
정호와 정이의 철학을 좀 더 대립적인 것으로 보려는 관점은 주로 명
대(明代) 이후부터 심학에 관심을 기울이던 학자들에게서 나타난 경향이
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정이를 주희와 연결 짓고 정호를 육구연과 왕
수인에 연결 짓고 있다. 앞서 언급한 황종희의 송원학안에서 ｢명도학
안｣과 ｢이천학안｣을 구분 짓는 것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둘 사이의 철학적 지향점의 차이를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풍우란은 정
이와 주희의 리학이 리를 파악하기 위해 외물에 대한 지식의 탐구를 강
조하고, 정호와 왕양명의 심학은 내면의 성찰을 강조하여 이들이 각각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왕안석(王安石)과
진량(陳亮), 장재(張載)와 호굉(胡宏) 계열을 추가하여 송대의 신유학의
입장을 네 가지로 분류하면서 정호와 정이의 차이를 일원론과 이원론으
로 규정하기도 하였다.10) 모종삼은 정이와 주희 계열을 인정하면서도
정호가 심학의 선구는 아니며 호굉이 정호를 계승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정호와 정이의 기질, 경향, 강조점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
가 있다고 지적한다.11) 서원화는 대륙 유물론의 관점에서 정호와 정이
7) A.C Graham, Two Chinese philosophers: Ch'eng ming-tao and Ch'eng Yich'uan, Lund Humphries, London, 1958, 95쪽.
8) 陳來, 宋明理學, 遼寧敎育出版社, 1991. 90-91쪽.
9) 이선열, ｢程伊川의 性卽理說硏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2-12쪽.
10) 손영식, ｢宋代 新儒學의 哲學的 爭點에 관한 硏究｣, 1993. 서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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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관유심론과 객관유심론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훗날 리학과 심학의
분기를 가져왔다고 파악하였다.12) 틸만은 정호와 정이가 천리를 체인하
는 방식에서 내면적 반성을 중시했는지 외부의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강조
했는지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13)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정이-주희 계열의 성리학에 주목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호와 정이의 철학은 정이에 의해 종합되어 다시 한 번
주희에게 흡수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후대의 육왕 심학
계열 학자들은 정이와 정호를 나누어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주자
학과 양명학의 분기의 연원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깔고 있으며, 정호가
심학의 개조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정 철학의 지향점
정호와 정이는 아버지 정향과 어머니 후씨 사이에서 1년 터울로 태어
난 형제였다. 본래 6남 4녀의 형제가 있었으나 온전하게 성장한 사람은
둘 뿐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애정이 매우 각별하였다고 한다. 정호와
정이는 어려서부터 같이 배우며 자랐으며, 정호가 죽을 때까지 학문적
동반자이자 지지자로서 역할을 주고받았다. 정호는 20년이나 먼저 세상
을 떠나게 되는 자신의 운명을 예상했던 것처럼 동생이 더 큰 학문적 완
성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였다. 정이 또한 형에 대해 무한한 존경을 표하
였고 둘 사이의 사상적 동일성에 대해 의심치 않았다.
명도 선생14)이 이천 선생에게 말했다. “훗날 스승의 도를 드높일 사
11) 牟宗三, 中國哲學特講, 정인재․정병석 공역, 형설출판사, 424-458쪽 참고.
12) 서원화, 손흥철 역, 程·朱 철학의 뿌리를 찾아서, 동과서, 288-289쪽 참고.
13) Hoyt.C.Tillman, Utilitarian Confucianism: Ch'en Liang's Challenge to Chu
Hsi,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95쪽.
14) 본고에서는 정호와 정이를 주로 사용하겠지만, 때로 인용문에서는 명도나 정숙
이라는 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이정유서를 유서로, 이정외서를 외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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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아우님이오. 만약 후학들을 이끌어 사람들마다 재주에 따라 성취
시키는 일이라면 감히 사양하지 마시오.”15)
(이천) 선생이 일찍이 장역에게 말했다. “내가 옛날에 명도 선생의 ｢
행장｣을 썼을 때 나의 道는 대개 명도와 같았다. 언젠가 내 견해를 알고
자 하면 이 글에서 구하면 된다.”16)

비록 형제 사이라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같은 시기의 학자들 가운데
정이에게 전혀 비판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정호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
다. 정이는 사문(斯文), 즉 우리 유학을 일으킬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
던 정호가 맹자 이래 침체된 유학을 되살린 주역이며, 그를 계승한 자신
또한 그 임무를 분담한 자부심을 가졌다.
명도 선생은 맹자가 죽은 이후 성인의 학문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
면서 이러한 성인의 학문을 계승하여 다시 일으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
로 삼기에 이르렀다. 명도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가 밝혀지지
못한 것은 이단이 이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옛날 양주, 묵가, 신불해,
한비 등 제자백가의 해악은 그 천박함으로 인해 잘못된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오늘날 노장과 불교의 폐해는 심각하여 그 잘못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옛날에는 이단사상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 그 어리석음을 이
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에 빠져들어 간다.
노장과 불교는 스스로 천덕을 탐구하여 천도의 조화를 깨달았다고 말하
면서도 사물의 이치를 밝혀내어 성과를 거두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것을 두루 포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인륜을 벗어나는
짓을 하고 있다. 깊이 파고들어 궁극에 이르고 지극히 미세한 것까지 미
치고 있다고 말하지만 요순의 도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오늘날 천하의
학술, 사상을 살펴보면 천박하고 고루한 것이 아니면 거의가 노장이나
불교일색이다. 성인의 도가 밝혀지지 않게 되자 부정하고 거짓되며 요
정문집을 문집으로 약칭한다.
15) 이정외서, 12-47. 伯淳謂正叔曰: “異日能尊師道, 是二哥. 若接引後學, 隨人才
成就之, 則不敢讓.”
16) 주자전서, 98-4. ｢伊川先生年譜｣. 然先生嘗謂張繹曰: “我昔狀明道先生之行,
我之道蓋與明道同. 異時欲知我者, 求之於此文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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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고 괴이한 학설과 사상이 다투어 생겨나서 사람들의 이목을 호도하
고 천하를 더럽고 혼탁한 세계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
여 비록 뛰어난 재주와 총명함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도 듣고 보는 것에
어쩔 수 없이 젖어들게 되었으니 그것에 취해 정신을 잃었으면서도 스
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올바른 길을
가로막는 잡초이며 성인의 학문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물리치고 나서야 성인의 도에 들어갈 수 있다.17)

