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哲學 分科 |▶
◾ 주제: 중국 철학 이해의 교차와 다양성

◉ “生態主義의 프리즘에서 본 儒家의 天人合一 이념과 지속가능한 逆說:
仁의 생명정신을 중심으로”
발표: 김연재(공주대)
토론: 박영우(중앙대)
◉ “一本、二本與實踐理性的困境”
발표: 謝曉東(廈門大學)
토론: 박승현(중앙대)
◉ “越南儒學發展過程淺析”
발표: 阮才東(越南社會科學院)
토론: 이해임(한림대)
◉ “중국철학의 비대칭성: 형이상학을 중심으로”
발표: 이장희(경인교대)
토론: 방현주(건국대)
◉ “論韓儒奇蘆沙｢惡｣之合理性”
발표: 陳繪宇(中央大學/臺灣)
토론: 이연정(전북대)
◉ “양명학에서의 ‘해석다양성’에 관하여:
왕기, 섭표, 구양덕의 격물관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박현정(성신여대)
토론: 김혜수(부산대)
◉ “國族主義與天下: 兼論新儒家的立場”
발표: 梁奮程(臺灣中央硏究院)
토론: 이연도(중앙대)

生態主義의 프리즘에서 본 儒家의 天人合一 이념과
지속가능한 逆說
— 仁의 생명정신을 중심으로
김 연 재 (공주국립대학)

目

次

I. 문제의식의 실타래
II. 유가의 천인합일 이념과 지속가능한 逆說
III. 생명공동체의 의식과 생명정신의 경계
IV. 仁의 생명정신과 合一의 본체론적 세계
V. 문제해결의 실마리

I. 문제의식의 실타래
우리가 보는 세상의 경계, 즉 세계는 우리 주체가 대상 혹은 객체를 교차적으로 인식하고 이해
하고 해석한 것이다. 그것은 다면체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되어 투사된 사물의 象처럼 우리의 시야
를 통해 다양하게 들여다본 현상계이다. 그러므로 주체가 세상을 보는 눈, 즉 세계관은 우리 주체
의 관점에 따라 투영된 일종의 프리즘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한자문화권에는 어떠한 프리즘의 세계가 있는 것일까? 한자문화권에는 동아시
아의 역사성과 지리성이라는 특수한 여건이 있다. 이 특수한 역사성과 고유한 지리성은 삶을 실천
할 수 있는 여지의 시공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약하는 조건의 시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역사
적 시간과 지리적 공간이 퇴적됨에 따라 인간은 삶의 터전을 일구어왔고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발
견하고 계발하였다. 인간은 이처럼 특수한 시공간적 삶을 살아오면서 천체의 운행질서에 관한 자
연과학의 지식을 쌓았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자신의 신념이나 믿음을 담은 자연철학의 지혜를 터
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은 특수한 역사와 고유한 지리의 통합적 투사면을
가진 프리즘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프리즘의 세계는 한마디로 天人合一의 이념으로 표현된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구조나
구도, 사계절의 주기적 변화 등과 같은 자연의 환경을 체험하면서 생명의 유기적 연결망을 이해하
고 이를 통일적 질서를 지닌 세계로 의식하였다. 특히 인간은 이러한 질서의식 속에서 신비적 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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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觀을 갖기도 하고 절대적 宿命論을 따르기도 하였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으로 고양하면서 인간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고 계발하였다. 이러한 자각의식은
인간사회와 그 주위의 생태적 환경에서 天人의 관계에 대한 모종의 신념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
으며 결국에 삶의 이상적 차원으로 고양되었다. 이것이 바로 천인합일의 보편적 이념이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천인합일의 이념을 생태주의(ecologism)의 프리즘으
로써 조망할 것이다. 삼라만상이 자연계의 그물망에서 생성하고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는 생
명의 자생적 질서(the order of self-organization)의 유기적 흐름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의 실재(reality)
이다.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 세계의 실재는 생태주의의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생태주의
의 차원이란 바로 인간의 존재와 가치가 통합되는 삶의 고답적 지평을 가리킨다. 생태주의는 세계
의 실재에서 존재와 가치 사이에 조화와 화합의 ‘경계(horizon)’라는 관념론적 지평을 투사하는 다
면체적인 프리즘의 세계이다. 생태주의의 프리즘을 통해 보면,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은 역사의
通時性과 지리의 共時性 속에서 잉태되고 양육되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의 원형
(archetype)과 그 정신적 기질(ethos)로 발휘되었다. 이러한 생태주의는 현대사회의 생태주의의 성
격1)과는 차별화된다.
본고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유가의 성격과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에서 출발한다. 이는 유가를 현대화하는 작업 중의 하나로서, 소통, 상생, 성장, 발전 등의 사회공학
적 방법론과 관련이 있다. 이는 앞으로 유가의 현대적 命運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러
한 사회공학적인 방법론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천인합일의 보편적 이념을 생태주의의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생태주의의 프리즘을 통해 천인합일의 보편적 이념을 조망함으로써 그 속에 투
영된 생명공동체의 투사면을 찾아내고 그 초점이 되는 생명정신의 경계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유
가의 생명윤리나 생태윤리의 취지와 맞물려 인간 본성으로서의 仁의 생명정신에 접근하고 그 속
에서 지속가능한 逆說(paradox)의 논법을 살펴볼 것이다.

