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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심경과 심경부주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여 어떤 특징을 보여주
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조선에서 왜 심경부주가 그토록 주목받게
되었는지를 더욱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의 문제
의식이다. 그리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 두 책이 비슷한 배경, 곧
250년이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주자학의 위기 상황에서 그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등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노력에서
양자는 모두 주자학의 무게중심을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통해 주자학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러한 변화가 주자학에서
용인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여전히 주자학의 원심력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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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만큼 그 이론이나 관
점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음을 뜻하기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
민정이 주자학자인 진덕수의 심경에 부주를 추가하여 주자학적 서적을
주륙화해적 혹은 심학화된 이질적인 서적으로 그 성격을 바꾸었던 것이
아니라, 심경 자체에 이미 그러한 성격이 내재해 있었고, 정민정은 그
것을 간파하고 그곳에 자신의 주륙화해적 지향을 손쉽게 투영해 내었다
고 짐작된다.
그리고 심경과 심경부주에 남겨져 있는 이들의 족적을 통해 조선
에서 이황은 마침내 주희의 리학과 왕수인의 심학 사이에, 리학과 심학
의 특징을 함께 공유하는 제3의 길인 ‘주자학적 심학’을 완성할 수 있었
다. 그런 의미에서 심경과 심경부주는 이황의 주자학적 심학을 준비
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나름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심경, 심경부주, 주자학, 주자학적 심학, 퇴계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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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유학 특히 송명시대의 성리학은 그 자체로 이
미 ‘心學’이다. 성리학의 근원적 지향이라 할 수 있는 ‘內聖外王’이나 ‘修
己治人’의 실천 주체가 다름 아닌 ‘心’이고, ‘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
말로 성리학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리학 자체는 ‘심’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리학 자체가 이미 하나
의 심학이기에, 대부분의 성리학 관련 문헌들의 주요 내용은 모두 ‘심’과
관련되거나 그것을 논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듯 심에 대한 관
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서적 가운데 眞德秀(西山, 1178~1235)의 心經
과 그것에 주석을 부가한 程敏政(篁墩, 1445~1499)의 心經附註가 있
고, 이 서적들은 조선 성리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특별히 주목된다.
사서삼경을