사문을 되살린다는 이 사명은 두 사람에게 매우 공통된 학문적 지향
점이고 인생의 목표였던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두 사람
은 정호가 좀 더 앞서 나갔으며, 정이는 그 뒤를 묵묵히 따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형의 학문을 계승하기도 하고 더욱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
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희에 의해 두 사람의 학문은 정이의 학문 위
주로 흡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종삼이 주희가 정호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정이의 학문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다만
정호가 더 나은 학자이며, 정이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경지였다는 평가
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정호와 정이는 천리의 체인을 통한 만물일체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철학적 지향점으로 삼았다는 것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농담도 잘하고 직
설적인 화법보다는 우회적인 화법을 많이 썼던 정호와 달리 정이는 ‘정
문입설(程門立雪)’18)로 알려졌듯이, 매우 근엄하고 엄격하였으며 직설적
17) 문집, 11-1. ｢明道先生行狀｣. 孟子沒而聖學不傳, 以興起斯文爲己任. 其言曰:
道之不明, 異端害之也. 昔之害近而易知, 今之害深而難辨. 昔之惑人也, 乘其迷
暗, 今之入人也, 因其高明. 自謂之窮神知化, 而不足以開物成務. 言爲無不周徧,
實則外於倫理, 窮神極微, 而不可以入堯舜之道. 天下之學, 非淺陋固滯, 則必入於
此. 自道之不明也, 邪誕妖異之說競起, 塗生民之耳目, 溺天下於汙濁, 雖高才明
智, 膠於見聞, 醉生夢死, 不自覺也. 是皆正路之蓁蕪, 聖門之蔽塞, 闢之而後可以
入道.
18) 외서, 12-64. 주공섬이 여주에서 명도 선생을 뵙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
했다: “나는 봄바람 속에서 한 달이나 앉아 있었다.” 유초와 양시가 처음 이천
선생을 뵈었을 때 이천 선생은 눈을 감고 앉아 있어서 두 사람은 옆에서 서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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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화법을 사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명도가 말했다. “하늘의 명은 아득하여 그치지 않으니, 그것이 충이
아니겠는가? 천지가 변화하여 초목이 우거지니 그것이 서가 아니겠는
가?”19)
이천이 말했다. “하늘의 명이 아득하여 그치지 않음이 충이며, 건도
가 변화하여 각기 성명이 바르게 됨이 서이다.”20)