II. 유가의 세계관과 지속가능한 逆說
현대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문제의식은 주어진 생태적 환경 안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담보하고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논점 중의 하나가 환경사회학의 중
요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2)이다. 그 논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사회가 주위
1) 현대사회에서는 생태적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환경주의의 사조가 있고
이 사조와 대비되는 생태주의의 사조가 있다. 또한 생태주의의 사조는 낭만주의적 입장, 페미니즘의 입장, 사
회주의적 입장, 합리주의적 입장, 심층적 입장 등에서도 조명되기도 한다.
2) 자연의 환경에 대해 전 세계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는 유엔의 인간환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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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태적 환경과의 균형있는 조화를 전제로 하여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의식을 지닌다. 그것은 인간사회와 그 생태적 환경과의 관계,3) 특히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성장 혹
은 발전의 미묘한 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해야 하는 사회공학적 문제를 수반한다. 그 논제는 산업자
본주의의 흐름, 즉 개인주의, 낙관주의적 진보사관, 시장자유주의 등을 동력으로 하는 인간사회의
발전가능성에 집중되어있다. 이는 경제적 발전의 체제와 자유시장의 원리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충돌의 장벽을 넘어서 조정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공학적인 문제는 열린 체계의 사회적 성장이 닫힌 체계의 생태적 환경
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 혹은 후자의 수용범위 안에서 전자의 목표를 어떻게 추구해
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4) 이러한 문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으로 귀착된다. 생태적 환경을 보전하
는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든지 혹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든
지 간에 지속가능성은 모두 이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관건이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에는 생태적 환경과 인간사회의 모순과 충돌을 어떻게 해소하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있다. 사회는 안정성의 터전 속에 지속성의 방향으로 나
아가려 하지만, 다른 한편 지속성의 발판 위에 안정성의 기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전자가 ‘안정의
지속성’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지속의 안정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회공학적 관계는 인간사회가
생태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자생적 조정 혹은 조절의 능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가치를 창
출하는 원리에 착안한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에서는 인간(사회)과 환경, 열린 체계와 닫힌 체
계, 확대재생산과 단순재생산 등의 상관성에 맞추어 사회의 존속(소통과 상생), 성장, 발전, 번영 등
의 실현가능성이 중시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의 원리는 인간의 삶의 존재와 가치가 어떻게 유
지되고 후대에도 계승될 수 있는가 하는 지구촌의 과제와도 직결된다.
유가의 전통적 文明觀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의식은 천인합일의 명제에서 접근될 수 있다. 天
人合一은 천문과 지리의 자연과학적 지식의 토대 위에 삶의 현실을 체험한 지혜를 터득한 자연철
학적 지혜를 체득한 보편적 이념의 세계이다. 이 세계에는 하늘과 땅의 틀에서 만물이 변화하여 운
의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구호가 제시되었다. 1980년대 초에는 유엔의 환경계획에서 ‘생태
적 발전(eco-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제시되었다. 1987년에는 유엔에서 환경과 발전의 세계위원회에서 ‘우
리의 공동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주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제시되었
다. 또한 1992년에 브라질에 있는 리우의 환경회의에서는 보다 확장되고 강화되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말로 확충되었다.
3) 환경은 자연의 환경과 생태의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의 환경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계의 환경 자체를 직
접적으로 가리킨다. 반면에 생태의 환경은 자연계는 물론이고 인간 자신, 조직, 사회, 국가, 심지어 지구촌의 공
동체의식, 윤리적 규범 등도 포함하는 인간 삶의 모든 조건들을 가리킨다. 인간생태학이나 현대적 환경의 문제
를 언급할 때에 그 양자가 구분되기도 하고 동일시되기도 한다.
4) 이흥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 열린 체계와 닫힌 체계｣, 한국사회학 제4집(겨울호, 2000),
807-811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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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법칙이 담겨있으며 또한 만물의 각양각색의 현상이 펼쳐지는 자연계에 대한 질서의식을 반
영한다. 하늘(天)은 대자연으로 상징되는 삼라만상의 세계를 가리킨다. 그 세계에서 인간(人)은 생
명체들 중의 하나이면서도 이들과 다른 독특한 성향의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의 이치를 바탕으로
하여 만물과 차별되면서도 이들과 일정하게 관계를 맺는다. 여기에서 인간은 자연의 생태적 환경
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론적 진면모와 그 가치론적 지평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천
인합일은 장재의 말로 대변될 수 있다.
유학자는 밝음으로 말미암아 성의를 다하고 성의로 말미암아 밝음을 다한다. 그러므로
하늘과 인간이 하나로 합한다.5)