비롯해서

近思錄이나

朱子語類

등

朱熹(晦庵,

1130~1200)나 주자학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자학의 나라 조선에서 학파를 불문하고 성리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책이 바로 심경부주였다. 이것은 심경부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
여주었던 李滉(退溪, 1501~1570) 이래 조선후기까지 약 100여 종의 
심경부주 관련 주․해석서나 문헌들이 등장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
렇듯 심경부주는 조선성리학에 미친 영향력에서 볼 때, 결코 사서의
아래에 둘 수 없는 서적으로, 조선성리학에 대한 이해와도 깊이 관련되
어 있다.
그런데 이토록 조선 성리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심경부주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실상 진덕수의 심경에 정민정이 주를 부가함으
로써 완성된 책이다. 이러한 연결고리에서 보자면, 조선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심경부주에 대한 이해와 분리될 수 없고, 또 심경부주에 대
한 이해는 결국 진덕수의 심경으로부터 다시 정민정의 심경부주가
등장하는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심경과 심경부주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여 어떤 특징을 보여주었는
지 이해할 수 있다면, 조선에서 왜 심경부주가 그토록 주목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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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더욱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기존의 시각에서 보자면, 진덕수의 심경이 주자학에 토대를 두
고 편집 출간되었다면, 정민정의 심경부주는 주륙화해론 혹은 일정부
분 陸九淵(象山, 1139~1192)의 심학적 영향 아래에서 편집 출간된 것
으로 이해되어 왔다.1)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심경과 심경부주는
상이한 목적 하에 상이한 학문 계통에 뿌리를 두고 편찬된 셈이다. 또한
심경부주는 결국 한 권의 책에 두 가지 상이한 목적과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는 이러한 기존의 시
각에 토대를 두지 않고, 심경에 주를 부가한 심경부주가 진덕수와
정민정의 지향을 이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기 보다는, 혹은 진덕수와 정
민정의 지향이 상이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기보다는, 양자의 지향이
일치하는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이중적이지도 않아서 하나의 흐
름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2)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물음을 제기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그 세 가지 물음은 각각,
심경과 심경부주가 어떤 배경이나 맥락에서 출간되었는지, 이 두 서
적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특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심경부주가 중국
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반면, 조선에서 그 토록 강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과 함께 조선 성리학에서 심경부주의 의미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구도에서 보자면, 심
경과 심경부주가 보여주고 있는 지향이 조선 성리학과 어떻게 연결되
1) 조대봉, 김종석 공역, 완역 심경부주(대구：이문출판사, 1991), 7쪽 참조.
2) 심경부주의 등장과정에서 상산학이나 주륙화해론의 영향 자체를 부정하기 위
해 이 글이 기획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러한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일정한 논의가 전개되어 온 만큼, 그렇게 일반화된 시각 외에 또 다른
시각에서 심경과 심경부주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바
로 이 글의 출발점이다. 양명학조차 주자학과의 단절이 아니라 주자학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는 때에, 양명학에 앞서 등장한 심경부주를 오로지
상산학이나 주륙화해론만을 계승하였을 뿐, 주자학과는 무관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 역시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문제의식 또한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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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 글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Ⅱ. 저술 배경 : 주자학의 위기
잘 알려져 있듯, 심경은 진덕수의 주요저작 가운데 하나이지만 중국
에서 크게 주목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은 최근까지도 크게 달라
지지 않았다. 중국이나 타이완에서 심경이나 심경부주 관련 연구논
문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중국철학사 등에서도
이들 서적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李申의 中國儒敎史에서는 진덕수
의 大學衍義와 그 안의 ‘正君心’에 대해 주목하였을 뿐이고,3) 蒙培元
은 그의 저서 理學的演變에서 진덕수의 ‘心體’와 ‘體用’에 대해 논하였
지만, 심경을 언급하지는 않았다.4) 진덕수의 학술 사상에 대한 전문
저술인 孫先英의 眞德秀學術思想硏究에서도 역시 심경이나 그 내용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5) 이렇듯 중국에서 심경은 지금까지
도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민정이나 심경부주
는 더욱 심해서, 어떤 중국철학사나 중국유학사 관련 저술 속에서도 언
급되지 않는다.
이렇듯 중국에서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주
목받지 못하고 있는 심경이나 심경부주는 어떤 등장배경을 가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 책들은 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을까? 우선
첫 번째 물음과 관련해서 심경을 편찬한 진덕수와 그의 시대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해 보자.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진덕수
가 주희의 재전 제자이고, 그가 심과 관련된 여러 유가 경전 및 송대 성
리학자의 격언들을 인용하여 편찬한 심경은 관료 생활을 하던 1234년
3) 李申, 中國儒敎史(上海人民出版社, 1999), 485-491쪽 참조.
4) 蒙培元, 理學的演變(福建人民出版社, 1989), 150쪽 참조.
5) 孫先英, 眞德秀學術思想硏究(上海人民出版社, 2008), 1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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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완성하여 당시 황제인 理宗에게 올린 책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그가 심경을 편찬하였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주목해
야 할 부분은 바로 심경을 편찬하여 황제인 이종에게 올렸다는 사실과
그렇게 책을 편찬하여 황제에게 올린 시기, 이 두 가지다. 당시의 역사
적 상황에서 보자면,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송대의 도학은 진덕수가 심
경을 지어 이종에게 올린 1234년까지도 여전히 유학의 정통적인 한 흐
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진덕수가 
심경을 편찬하고, 그렇게 편찬한 책을 황제에게 올린 일은 충분히 학술
사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慶元學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6)
경원학금은 남송중기 寧宗 초, 程朱學에 대한 일종의 사상통제령으로
1196년(慶元 2년) 8월에 시작되어 주희가 사망한 2년 뒤인 1202년(嘉
泰 2년) 2월에야 解禁된 사건이다.7) 탄압 대상이 된 주희를 대표로 하
는 성리학자들은 ‘거짓 학문[僞學]’ 혹은 ‘위학의 당[僞學之黨]’ 등의 죄
명으로, 중앙정계로부터 축출당하거나 제거되었다. 특히 주희 계열의 정
치가나 학자의 임관과 그 저서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사실에서,
대표적인 주자학 탄압사건으로 유명하다. 비록 약 6년 만에 도학에 대한
6) 程顥․程頥의 학문 곧 二程學에 대한 비판 탄압은 남송초부터 존재해왔다. 예컨대,
高宗 때의 재상 秦檜는 북송 蔡京시대 태학생 출신으로 王安石의 학문을 계승하여
신법당 색채가 농후한 인물이었는데, ‘元祐學術’을 계승한 구법당 계통의 이정학
에 대해 비판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對金抗戰을 고집중인 이정 계열 인사를 제거
하기 위해 강경책으로 대응했다. 1144년(紹興14년)부터 진회가 사망한 1155년
까지 송 조정은 이정학을 ‘專門曲說’로 규정, 과거시험에서 이정학적 관점을 수용
한 수험생은 모두 낙제시키는 등 이정학 규제의 방침으로 나아갔다.
7) 경원학금은 물론 일종의 사상통제령의 형태로 드러났지만, 그 실상은 종실재상
이었던 조여우와 외척 한탁주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북송후기의
신․구법당의 대립과는 다르게 명확히 구별되는 정책 대결을 찾아볼 수 없기 때
문이다. 한탁주가 정치적으로 대립관계로 있던 조여우 및 그가 후원하던 도학파
의 인사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이고, 학문 자체를 근절시키기 위
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경원학금에서 僞學黨籍에
등재되어 있던 인사가 모두 도학자인 것도 아니다. 그 당적에 등재된 59명의 공
통점은 사실상 한탁주를 공격했거나, 한탁주의 제거 대상이던 인물, 혹은 그런
자를 옹호했던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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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조치가 공포되면서, 사망한 주희와 趙汝愚(1140~1196)는 官爵을
추증받았고, 陳傅良(止齋, 1137~1203), 劉光祖(後溪, 1142~1222) 등의
復官이 허용되었다. 이렇듯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오래지 않아 해금이 이
루어졌지만, 주자학이 유학의 정통적인 흐름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로부
터 40년이나 지난 뒤인 理宗 淳佑초년(1241)에 와서의 일이었고, 이것
을 통해 주자학은 비로소 학술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원학금과 그 후의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에서 보자면, 1234
년 진덕수가 심경을 편찬해서 이종에게 올린 시기는 절묘한 위치에 있
음을 이해하게 된다. 1202년 비록 경원학금은 정치적으로 해제되었지만,
학술적인 측면에서 주자학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
던 시기에 진덕수는 심경을 저술함으로써 정주학 혹은 주자학이 결코
거짓 학문이나 유학의 이단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심경의 내용이 왜 고대 유가의 경전들에서 발췌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송과 남송시대 성리학자들의 언론으로 채워지게 되었는
지를 이해하게 된다. 북송에서 시작되어 남송으로 이어진 송대 성리학의
전개가 유가의 경전을 계승한 정통성을 공유하는 흐름 속에 위치해 있음
을 이러한 내용체제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처럼 심경의 저술 배경에서 보자면 ‘경원학금’은 주요한 계기를
제공한 셈이고, 그 목표는 서경으로부터 시작되어 주희로 이어진 심학
의 연원을 밝히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주학 혹은 주자학이
그러한 연원을 계승한 정통적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위축
된 주자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공인을 받기 위
한 그 나름의 노력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8) 그리고 진덕수가
심경을 편찬하여 이종에게 올린 후 7년 만에 주자학은 마침내 학술적
으로도 온전히 해금됨으로써 주자학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명(1368~1644)대에 정민정에 의해 편찬된 심
8) 高全喜, 理心之間, 朱熹和陸九淵的理學(北京, 三聯書店, 1992), 199~202쪽에
서도 경원학금 이후 리학의 부흥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진덕수와
魏了翁 두 학자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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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주 역시 비슷한 환경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주자학이 처한 환
경이 심경이 출간되던 때와 비슷한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곧 명나라
중기에 이르러 주자학이 다시 한 번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정민정은 심경에 주를 부가함으로써 새로운 주자학의 시대
를 기약하였다. 앞에서 살펴봤듯, 진덕수가 경원학금에서 비롯된 주자학
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심경을 저술하였다면, 정민정의 심경부주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주자학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부터 등장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민정의 심경부주가 주자학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시 정민정이 심경부주를 출간한
1492년의 당시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남송을 이어 원이 건국된
후, 처음에는 유학이 원의 통치계층으로부터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1313년에 폐지된 지 30년 만에 다시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주자
학은 원대에 이미 관학으로 자리 잡았다. 이때부터 四書에 대한 주희의
集註가 과거시험의 출제범위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명이
건국된 초기에 더욱 강화되었는데, 1414년(영락12) 오경대전과 사서
대전 그리고 성리대전의 편찬을 정부에서 주도하여 약 50여년 만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서적들의 내용이 대부분 주자학 계열의 저술과 관점
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에서 관학으로서의 주자학의 위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성기를 지나 명대 중기
에 이르게 되면 주자학은 그 한계를 드러내며 점차 형식화됨으로서 새로
운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명대 중기에 이르게 되면 무능
력한 황제가 연이어 재위에 오르면서 환관들이 정치에 깊이 간여함으로
써 정치적인 위기가 초래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경제의 발전과
함께 생산관계가 점차 변화함으로써 사회적인 인간관계 역시 새롭게 정
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9) 이러한 정치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남송시