위의 인용문에서는 시경의 ‘維天之命, 於穆不已’21)에 대해 두 사람
이 설명하는데, 그 방식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정호는 반문하는 형
식으로 듣는 사람에게 생각을 하도록 돕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이
는 무엇은 무엇이라는 분석적 설명을 취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
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기를 요구한다. 모종삼은 이 부분에서 많은
설명을 하며 정호와 정이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나는 장면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호의 설명을 극찬하면서 정이가 정호처럼 이해해지 못해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이가 추구하는 방법
은 독서를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좋지만, 내성외왕으로 대표되는 유학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주희가 정이의 길을
걷게 되면서 둘 사이의 차이점은 드러날 수 없었고, 정이 위주의 학문으
다. 이천 선생이 문득 깨어나서 돌아보며 말했다. “그대들은 계속 여기에 있었는
가? 해가 이미 저물었으니 그만 쉬도록 하게.” 두 사람이 문을 나서면서 보니
문 밖에는 눈이 한 척이나 쌓여 있었다.(朱公掞來見明道於汝, 歸謂人曰: “光庭
在春風中坐了一箇月.” 游楊初見伊川, 伊川瞑目而坐, 二子侍立. 旣覺, 顧謂曰:
“賢輩尙在此乎? 日旣晩, 且休矣.” 及出門, 門外之雪深一尺.)
19) 외서, 7-1. 明道曰: “維天之命, 於穆不已, 不其忠乎! 天地變化草木蕃, 不其恕
乎!”
20) 외서, 7-2. 伊川曰: “維天之命, 於穆不已, 忠也, 乾道變化, 各正性命, 恕也.”
21) 시경, ｢周頌․淸廟之什․維天之命｣. 하늘의 명은 아득하여 그치지 않는다. 아,
드러나지 않는가! 문왕의 덕의 순수함이여, 무엇으로써 나를 아껴줄 것인가! 내
그것을 받아서 우리 문왕께 크게 순히 하리니, 증손들은 돈독히 하여 크게 힘쓸
지어다.(維天之命, 於穆不已. 於乎不顯, 文王之德之純, 假以溢我. 我其收之, 駿
惠我文王, 曾孫篤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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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22)
모종삼의 관점은 철저하게 정호의 방법론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지혜
의 경지가 정이가 따라 올 수 없는 것임을 수차례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의 관점이고 그의 의도일 뿐이다. 물론 정이가
보다 분석적이고 엄격한 구분을 선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이
철학의 한 특성이지 정호의 방식이 더 정통적이라거나 원대한 철학이라
는 어떤 객관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호의 방식이 존중되는 만큼
정이의 방식 또한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경지 운운하며 우열을 가리는
식의 평가는 옳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정이는 철저하게 자기와 정호의 사상적 동일성을 강
조했다. 자신을 제외한 북송오자 가운데 정이가 한마디의 비판도 가하지
않았던 것은 정호뿐이다. 근래에 와서 둘 사이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송명 유학의 분기점으로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해도,23) 정이는 정호
가 ‘스스로 터득했다[自得]’고 하는 ‘천리(天理)’를 그대로 이어받아 자기
철학의 중심에 두었으며, 천리의 체인을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인간,
즉 성인(聖人)됨을 학문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호와 동일한 철
학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4) 그래서 정호와 정이가 북송 대 유
22) 牟宗三 저, 전병술 역, 심체와 성체3:정호 철학, 예문서원, 2012. 28-30쪽
참조.
23) 틸만은 정호와 정이가 유가 철학의 주요한 개념이었던 천(天)을 리(理)로 대체한
점을 큰 공헌으로 거론하면서도 그들 각자가 리(理) 철학을 전개함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고, 그들의 차이점들이 훗날 도학(道學) 안에서 있게 되는
분기의 전조가 되었다고 본다. 그 이유로 정호는 자신 안에서 리를 구할 수 있고
사물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던 반면에 정이는 자기반성을 통한 리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외부 사물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어야 리를 이
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래서 정이는 객관적인 지성적
지식 쪽에 보다 기울었지만, 정호는 도덕적 지식 쪽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Hoyt.C.Tillman, Utilitarian Confucianism:Ch'en Liang's Challenge to
Chu Hsi,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41-42쪽.
24) 이 밖에도 도가와 불교를 이단으로 보고 비판한 점, 소식과 왕안석에 대한 태도,
주돈이의 태극, 장재의 기(氣), 소옹의 수(數)에 대한 비판과 무관심 등도 공유하
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이와 정호의 철학적 지향은 큰 차별성을 갖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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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정점을 이루고, 이를 남송의 주희가 계승하여 ‘성리학’으로 완결되
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철학사의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 두 사람의 철학을 무조건 하나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그 철
학적 분기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었으며, 그 분기와 철학적 차별성을 강
조하면서 둘을 완전히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 왔다. 이 글에
서는 우선 두 사람이 가졌던 철학적 지향점이 무엇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지향점을 접근하는 두 사람의 방식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글
을 전개할 것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모두 천리(天理)의 체인을 통한 물아일체를 철학의
중심 개념으로 삼고 성인(聖人)됨을 학문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이는 태학(太學)의 학생
시절에 호원(胡瑗)이 제시한 ‘안자(顔子)가 좋아했다는 학문은 어떤 것인
가’라는 문제에 탁월한 답변을 하면서 주목받게 된다. 이 답변에서 정이
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으며, 배움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25) 다만 누구나 동일한 천리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위험을 의식하여 장자(莊子)의
‘제물론(齊物論)’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불교의 의론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경계하지만, 장자의 사유는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과장과 천박함으로 점철된 것으로 폄하하였다.
물었다. “장주와 부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천이 말했다.
“장주를 어찌 저 부처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부처의 말에는 솔직히 고
원하고 오묘한 곳이 있지만 장주는 기상만 크기 때문에 천박하고 비근
하다. 사람이 자다가 비로소 깨어나자마자 갑자기 위아래와 동쪽서쪽을
보고서 하늘을 가리키며 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이와 같

25) 문집, 8-1, ｢顔子所好何學論｣. “그렇다면 안자가 유독 좋아했다는 것은 어떤
배움이었겠는가?” “배워서 성인에 이르는 길이다.” “성인은 배워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답한다. “그렇다.”(然則顔子所獨好者, 何學也? 學以至聖人之道
也. 聖人可學而至歟? 曰: 然.) 이하에서 이정유서는 유서로 이정외서는 외서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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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가? 집에서 늘 차 마시고 밥 먹고 있을 뿐인데, 자랑거리와 즐
거운 일이 뭐가 있겠는가?”26)

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교의 말들이 무엇인가 심오함이 있기는 했
지만, 인륜강상의 확립과 준수라는 유가적 현실 인식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정호와 정이 모두 불교에 대해서도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
다. 정호에 비해 분석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정이조차도 불교에 대해서는
치밀한 근거를 통한 비판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가까운 폄하의 분위기가
있었다. 가령, 불교의 ‘인증설’에 대한 두 사람의 평가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불교에 ‘印證’이라는 설이 있는데, 아주 우스운 일이다. 어찌 내가 도
리를 깨닫고 나서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옳지 않
다고 하면 옳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오조가 육조에게 三更에 와서 法
을 전하겠다고 명령하여 그 때에 맞춰서 전했다고 하는데,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27)
불가의 고승이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도에 통달한 것
인데, 또한 도리어 반드시 ‘印證’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아직 알지 못하
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한 다음에야 의심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도 스스로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스스
로를 믿는다면 비록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
다.28)

앞의 것은 정이의 말이고, 나중의 것은 정호의 말로 알려져 있다. 앞
26) 외서, 12-31. 問: “莊周與佛如何?” 伊川曰: “周安得比他佛? 佛說直有高妙處,
莊周氣象大, 故淺近. 如人睡初覺時, 乍見上下東西, 指天說地, 怎消得恁地? 只是
家常茶飯, 誇逞箇甚底?”
27) 유서, 19-50. 佛家有印證之說, 極好笑. 豈有我曉得這箇道理後, 因他人道是了
方是, 他人道不是便不是? 又五祖令六祖三更時來傳法, 如期去便傳得, 安有此理?
28) 유서, 15-58. 釋氏尊宿者, 自言覺悟, 是旣已達道, 又却須要印證, 則是未知也.
得他人道是, 然後無疑, 則是信人言語, 不可言自信. 若果自信, 則雖甚人言語, 亦
不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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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한대로 두 사람 모두 학문은 ‘스스로 터득하는[自得]’ 경지에 이
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한 ‘인
증설’처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이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다. 자기 자신이 절실히 깨달은 것은 굳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
아도 또는 왈가왈부한다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두 사람이 스
스로 터득한 것은 ‘천리’이며29), 정이의 표현으로는 ‘성즉리’30)라고 할
수 있다. 정호가 먼저 터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이는 정호보
다 오래 생존하면서 천리를 자신의 철학적 사유의 시작이자 종결로 삼게
된다. 정이가 볼 때,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천리인 성(性)을 부여받아 늘
새로움으로 가득한 ‘역(易)’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4. 만물일체(萬物一體)와 인(仁)
천리의 체인을 통해 만물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호와 정이가 강조
한 것이지만, 본래 그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 장재가 ‘내외를
하나로 하고 물과 나를 평등하게 하는데서 도의 큰 단서를 본다.’31)고
했으며, 소옹이 ‘이미 물을 가지고 물을 볼 수 있다면, 또 어떻게 그 사
이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32)’라고 진술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북송오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존재론적 사실이었다. 다만
그들이 만물일체의 경지를 해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가 드러
났을 뿐이었다.

29) 외서, 12-25. 명도가 일찍이 말했다. “나의 학문이 비록 전수받은 것이 있기
는 하지만, ‘天理’ 두 글자만큼은 스스로 체득해 낸 것이다.”(明道嘗曰: “吾學雖
有所受, 天理二字却是自家體貼出來.”)
30) 유서, 18-92. 問: “人性本明, 因何有蔽?” 曰: “此須索理會也. 孟子言人性善是
也. 雖荀楊亦不知性. 孟子所以獨出諸儒者, 以能明性也. 性無不善, 而有不善者才
也. 性卽是理, 理則自堯舜至於途人, 一也.”
31) 張載集, 권6, ｢經學理窟｣. 合內外平物我, 此見道之大端.
32) 皇極經世書, ｢內篇｣, 12장 13절. 既能以物觀物, 又安有我于其間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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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일체라는 존재론적 사실에 대해 정호는 정이보다 관심이 지대하
였으며, 천리의 직접적 체인을 통해 만물일체에 이르는 것을 지향하였다.
정호가 30세 무렵에 썼다는 ｢정성서(定性書)｣에는 만물일체의 의미에 대
해 조금은 난해하게 설명되어 있다.
‘定’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때도 定하고 고요히 있을 때도 定함이
니, 거부하거나 맞이함도 없고 안과 밖도 없습니다. 만약 바깥의 사물을
밖으로 여기고 자기를 끌어다가 그것을 따르게 하면 이것은 性에 안과
밖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性이 밖으로 물을 따라간다고 여긴다
면, 그 性이 밖에 있을 때는 어떤 것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밖의 유혹을 끊는데 뜻을 두면서도 性에 안과 밖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
함입니다. 이미 안과 밖을 두 개의 근본으로 여긴다면 또한 어찌 갑자기
定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 易에서 ‘그 등에 그쳐서 자신을 보지 못
한다. 그 뜰을 거닐어도 사람을 보지 못한다.’33)라고 했고, 맹자도 또한
‘지혜에 있어서 꺼리는 것은 천착하는 것이다’34)라고 했습니다. 밖은 그
르고 안은 옳다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을 다 잊는 것만 못합니다. 둘 다 잊
어버리면, 마음이 투명하게 맑아져서 아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定하게 되고, 定하게 되면 밝아지게 되고, 밝아지게 되니,
밝아지게 되면 어찌 物에 응하는데 연루되겠습니까?35)
33) 周易, ｢艮卦｣. 그 등에 그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 뜰을 거닐어도 사람을
보지 못하니, 허물이 없다.(艮其背, 不獲其身, 行其庭, 不見其人, 无咎.)
34) 孟子, ｢離婁下｣, 26장. 맹자께서 말씀하였다. “천하에 성을 말함은 故일 뿐이
니, 故라는 것은 理를 근본으로 삼는다. 지혜에 있어서 꺼리는 것은 천착하는
것이니, 만일 지혜로운 자가 우왕이 물을 흘러가게 하듯이 한다면 지혜를 미워
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우왕이 물을 흘러가게 하신 것은 그 무사한 바를 행하신
것이니, 만일 지혜로운 자가 또한 무사한 바를 행한다면 지혜가 또한 클 것이
다.”(孟子曰: “天下之言性也, 則故而己矣, 故者, 以利爲本. 所惡於智者, 爲其鑿
也, 如智者若禹之行水也, 則無惡於智矣. 禹之行水也, 行其所無事也, 如智者亦行
其所無事, 則智亦大矣.”)
35) 문집, 2-1, ｢答橫渠先生定性書｣. 所謂定者, 動亦定, 靜亦定, 無將迎, 無內外.
苟以外物爲外, 牽己而從之, 是以已性爲有內外也. 且以性爲隨物於外, 則當其在
外時, 何者爲在內? 是有意於絶外誘, 而不知性之無內外也. 旣以內外爲二本, 則
又烏可遽語定哉? ... 易曰: 艮其背, 不獲其身, 行其庭, 不見其人. 孟氏亦曰: 所惡
於智者, 爲其鑿也. 與其非外而是內, 不若內外之兩忘也. 兩忘則澄然無事矣. 無事
則定, 定則明, 明則尙何應物之爲累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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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정호는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실현
하기 위해 나와 바깥의 사물 사이의 의식을 동시에 잊어버리는 ‘내외양
망(內外兩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호의 방법은 장자(莊子)
의 ‘심재좌망(心齋坐忘)’36)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37)
정이가 정호의 행장에서 밝혔듯이, 정호는 도가나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한 사실이 있다.38) 그러나 정호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추구했던 궁극적
경지는 나와 물 사이의 의식을 제거하여 만물과 하나가 되면서 인을 이
루려고 했다는 점에서 불교나 도가와는 분명히 차별화된다. 정호의 ｢식
인편(識仁篇)｣은 글자 그대로 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 쓴 글이다. 그 첫머리에서 정호는 ‘학문하는 사람은 먼저 인
(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인은 사물과 혼연일체가 되는 경
지’39)라고 밝혀 두었다.
인에 대해서는 공자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도 무엇이라고 확정지어
말하지 않았다. 이는 인이 정의 내리는 개념이 아닌 어떠한 상태라는 것
을 암시한다. 정호 또한 ｢정성서｣에서 ‘자기와 바깥의 사물을 모두를 제
거하여 최종적으로 나와 남이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외물에 감응
하는 마음이 리(理)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 또
한 개념 보다는 어떤 경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지를 표