9) 趙吉惠, 中國儒學史(鄭州：中州古籍出版社, 1991) 674~6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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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경원학금이래 명대의 영락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약 25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주자학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10) 이것은 정
치 사회적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주자학이 충분히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자학을 평가의 기준으
로 삼았던 과거제도는 주자학적 시각에서 해설한 사서와 오경을 암기만
할 뿐, 주자학의 진정한 이론체계나 그 정신을 계승하지 못한 쓸모없는
유생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창조적인 학자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진덕수의 심경에 정민정이 주를 부가하여 편찬한 심경부주
의 내용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 당시 주자학의 위기는 양명학으로 접근
해 가는 심학적 흐름이나 원대에 제기된 朱陸和諧論 등에 주목하여, 그
러한 지향으로부터 대안들이 모색되어졌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심경부
주가 진덕수의 심경 곧 사서삼경에서 인용한 경문과 그 경문에 대한
진덕수의 ‘原註’에 정민정의 ‘附註’와 ‘按’이 부가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진덕수의 ‘원주’는 대부분 주돈이, 정호, 정이, 주희 등의 글을 인
용한 것이라면, 정민정의 ‘부주’에는 앞의 인물 이외에 陸九淵(象山,
1139~1193)이나 吳澄(草廬, 1249~1333) 등과 같은 인물들의 글이 포
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심경부주 역시 명대 중기 이래 주자학의 영향
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새로운 내용의 책을 간행하지 않고 진덕
수의 심경에 주를 부가하는 방식을 택하였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정민
정의 학문적 정체성과 함께 그가 심경이라는 책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
는지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정민정의 경우 여전히 주자
학을 그 학문적 정체성으로 간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경은 경
원학금의 위기를 넘기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서적인 만큼, 그 역시 이
심경에 주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눈앞에 진행되고 있는 주자학의 위기

10) 高全喜, 理心之間, 朱熹和陸九淵的理學(北京, 三聯書店, 1992.), 2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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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심경이 심학의 연원을 밝힘으로써 경원학금을
통해 약화된 주자학이 유학의 정통적 흐름임을 보여주기 위한 저술이었
다면, 심경부주는 명대 중기 약화되어 가는 주자학의 영향력을 회복하
기 위한 모색으로부터 등장하였다고 이해된다. 공교롭게도 두 종류의 문
헌은 약 250년의 시차를 두고 등장하면서도, 비슷한 이유 곧 주자학의
위기가 저술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앞에서 제기했던 두 번째 문제, 곧 왜 중국에서는 
심경과 심경부주에 별 관심이 없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이 장을 마무리해 보자.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심경의 저술
목적과 관련된 것이다. 앞의 논의에 따르면 심경은 ‘경원학금’ 이후 주
자학이 비록 오래지 않아 정치적으로 해금은 되었지만, 학술적인 측면에
서 여전히 공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주자학을 정통 유
학으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간행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
한 간행목적에서 보자면, 그와 같은 목적이 성취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책이 주목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찾기란 쉽지 않다. 심경은 깊이 있
는 성리학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논하고 있기 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지 남송의 성리학, 특히 주자학이 유학의 정통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내용의 대부분
은 이미 경전들 속에 혹은 북송시대 성리학자들의 저술 속에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새로울 것도 없기 때
문이다. 이것이 심경이 주목받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짐작된다.
반면에 심경부주의 경우는 앞의 심경이 주목받지 못하는 원인
외에 다음과 같은 특징도 깊이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심경부주가 보여주고 있는 이중적 성격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
자학(리학)에 토대를 두면서도 상산학(심학)적 요소를 함께 갖추려 노력
한 심경부주는 주자학과 상산학 양자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도 있었겠
지만, 오히려 양자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던 것이다. 
심경부주에서 양자의 접목이 충분한 토대 위에서 성공적으로 제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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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경우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상산
학이나 양명학처럼 이미 온전한 형태의 심학체계가 등장한 상태에서 심
경부주가 보여주고 있는 이중적 성격이나 특징은 더욱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Ⅲ. 주자학적 무게중심의 이동
앞에서 우리는 심경과 심경부주가 어떤 배경이나 계기로부터 출
간되었는지와 함께 중국에서는 왜 이들 책이 주목받지 못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제는 이 두 권의 책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이 책들의 지향이나 좌표를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징은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동이同異에서 확인되는 만큼,
무엇보다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주희 혹은 주자학을 기준점으로 삼
아 이 두 책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심경부터 살펴보자. 書經에서 1장章, 詩經에서 2장, 易經
에서 5장, 禮記 ｢樂記｣에서 3장, 大學에서 2장, 中庸에서 2장, 論
語에서 3장, 孟子에서 12장, 周敦頣(濂溪, 1017~1073)의 글에서 2장,
그리고 程頤(伊川, 1033~1107)의 ｢四勿箴｣, 范浚(香溪, 1102~1151)의
｢心箴｣, 주희의 ｢敬齋箴｣․｢求放心齋銘｣․｢尊德性齋銘｣ 등을 인용하여 모두
3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경의 내용에서 보자면 이 책은 심성의 수양
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들을 충실히 모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이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관점 역시 주희나 주자학으로부
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최소한 정민정이 주를 부가
하기 전까지 진덕수가 편찬한 심경은 주자학적 틀이나 시각으로부터 크
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심경이 주자학의 기본적인 구도나
시각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을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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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모두 정교하게 주자학과 일
치하거나 동일한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성을 보여주
는 것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심경이라는 책의 제목이
다. 이 책의 제목이 이미 암시하고 있듯, 심경은 다른 주자학적 저술
들이 리기론을 이론체계의 출발점으로 삼는 관행과는 달리 심성론을 중
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근사록이나 
주자어류 등의 서적이 그 편제에서 리기론을 첫 출발점에 두고 있다면,
심경에서는 이러한 리기론에서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리
기론적 논의 자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심성론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명학처럼 주자학적 리기론을
해체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무게 중심이 리기론에서 심
성론으로 옮겨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11) 이렇듯 리기론에서 심성론으
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은 도덕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토대에 대
한 이론적 고민보다는 실천적인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뜻한다. 결국 도덕
을 실천하는 주체는 심이고, 그것은 심성론을 통해 논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서 공부론의 측면에서도 주자학이 늘 강조하고 있는 涵養
察識과 格物窮理의 공부 가운데 특히 함양찰식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 역시 주목된다. 이것은 道問學과 尊德性 공부 가운데, 도문학에 비
해 존덕성의 공부방법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12) 심경에
11) ‘양명학처럼 주자학적 리기론의 해체’라는 표현은 양명학에서는 주자학과 같은
구도의 리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자학에서 리기론은 도덕
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인 동시에 우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우주론이자 세계관의 토대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이중성에서 보자
면 주자학은 도덕의 문제를 인간에 국한하지 않고 우주와 세계 전체에까지 그대
로 투영하였다고 이해된다. 그리고 주자학에 대한 왕수인의 불만 역시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양명학에서는 더 이상 리기론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덕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는다.
도덕의 보편성과 객관성은 ‘심즉리’ 명제가 함축하고 있듯 심성론에서 직접적으
로 찾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왕수인은 주자학의 리기론을 해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주자학의 골격이 리기론과 심성론 그리
고 공부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양명학의 골격은 심성론과 공부론으로 단순화
되었다는 점 역시 동일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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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경전의 내용에서도 그리고 그것을 해설하는 진덕수의 原註에서도
격물궁리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희의 글로서는
大學 章句의 ｢格致章 補傳｣이 格物窮理에 대해 논한 대표적인 글이지
만 그것은 인용되지 않았고, 공부론과 관련되어서는 ｢敬齋箴｣ㆍ｢求放心
齋銘｣ㆍ｢尊德性齋銘｣과 같이 함양찰식 혹은 존덕성 공부와 관계된 글만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비록 존덕성과 도문학을
새의 두 날개처럼 여겨 어느 하나도 결핍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문학 공부보다는 존덕성 공부
를 더욱 근원적으로 보고 있음이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심경은 주자학적 구도로부터 일정부분
벗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특히 ‘人心과 道心’ 그리고 ‘인심과 인
욕’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주희의 경우 한 때
인심을 인욕과 연결하여 이해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인심과 인욕이 반
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주희의 이러한 관점은
인심과 도심이 그 뿌리부터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즉 인심이 도심이 되거나 도심이 인심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한 관점이
다.13) 반면 진덕수는 인심과 도심의 뿌리가 다르다는 점을 긍정한다.14)
12) 물론 ‘존덕성’ 공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유학체계
속에서 서로 다른 답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것이 어떤 내용
이든 도문학 보다는 존덕성 공부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3) 朱熹, 朱文公文集 ｢觀心說｣, “夫謂人心之危者, 人欲之萌也. 道心之微者, 天理
之奧也. 心則一也, 以正不正而異其名耳.” 朱子語類 卷61, ｢孟子十一 盡心下｣,
“孟子恐人只見得一邊, 故就其所主而言. 舜禹相授受, 只說‘人心惟危, 道心惟微’.
論來只有一個心, 那得有兩樣? 只就他所主而言, 那個便喚做人心, 那個便喚做道
心.” 앞의 구절에서 심이 하나라는 주희의 주장은 인심과 도심이란 결국 하나의
심이 보여주는 두 가지 양태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은 인심과
도심이 그 뿌리부터 구분되기 보다는 상호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주희의 시각은 이이에게 이르러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14) 眞德秀, 心經, ｢贊｣, “人心伊何? 生於形氣, 有好有樂, 有忿有懥, 惟欲易流, 是
之謂危, 須臾或放, 衆慝從之. 道心伊何? 根於性命, 曰義曰仁, 曰中曰正, 惟理無
形, 是之謂微, 毫芒或失, 其存幾希.”; 程敏政, 心經附註, ｢人心道心章｣, “西山
眞氏曰, ......夫聲色臭味之欲, 皆發於氣, 所謂人心也. 仁義禮智之理, 皆根於性,
所謂道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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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주희가 주장하는 인심과 도심의 상호전환 가능성을 부정하고, 인
심과 도심은 그 뿌리 혹은 근원부터 다른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
인심과 도심의 뿌리가 다르다는 것은 인간 행위를 낳는 동기가 두 가
지라는 점을 긍정하는 것이다. 진덕수가 말하는 ‘聲色臭味’라는 자연적인
욕구로서의 행위 동기와 그것을 넘어서 있는 ‘仁義禮智’라는 행위 동기가
그것이다. 전자가 기적인 요소라면 후자는 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자
연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구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처럼 리적인 요
소가 직접적으로 인간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심과 리의 내적
관련성 혹은 동질성을 긍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심과 리의 내
적 관련성 혹은 동질성’, 곧 ‘심즉리’를 부정하였던 주희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간 행위의 동기가 두 가지라는 사실을 긍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점에서 볼 때, 인심과 도심의 관계에 관한 진덕수의 관점은
이미 주자학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곧 심과 리
가 모종의 형태, 곧 내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지점
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학적 지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렇게 주자학과의 관련성 속에서 대체적인 심경의 특징이 확인되
었다면, 정민정이 주를 부가하여 편찬한 심경부주에서는 어떤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심경부주는 심경이 보여
주고 있는 특징을 간직하면서도 그것에 비해 더욱 노골적으로 주자학과
의 거리를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정민정의 부주
에 오징이나 육구연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존덕성 공부에 대한 강조는 심경에 비해 더
욱 뚜렷한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존덕성 공부를 강조하며 제시
되는 정민정의 관점은 왕수인의 ‘주자만년정론’과도 상당한 유사성을 보
여주는데, 그것은 ｢尊德性齋銘｣장의 附註에서 확인된다. 정민정은 심경
의 마지막 장인 ｢존덕성재명｣장에 대한 부주에서 다음과 같은 주자의 말
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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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 말하기를 伊川은 다만 ‘主一을 敬이라 하고, 無適을 一이다’
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것이면 되는 것이요, 또 다른 일이 더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존덕성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말하였는데 이제 생
각하니 그렇지 않다.”15)