36) 莊子, ｢大宗師｣, 9장.
37) 張永儁은 이러한 정호의 ｢定性書｣의 내용이 정호가 도가에 출입한 증거라고 제
시하고 있다. 그래서 ｢定性書｣의 대의가 장자의 ‘心齋坐忘’, ‘順物自然而無容私’
등의 의미와 유사하며, 정호가 썼던 ‘將迎’, ‘內外兩忘’, ‘廓然大公’, ‘物來順應’과
같은 용어는 도가와 불교의 관념이라고 보고 있다. 張永儁, 二程學管見, 東大
圖書公司, 民國77, 16-21쪽.
38) 문집, 11-1, ｢明道先生行狀｣. 선생은 학문을 하면서 15-16살 때에 여남의
주무숙이 道를 논한 것을 듣고 나서, 마침내 과거보기 위한 학업을 싫어하고
굳은 마음으로 道를 구함에 뜻을 두게 되었다. 그 요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를 섭렵하고 노장과 불교에 몇 십 년을 출입하다가 다시 돌아와 六經에서
구한 후에 그것을 얻었다.(先生爲學, 自十五六時, 聞汝南周茂叔論道, 遂厭科擧
之業, 慨然有求道之志. 未知其要, 泛濫於諸家, 出入於老釋者幾十年, 返求諸六經
而後得之.)
39) 유서, 2상-28. 學者須先識仁. 仁者, 渾然與物同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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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말로 ‘물아일체(物我一體)’, ‘천인합일(天人合一)’이 쓰이고 있는
데, 정호는 심지어 그러한 말도 쓸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40) 그래서 만
물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주역의 음양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끌
어오기보다 의서(醫書)를 인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의서에서 손발이 마비되는 것을 ‘不仁’하다고 했는데, 이 말이 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仁한 사람은 천지만물을 일체로 여겨서 자기가
아님이 없다고 한다. 천지만물이 자기가 된다는 것을 알면, 어느 곳이든
지 이르지 않겠는가? 만약 자기에게 있지 않다면 본래 자기와 서로 간여
하지 않게 된다. 만약 손발이 不仁하게 되면 氣가 이미 통하지 않게 되
어 모두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널리 베풀어 뭇사람들을
구제한다.’라고 한 것은 곧 聖人의 공용이다. 仁은 말로 하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서기를 바라면 남을 세워 주고 자기가 통달하기
를 바라면 남을 통달하게 한다. 가까운 것에서 비유를 취할 수 있다면,
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41)라고 말할 뿐이다. 이와 같이 仁을 체득
하려고 한다면, 仁의 체를 얻을 수 있다.42)