그리고 이 인용문 아래에 정민정은 다시 자신의 해설을 다음과 같이
붙여 놓았다.
“주자가 만년에 학자들이 講說에만 몰두하고 涵養하는 것을 廢하여
언어문자의 협소한 의미에 빠지고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까닭에, 다시
尊德性에 치중하여 程允夫에게 ‘尊德性齋銘’을 지어 주고, 門人들에게
도 자주 이런 폐단에 빠지지 말도록 경계하였으니, 이것이 定論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6)

정민정의 이러한 설명은 왕수인이 제시한 ‘朱子晩年定論說’과 그리 차
별적이지 않다.17) 그리고 이러한 존덕성 공부에 대한 중시라는 측면에
서 주희와 육구연은 결국 동일한 태도를 보인 까닭에 그는 다시 “두 선
생의 학설은 초기에는 차이가 없을 수 없었지만, 만년에는 동일하게 되
었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주희는 도문학에 치우쳤
고 육구연은 존덕성에 치우쳤으니 끝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다고 말
하였다”18)고 하면서 주희와 육구연을 구별하는 태도를 비판하였다. 주희
15) 程敏政, 心經附註, ｢尊德性齋銘章｣, “朱子曰, 伊川只說一箇主一之謂敬, 無適
之謂一, 只是如此, 別更無事, 某向來自說得尊德性一邊輕了, 今覺得未是.”
16) 程敏政, 心經附註, ｢尊德性齋銘章｣, “朱子晩歲, 以學者專講說, 而廢涵養, 將流
於言語文字之陋, 而不自覺, 故又於尊德性爲重, 旣爲程允夫作銘, 且婁有懲于從
遊者, 蓋定論也. 故心經以是終焉.”
17) 王守仁(陽明, 1472~1528)은 주희의 사서와 관련된 집주集註나 혹문或問 등에
서 나타나는 관점을 모두 ‘중년미정설中年未定說’로 보고, 만년에 지난날의 잘
못을 뉘우치고 존덕성 공부를 중시하면서 자신과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주장하
였는데 이것이 바로 왕수인의 ‘주자만년정론설’이다.
18) 程敏政, 篁墩集, 卷16, ｢道一編目錄後記｣, “兩先生之說, 不能不異於早年, 而
卒同於晩年, 學者獨未之有考焉, 至謂朱子偏於道問學, 陸子偏於尊德性, 蓋終身
不能相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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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년정론에서 보자면 도문학보다는 존덕성 공부가 충분히 강조되었
고, 그러한 측면에서 육구연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존덕성 공부에 대한 강조점에서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주희
와 육구연이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민정의 시각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똑 같이 ‘존덕성’ 공부
를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그들 각자에게 있어서 ‘존덕성’ 공부가 함의하
고 있는 의미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 어떤 형태로든 주희와 육구연을 그리고 리학과 심학을 연결시키고자
노력하는 정민정의 고심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심경은 그 저자인 진덕수 자신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주자학과의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심경부주는 심
경이 만들어 놓은 그 주자학과 거리를 의도적으로 확대시켰다고 이해된
다. 그리고 양자에게서는 주자학과의 인연을 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방
향으로의 모색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훗날 조선에서 이황이 보여주는 태도와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다.

Ⅳ. 미완의 ‘주자학적 심학’
앞에서 우리는 심경과 심경부주가 출간된 배경과 함께 그 형식과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을 통해 그 지향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통
해서 심경과 심경부주 이 두 책은 공교롭게도 비슷한 상황, 곧 주자
학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출간되었
고, 결국 그 지향하는 방향 역시 동일하게 주자학의 무게중심을 이동하
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양명학처럼 주자학의
이론 구도를 해체하여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주자학의
구도를 유지하며 그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앞에서 진행한
대강의 논의를 통해서 심경과 심경부주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였
고, 어떤 지향을 보여주는 저술인지를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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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다 설득력있게 우리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쯤에서
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심경과 심경부주의 형식과 내용으
로부터 확인한 여러 특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진지하게 되짚어
보고, 왜 이들 책에서 하필 이러한 지향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주제를
옮겨 ‘심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정민정에 의해 덧입혀진 주륙화해적 성격이란 결국 다름 아닌 ‘심
학’과의 유사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앞서 확인된 심경과 심
경부주의 여러 특징들이 심학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위치와 좌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심학이란 무엇
인지부터 살펴보자.
현재 학계에서 ‘심학’이란 일반적으로 육구연과 왕수인의 학문사상으
로 대표되는 ‘리기론이 아닌 심성론, 세계가 아닌 인간을 중시하는 사상
적 경향’이나 ‘존덕성 공부를 중시하는 사상적 흐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의 ‘心論’, 곧 ‘심에 대한 학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요순에서 문무주공, 공맹으로 이어져 내려온 유학의 전통’
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듯 ‘심학’이라는 용어는 다른 철학적 개념들처
럼 다의적이어서 어느 특정 의미만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니 우리 논의에
서 심학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또 쓰여야 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어떤
특정 학자의 ‘심에 관한 이론’이라는 의미의 ‘심학’이나, ‘십육자심전을
계승한 요순에서 공맹으로 이어진 유학의 전통’이라는 넓은 의미의 ‘심
학’은 우리 논의와는 별 관련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심학을 단순히 ‘리기론이 아닌 심성론, 세계가 아닌 인
간을 중시하는 사상적 경향’이나 ‘존덕성 공부를 중시하는 사상적 흐름’
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 관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심학으로부터 그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이 과연 리학과 심학을 구별하는 근원적인 차별성인지를 물었을 때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것들은 그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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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차이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리학’과 ‘심학’을 구분하는 기준, 즉 정주학과 육왕학을 구분
짓는 근원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性卽理’와 ‘心卽理’라는 두 개의 명제를 통해 제시된다. ‘성즉리’ 명제가
형이상학적 본체로써의 리가 인간의 본성으로서 선험적으로 인간에게 내
재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심즉리’는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험적으로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리가 동질적인 심에 의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실현된다는 명제이다. 형이상학적 본체로써의 리가 인간의 본
성으로서 선험적으로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는 것은 모든 성리학자, 곧
정주 리학자이든 육왕 심학자이든 모두 긍정하는 반면,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리가 동질적인 심에 의해 자연스럽게 실현된다는 점은 육왕 심학에
서만 긍정된다. 이점에서 보자면 리학과 심학의 구분은 ‘성즉리’ 명제가
아니라 ‘심즉리’의 긍정 여부에서 결정되고, 이것이 리학과 심학의 근원
적인 분기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서 보자면, 진덕수의 심경이나 정민정의 심경
부주에서 확인되는 몇몇 특징이 심학, 곧 ‘심즉리’ 명제와 어떤 관련성
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남겨진 과제가 되는 셈이다. 우선 기억을 되살
려, 앞에서 진행된 논의, 곧 심경과 심경부주의 형식과 내용에서 우
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리기
론이 아니라 심성론 중심이라는 점, 존덕성 공부가 중시되고 있다는 점,
인심과 도심이 각각 자신의 뿌리를 가진다는 점 등이었다. 그렇다면 결
국 이 세 가지 특징이 ‘심즉리’ 명제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함
으로써 심경이나 심경부주가 얼마나 심학에 접근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심즉리’와 이 세 가지 특징과의 상관성은 심즉리를 긍정할 경우 자연
스럽게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지, 혹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긍
정할 때 심즉리 역시 긍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분석하든 이 세 가지 가운데, 심성론과 존덕성 공부
의 중시로부터 심즉리와의 충분하고도 필연적인 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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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것들은 심즉리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 될 뿐이다. 특
히 심경이나 심경부주에서 강조하는 존덕성 공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작용을 하는 공부인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자의
관계 설정은 더욱 쉽지 않다. 존덕성 공부는 상이한 이론체계에서 상이
한 작용을 가진 공부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자학에서 함양찰식과 격물궁리가 두 방향의 공부라면 전
자가 존덕성의 공부이고, 후자는 도문학 공부가 된다. 그렇지만 그것을
함양찰식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존덕성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이러한 공
부는 도덕성을 직접적으로 확충하거나 키워내는 공부는 아니다. 주자학
적 구조에서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이다.
주자학적 구도, 곧 형이상과 형이하의 구분, 리와 기의 구분, 그리고 心
性情을 셋으로 구분하는 구도에서 性理는 직접적으로 확충하여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키워낸다 하더라도 無爲의 성리
는 현실적으로 도덕실천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일 뿐이다.
주자학적 이론 구도에서 모든 공부는 사실상 心靜을 통한 理明에 이
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의 함양찰식과 존덕성 공부는 다름 아
닌 심정, 곧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만들기 위한 공부방법이라면, 격물궁
리와 도문학은 바로 리명, 곧 리를 인식하기 위한 공부방법인 셈이다.
반면 육왕 심학에 있어서 존덕성 공부는 직접적인 성리의 확충을, 도문
학 공부는 경험적 지식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자는 분
명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만약 ‘심즉리’를 긍정하는 심학의 경우,
함양찰식과 존덕성의 공부는 당연히 육왕학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내
재하는 성리를 확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심경과 심경부주에서 논하고 있는 존덕성 공부가 과연 어
떤 의미인지를 쉽게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심경과 심경부주에서
강조하는 존덕성 공부가 비록 ‘심즉리’를 긍정할 때와 동일한 의미로 이
해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문학과 존덕성 공부 가운데 존덕성을 특
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주자학적 무게중심의 이동이 확인되고
있다. 주자학에서는 존덕성과 함께 격물치지의 도문학 공부의 무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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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가볍게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존덕성 공
부에 대한 강조에서 이미 심학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심경과 심경부주가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심학과의
관련성을 그래도 강하게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인심과 도심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심즉리’란 결국 도덕주체인 본심으로부터 리이
자 도덕규범인 ‘인의예지’가 분석 전개되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심즉리’의 의미는 곧 본심으로서의 도덕주체가 굳건히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도덕주체인 본심(심즉리의 심)의 활동 자체
가 리의 직접적인 작용이므로 곧 ‘리발’을 긍정하게 되고, 양자는 서로에
게 조건이 된다. 서로에게 조건이 된다는 것은 ‘심즉리’는 리발을, 리발
은 ‘심즉리’를 전제하고 있어서 양자는 서로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는 뜻이다.19) 그리고 이처럼 리발을 인정할 때, 리의 직접적인 작용이
가능하고, 그것은 바로 도덕심의 작용을 필연적으로 긍정하게 된다. 이
러한 구도에서 인심과 도심의 상호 전환 가능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도심과 인심은 그 뿌리에서부터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진덕수가 제시하고 있는 인심과 도심의 관계는 이미 충분
한 심학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발’이나 ‘심즉
리’ 등의 주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경이나 심경부주는 심
학적 문제의식에 깊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였고, 다른 심학적 요소들과도