정호가 여기에서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도했던 것도 결국 인이라
40) 유서, 2상-33. 천지의 변화를 체득한다고 말할 때, 이미 ‘體’라는 한 글자는
군더더기의 말이다.(言體天地之化, 已剩一體字, 只此便是天地之化, 不可對此箇
別有天地.)
유서, 6-14. 하늘과 사람은 본래 둘이 아니니, 합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天
人本無二, 不必言合.)
41) 論語, ｢雍也｣, 28장. 자공이 말했다. “만일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여러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仁하다고 할 만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仁에만 해당되는 일이겠는가! 반드시 聖人일 것이다. 요순도 그것은 오히
려 병으로 여기셨도다! 仁한 사람은 자신이 서기를 바라면 남을 세워주고 자신
이 통달하기를 바라면 남을 통달하게 한다. 가까운 것에서 비유를 취할 수 있다
면 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
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其猶病諸!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
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42) 유서, 2상-17. 醫書言手足痿痺爲不仁, 此言最善名狀. 仁者, 以天地萬物爲一
體, 莫非己也. 認得爲己, 何所不至? 若不有諸己, 自不與己相干. 如手足不仁, 氣
已不貫, 皆不屬己. 故博施濟衆, 乃聖人之功用. 仁至難言, 故止曰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欲令如是觀仁, 可以得仁之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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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공자도 명확히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경지라고 했을 뿐이니, 우리가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본질적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처럼 정호가 추구했던 만물일체의 경지는 몸으로 체
득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몸은 마음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정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우리들이 원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불가나 도가의 논의들의 심오함이
나 시원함에 감동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나 현실적 문제 해결
에 의문을 품게 되는데, 정호의 논의에도 이러한 아쉬움이 남는다.
정호는 만물일체를 말하고 인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경지이
며,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학습을 통해 단시일에 취득할 수 있는 지식과는 분명히 구
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 또한 설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
호는 바로 눈앞의 천지자연과의 직접적 일체를 이루는데 관심을 집중하
였기 때문에 그 천지의 내면의 구조가 어떠한가와 같은 우주론적 문제나
인간의 본성은 과연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많
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지극히 말로 하기 어렵다고 정호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만물일체의 경
지는 사실 매우 모호하며 실현의 구체적 방법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만물을 대대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모호한 구분을
가져오며, 만물일체만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물들과 인간 사이의 현실
적 차별성의 여지를 주지 않아서 유가의 인륜강상(人倫綱常)을 폐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정이는 이러한 점을 간파하였으며, 선악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인간과 만물들이 가진 차별성, 즉 분(分)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견지했던 것이다.
정이도 만물일체라는 존재론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만
물일체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
했다. 그래서 정이는 ‘거경(居敬)’과 ‘격물(格物)’이라는 구체적인 공부의
방법을 제기했던 것이다. 만약 만물일체가 가진 위험성에 대한 성찰이나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모색 없이 만물일체라는 존재론적 사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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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게 되면, 장자가 말하는 ‘제물(齊物)’과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는 것이 정이 철학의 전반에 깔려 있는 문제의식이었다. 정이는 자연과
인간이 본래 하나라는 의식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었지만, 그 의식의
저변에 현실적인 인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
은 각기 ‘분(分)’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그 분을 지켜나가고 있는 자
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 인간은 반드시 인륜이라는 인간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 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자연은 그 자체로 완전무결하
여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
국 자연과의 합일의 문제는 인간이 자신이 부여받은 분수, 즉 인륜강상
을 준수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정이는 보고 있었던 것이다.

5. 천리(天理)와 선악(善惡)
정이와 정호가 ‘천리의 체인을 통한 만물일체’라는 철학적 지향점을
공유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안에서 천리의 성격을 해명해 나가는 방
식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천리에 있어서 선악
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있어서 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호는 ‘역(易)’의 근본적인 원리인 만물의 대대(待對) 관
계를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천리에 있어서도 선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악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정호는 선악의 문제를 ‘과불급
(過不及)’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일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으나 모두가 천리이다. 천리 가운데 있는 물
에 반드시 선악이 있는 것은 대개 물이 고르지 않은 것이 물의 실정이기
때문이다.43)

43) 유서, 2상-29. 事有善有惡, 皆天理也. 天理中物, 須有美惡, 蓋物之不齊, 物之
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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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선악이 모두 천리이니, 악이라고 말하는 것도 본래부터 악한
것이 아니며, 다만 혹은 지나치고 혹은 미치지 못해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니, 양주와 묵적과 같은 부류들이다.44)

그러나 악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맹자 이래로 성선을 강조해 왔
던 정통의 유학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관점이었
다. 이에 대해 정호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성인은 곧 천지이다. 천지 가운데 어떤 물이 있지 않겠는가? 천지가
어찌 일찍이 선악을 가리고 나누는 마음이 있겠는가? 일체를 머금고 수
용하며 덮고 실어주는데, 다만 그 처함에 道가 있을 뿐이다. 만약 선한
것은 친근히 하고 불선한 것을 멀리한다면, 함께 하지 않는 物이 많아질
것이니, 어떻게 천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인의 의지는 ‘늙은이
는 편안하게 해주고, 벗에게는 미덥게 해주고, 젊은이는 품어주고자 하
는 것’45)에서 그친다.46)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정호가 천리에 있어서 선악이 공존하다고 인
정했던 것은 윤리적 차원보다 천지자연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선악을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다는 천지자연이라면 선뿐
만 아니라 악도 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악이 공존하는 것이 별 문제
44) 유서, 2상-11. 天下善惡皆天理, 謂之惡者非本惡, 但或過或不及便如此, 如楊
墨之類.
45) 論語, ｢公冶長｣, 25장. 안연과 계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
셨다. “어찌 각기 너희들의 뜻을 말하지 않는가?” 자로가 말했다. “수레와 말과
가벼운 갖옷을 친구와 함께 쓰다가 해지더라도 유감이 없고자 합니다.” 안연이
말했다. “자신의 잘하는 것을 자랑함이 없으며, 공로를 과시함이 없고자 합니
다.” 자로가 말했다. “선생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늙
은이는 편안하게 해주고, 벗에게는 미덥게 해주고, 젊은이는 품어주고자 한다.”
(顔淵季路侍. 子曰: “盍各言爾志?” 子路曰: “願車馬衣輕裘, 與朋友共, 敝之而無
憾.” 顔淵曰: “願無伐善, 無施勞.” 子路曰: “願聞子之志.” 子曰: “老者安之, 朋友
信之, 少者懷之.”)
46) 유서, 2상-31. 聖人卽天地也. 天地中何物不有? 天地豈嘗有心揀別善惡, 一切
涵容覆載, 但處之有道爾. 若善者親之, 不善者遠之, 則物不與者多矣, 安得爲天
地? 故聖人之志, 止欲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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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오히려 선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천지자연
또는 천리의 차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
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인간의
영역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호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 대립의 차원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이는 맹자의 전통에 충실히 따르면서 천리를 순선한 것
으로 한정시켰으며, 악은 절대적인 제거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천하에는 하나의 선과 하나의 악이 있다. 선을 버리면 곧 악이고, 악
을 버리면 선이다. 문에 비유하자면 나오지 않은 것은 들어가 있는 것이
니, 어찌 나오고 들어감 밖에 다시 별도로 하나의 일이 있겠는가?47)
천하의 理는 그 근원을 미루어 보면 선하지 않음이 없다48).