19)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심즉리’를 긍정하는 양명학이나 상산학의 경우, 리발
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긍정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인심과 도심을
뿌리부터 다른 것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 동기가 하나가 아니
라 둘임을 의미한다. 인간이 가진 생리적 욕구나 본능 등 자연적인 성향 이외에
또 다른 행위의 동기가 있음을 주장한 것이 바로 맹자의 성선론이고, 심학의
전통 역시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양명학의 경우 인심이
그대로 발현된 것이 곧 도심이기 때문에 인심과 도심의 뿌리가 같은 것이 아닌
가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것은 적절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가 아니라 개념
을 혼동한 것일 뿐이다. ‘인심이 그대로 발현된 것이 곧 도심’이라고 할 때의
‘인심’과 ‘인심과 도심’을 쌍개념으로 사용할 때의 ‘인심’이 같은 의미의 동일한
개념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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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심경과 심경부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
확인되는 심학과의 거리는 예상한 것만큼 밀접하거나 가깝다고 여겨지지
는 않는다. 주자학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것 역시 용인되지 못할 정도
도 아니다. 다만 심경은 ‘경원학금’과 관련하여 주자학의 모습을 일신
함으로써, 그것이 유학의 정통적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
고 싶었다면, 심경부주는 관학화된지 200여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된 주자학 말류의 폐해, 즉 주자학의 훈고화, 속학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20) 주자학의 말류에 대한 고민은 정민정이
진덕수가 심경을 저술한 까닭을 설명하는 구절에서도 드러난다. 심경
부주의 서문에서 정민정은 “성학에 밝지 못하고, 인심이 타락하여, 천
명을 이목에만 맡기고, 천리를 입으로만 지껄이니, 이것은 선생이 깊이
슬퍼한 것이며, 심경을 저술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21)고 말한다. 이것
은 진덕수가 심경을 펴낼 때의 생각을 짐작하여 기록한 것이지만, 정
민정 본인이 심경부주를 펴내는 마음가짐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자학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분명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성공적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이
론체계로 완성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어쩌면 이들이 시도했던 다
양한 노력의 결과는 조선에서 이황에 의해 ‘주자학적 심학’ 으로 완성됨
으로써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호하던 심학적
체취도 이황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형상을 띠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심경부주의 숨겨진 가치, 곧 중국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
았던 주희와 왕수인 사이에 놓여져 있던 새로운 제3의 길을 심경과 
심경부주는 준비하고 있었고, 그 길을 마침내 확연하게 드러내어 완성
한 이가 바로 이황이었던 것이다.
20)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저, 세계 종교사 입문(서울, 청년사, 2003), 317쪽.
21) 程敏政, 心經附註, ｢序｣, “性學不明, 人心陷溺, 寄命于耳目, 騰理于口舌, 此先
生之所深悲, 而心經所由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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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조선 성리학의 전개과정에서 이황의 등장은 주자학의 이해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리고 그 새로
운 단계로 접어든 주자학은 심경부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뿐
만 아니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표현된 심경부주나 그 저자인 정민
정에 대한 태도는 조선 후기 주자학의 전개 방향을 결정한 주요한 요소
였다. 그런데 주지하듯, 조선 성리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정민정의 심
경부주는 진덕수의 심경에 주를 부가한 것이라면, 심경부주에 대한
이해는 심경에 대한 이해와 분리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지금
까지의 일반적인 견해는 심경이 주자학적 틀과 내용을 고수하고 있다
면, 심경부주는 주자학으로부터 일정부분 거리를 두며 일부 파격적인
내용을 통해 순수 주자학적 시각이 아니라, 주륙화해 혹은 심학적인 요
소를 수용하였다고 이해되어 왔다. 한마디로 정민정이 심경에 주를 부
가함으로써 만들어진 심경부주는 본래의 심경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지향을 보여주는 책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의 논의에 따르면 심경과 심경부주는 비슷한 배경, 곧
250년이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주자학의 위기 상황에서 그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 노력은 대부분
주자학의 무게중심을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통해 주자학의 새로운 면모
를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러한 변화가 주자학에서 용인되지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이들이 여전히 주자학의 원심력
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만큼 그 이론이나 관점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음을 뜻하기도 한
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중국에서 이들 서적에 대해 세인들이 관심을 기
울이지 않도록 만든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이미 상산학
과 양명학이라는 온전한 형태의 심학이 등장해 있었으므로, 주자학을 수
정하는 과정을 통해 심학적 체계에 이르는 것 또한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심경에서 심경부주로 이어진 ‘주자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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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의 흐름은 중국에서 그 방향만 제시되었을 뿐, 충분히 완성되지 못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들이 남
겨준 족적을 통해 조선에서 이황은 마침내 주희의 리학과 왕수인의 심학
사이에, 리학과 심학의 특징을 함께 공유하는 제3의 길인 ‘주자학적 심
학’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22) “애초에 도학에 감흥하여 일어선
것이 이 책의 힘이었기에 평생토록 이 책을 높이고 믿어서 사서와 근사
록 아래에 두지 않았다”23)고 말하는 이황의 심경부주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러한 토대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심경
과 심경부주는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황의 주자학적 심학을
준비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나름의 가치를 충분히 가진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3년 10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3년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3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22) 리학과 심학의 특징을 함께 공유하는 제3의 길인 ‘주자학적 심학’에 대해서는
필자가 앞서 발표한 몇 편의 논문, 곧 ｢심학, 퇴계심학, 심경부주｣(동양철학연
구제41집, 동양철학연구회, 2005) ｢주희의 심론-퇴계심학을 위한 예비적 고
찰｣(철학논총 제40집, 새한철학회, 2005), ｢이진상 심즉리설의 심학적 좌표｣
(오늘의 동양사상 제12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5), ｢주희와 왕수인의 비
교를 통해서 본 퇴계심학의 가능성｣(철학연구 제94집, 대한철학회, 2005) 등
을 참고.
23) 李滉, 退溪全書, 卷41, ｢心經後論｣, “其初感發興起於此事者, 此書之力也, 故
平生尊信此書. 亦不在四子近思錄之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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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Simgyeong to Simgyeongbuju :
Incomplete ‘Chuheeism-like Mind Learning’
Kim, Kee-joo*