정이는 자연 본연의 모습으로 천리를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러한 자연
을 운행하는 질서의 측면에서도 바라보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인
간 사이의 질서에 유비시키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천리는 완
전무결해야 하는 것이며 절대로 악, 또는 불선함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천리여야만 성과 동일시되어[性卽理] ‘인간의 성
이 본래 순선하다’는 유학의 성선의 전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정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천리를 체인하여 이르게 되는 만물일체
의 경지가 내포하고 있는 패륜(悖倫)의 여지 때문이었다. 무작정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면 인간과 만물, 인간과 인간 사이
에 ‘분(分)’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유가의 인륜강상을 부정하는 양상을
띠게 되고, 유가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도가나 불교의 패륜의 상황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사회의 질서와 윤리적 가치를 본질적인
47) 유서, 18-12. 天下有一箇善, 一箇惡. 去善卽是惡, 去惡卽是善. 譬如門, 不出便
入, 豈出入外更別有一事也?
48) 유서, 22상-71. 天下之理, 原其所自, 未有不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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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기는 유가에게 있어서 이는 난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이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천리로서의 성을 가지고 태어남에 있어서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
이 같다고 해도 그 천리로서의 성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양상은 각기 다
르다는 ‘리일분수(理一分殊)’를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정이가 ‘리일분수’를 강조함에 따라 만물은 각자의 독자성을 지키면서도
그 공통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개개의 인간에게 인
륜강상의 확립과 준수라는 기본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더 궁극적이고 희망적인 목표인 자연과의 합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
성도 인식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만물일체의 경지에 대해서 정호는 천지와의 직접적
인 체인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정이는 만물일체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 또한 모색하
고 제시하려고 하였다. 만물일체의 경지에 이르는 것의 관건으로 정이가
제시한 것은 만물을 관통하는 하나의 천리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리(理)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개개의 사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격물(格物)’의 방법이었다. 정호와 정이의
학문적 방법론이 분기하는 계기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정호는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몸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
조했다면, 정이는 그렇게 모호해 보이는 방법보다도 독서로 대표되는 지
식을 축적하고 확장하면서 천리를 꿰뚫어 볼 통찰력을 갖추기를 희망했
다.49)
지식을 확장하고 축적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독서(讀書)
이다. 유가에서 독서는 성인의 도가 담겨 있는 경전의 독해를 의미하는
49) 이 지점에서 정호와 정이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것은 온당하지만, 단숨에 정호는
육왕학-심학의 개조로 정이는 정주학-리학의 개조로 구분하는 것은 성급할 것
이다. 정호 또한 기본적으로 경전을 기반으로 한 학문적 방법을 외면하지 않았
으며, 정이 단순히 독서나 개개 사물의 지식 축적만으로 천리를 파악할 수 있다
고 단언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428

전승 양상에 따른 이정(二程) 철학의 차별성 연구(박승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 이래로 수많은 유학자들이 경전을 음미하고
해석하는 것을 유학자의 기본적 활동으로 삼았다. 정호나 정이도 마찬가
지로 유가 경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이 이
정의 저작 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50) 다만 경전의 훈고(訓詁)에 대
한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성향이 잘 드러나고 있다. 먼저 정호는 훈고에
얽매이기 보다는 스스로 살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명도 선생은 시(詩)에 대해 잘 말씀하셨는데, 선생은 또한 장구의 해
석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다만 느긋하게 완미하면서 위아래로 읊조려
서 곧 사람들이 스스로 얻을 수 있게 하였다.51)
백순은 항상 시(詩)에 대해 말하면서 한 글자도 훈고를 하지 않았으
며, 때때로 한두 글자를 바꾸어 가면서 표점을 찍고 연결한 곳을 생각하
게 하여 곧 사람들이 살펴보고 깨닫게 하였다. 또한 말했다. “옛사람들
은 그래서 몸소 해보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52)

정이도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신경 쓰지 않을 것을 주문하기는 했
지만,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잊
지 않았다.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 글의 뜻에 구애받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배치
되고, 글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은 또한 지나치게 얽매여서 통하지 않는
다.53)

50) 정종모는 정이가 역전을 남기고 정호 저작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여 정호의 철학
이 경학을 우회해서 건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예로 정호의 어록 가운데
3/4 가량이 육경이나 사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논의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정종모, 정명도의 주역 해석과 그 경학사적 의의, 양명학 제45호, 한국양명학회,
2016. 265쪽 참조.
51) 외서, 12-29. 明道先生善言詩, 佗又渾不曾章解句釋, 但優游玩味, 吟哦上下,
便使人有得處.
52) 외서, 12-48. 伯淳常談詩, 並不下一字訓詁, 有時只轉却一兩字, 點掇地念過,
便敎人省悟. 又曰: “古人所以貴親炙之也.”
53) 유서, 18-94. 學者不泥文義者, 又全背却遠去, 理會文義者, 又滯泥不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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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볼 때는 먼저 그 글의 뜻을 깨우쳐야 하며 그러고 나서야 그 의
미를 찾아낼 수 있다. 그 글의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서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는 있지 않다.54)