1)

If one can understand in which context Simgyeong (心經) and
Simgyeongbuju (心經附註) did appear and what characteristics they
had, one can imagine why Simgyeongbuju did get that great
attention in Chosun more vividly. This is the author’s critical mind
that initiated this research. And with this as the starting point, this
article proves that despite the time difference of 250 years, the
two books were with the similar background, and both appeared
with the effort to overcome the situation that Chuheeism was in
crisis, and with that effort, the two attempted to show new aspects
of Chuheeism by transferring the center of gravity of Chuheeism
gradually, but that degree of change was not so great to be
accepted by Chuheeism.
This means that they were still not powerful enough to be freed
from the centrifugal force of Chuheeism and that their theory or
viewpoint was not mature enough to create their own independent
path, either. From another aspect, it was not that Jeong Minjeong
put additional footnotes on school of Chuheeism Jin Deoksu’s
Simgyeong in order to change the neo-Confucian book to a disparate
kind of book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huryukhwahae(朱陸和諧)
or theory of mind(心學), but Simgyeong itself already had such
features internalized in it, and Jeong Minjeong did simply notice that
and reflected his own pursuit of Churyukhwahae with ease.
* Sunchon National Univ, The Jirisan Regio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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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rough their traces left on Simgyeong and Simgyeongbuju
Lee Hwang in Chosun could finally complete ‘Chuheeism-like Mind
Learning’, the 3rd road to share the characteristics theory of Ri
and theory of mind, in between Chuhee’s theory of Ri and Wang
Suin’s theory of mind. In this sense, Simgyeong and Simgyeongbuju
already had their own value only with the fact that they allowed
Lee Hwang to prepare for Chuheeism-like Mind Learning and
provided him with that direction.

Keywords : Simgyeong, Simgyeongbuju, Chuheeism, Chuheeism-like
Mind Learning, Toegye's Learning of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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