이상으로 살펴볼 때, 정호와 정이는 철학적 지향에 있어서는 대부분
같은 노선을 걷고 있었지만, 그 접근 방식의 구체성에서 차이가 있었으
며, 그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그레이엄은 정이가 정
호의 철학을 계승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정호의 철학이 정이에
게 다 녹아들어 있다는 입장도 보인다.55) 두 사람의 철학은 정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현의 방법론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무게 중심은 정이
에게 두어야 할 것이다.56) 주희가 이정을 계승하면서 이러한 측면을 간
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주희가 ‘이정(二程)’으로 지칭하려 했던
것은 두 사람의 사유가 자신의 ‘성리학(性理學)’이란 보다 넓고 완성된
체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융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5. 나오는 글
정호와 정이의 철학적 지향점은 대부분 일치하였고, 서로 간에 각별한
54) 유서, 22상-93. 凡看文字, 先須曉其文義, 然後可求其意, 未有文義不曉而見意
者也.
55) 그레이엄은 정이의 철학에 이미 정호의 철학은 종합되어있다고 보면서 정이의
철학을 먼저 다루고, 정이와 차별성이 있는 정호 철학의 일부 특징들을 뒤에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레이엄, 앞의 책, 95쪽.
56) 모종삼은 ‘先秦 유가와 호응하고 계승하여 하나로 만든 사람은 정호’라고 하면
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맹자의 ‘性善’을 유가의 道統으로 본다면, ‘性卽
理’를 통해 누구보다 맹자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정이와 주희를 ‘別子爲宗’이
라고 보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장덕린은 모종삼의 견해를 답습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호와 정이의 어록을 구분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이선생어｣에 나오는 주요한 어록들의 대부분을 정호
가 주창한 것으로만 인정하여 정이의 철학적 위상과 진면목을 의도적으로 축소
하려는 혐의가 있다. 牟宗三, 心體與性體 2책, 44쪽. 張德麟, 정명도의 철학
,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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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질과 학문적 방법론은 그들의
차이점 또한 간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주희는 둘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
여 그것을 분리해내는 작업보다는 정이의 학문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정
호의 학문이 그 안에 융해되었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면서 정호와 정이는
별개의 철학자가 아닌 ‘이정(二程)’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실상 한 사람
의 철학자로 철학사에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희의 의도는 후대에도 충실히 계승되었으며, 두 사람의 철학
을 이어받아 더 완성된 철학 체계를 만들어낸 주희는 향후 거의 대부분
의 유학자들에게 존숭받게 되었다. 특히 조선에서는 그의 삶과 학문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
정을 자신의 학문 안에 품어버렸던 주희에 의해 이정의 철학은 각자의
개성을 상실하게 되고, 새로운 논의의 여지를 잠식당했다. 조선 유학에
서는 두 갈래의 형이상학적 논의의 틀, 즉 성(性)과 심(心) 가운데 주로
성에 대한 논의를 강조하는 성리학만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심학을 지
향하는 양명학과 같은 다른 그림을 그리는 유학은 자리를 잡지 못하였
다. 그러면서 조선의 유학은 심각한 편협함과 불균형의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조선의 유학이 여러 위대한 지성을 배출하고 또
한 그들이 수많은 지적 논의들의 결과물을 내놓고도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선의 이정 인식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주희의 이정 잠식이 가져온 문제점과 그 가
운데서도 이정을 제대로 보고자 했던 경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5월 2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6월 2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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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differentiation of two Ch'engs
philosophy through transmission aspect
Park, Seung-w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differentiations of the two
Ch'engs'(Cheng-Hao and Cheng-Yi) philosophy through
transmission aspect. Their idea on Heavenly Principle(天理 tianli)
and moral cultivation(修養 xiuyang, or 工夫 gongfu) shows well his
philosophical perspective on human and nature and practical vision
of how individuals of the society should be. Two Chengs'
philosophical perspective and practical vision can be better
understood to have been formed as a Confucian response to
Buddhist and Daoist philosophy that were dominant in the
intellectual scene of the Northern Song.
Ch'eng brothers's thoughts and achievements is known to us
through the sayings recorded by there students and successors.
Zhu-xi is a most representative and successful one of them. For
his influences, until recently we appreciated that both shared the
same ideas, so we may called "two chengs(二程)". But some
modern philosophers assumed that there were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them. This study focused on these
considerable differences and established fundamental reason that
created these in various aspects.
Ch’eng-Hao and Ch’eng-Yi elaborated on the shared vision,
revealing their philosophical uniqueness. Cheng-Hao assumes that
we do not need to look for Heavenly Principle in external things.
Because he thinks that we become aware of Heavenly Principle by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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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into ourselves. This approach is much vaguer and less
consistent than his brother Cheng-Yi. But his view of nature and
human is emotionally more plentiful. For him fundamental unity of
all things is not a concept but an experience. So the mutual
depedent of opposites is a harmony to be appreciated for itself.
And it gives meaning to good and death, life and death, right and
wrong, beauty and ugliness. This study addressed these issues
in-depth and suggested new opinion in various ways.

Keywords: Ch’eng-Hao, Ch’eng-Yi, two Ch'engs, difference, Zhu-xi,
the Innate Goodness of Human Nature, Heavenly Principle,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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