여기에서는 天象의 밝음과 人性의 진실함을 연속선상에 놓고 결국에 천도와 인도의 통합적 지
평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지평에서 진정한 의미의 합일, 즉 인간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동일한 덕성 혹은 속성을 지닌다.
天道는 천체가 운행되는 주기적 순환의 질서를 가리키고, 人道는 인간사회가 운영되는 규범적
질서 혹은 윤리적 강령을 가리킨다. 천인합일은 天道의 통일적 질서에 따라 人道의 규범적 가치
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마침내 天道의 질서와 人道의 가치가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보편적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므로 천인합일의 보편적 이념은 자연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자연 혹은 주체와 객체(혹은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고 주체로서의 인간이 대상으로서의 객
체와 일정한 관계를 설정한 결과인 것이다.
천인합일의 차원에서 보자면, 인간은 세계의 실재에서 생명의 질서를 어떻게 수용하고 그것과
어떻게 합치하는가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문언전｣에서는 乾卦에 관한 해석에서 이 문제
를 포괄적으로 시사한다.
대인이란 그의 덕이 하늘과 땅과 화합하며, 그의 밝음이 해와 달과 화합하며, 그의 순서가
네 계절과 화합하며, 그의 길흉이 귀신과 화합한다. 하늘보다 앞서도 하늘에 위배되지 않으며,
하늘보다 뒤에 있어도 하늘의 때를 받드니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하물며 귀신에게 있어
서야?6)

생명의 실재를 이해하고 그 따른 삶은 역전에서 강조하는 이상적 인격체의 진정한 모습이다.
여기에는 인간이 누려야할 삶의 궁극적 지평을 서술한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생태환경과 합일되
5) 張載, 正蒙, ｢乾稱上｣: 儒者則因明致誠, 因誠致明, 故天人合一.
6) 周易, ｢文言傳｣, 乾卦: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
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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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화로운 삶이다. 하늘과 땅은 만물을 화육시키는 덕성과 관련이 있으며 해와 달은 기상의 변화
와 관련이 있으며 사계절은 천체가 운행되는 순환과 관련이 있으며 귀신은 가고 오는 것, 굽히고
펴는 작용과 관련이 있다.
천인합일의 이념에는 자연의 생동하는 생명력과 그 속에서 인간의 생명의 존재와 의의를 찾는
유기체적 세계관에 기초한다. 道家와 달리 儒家에서는 천인합일의 이념에 윤리와 도덕의 의미가
내포되었다. 천인합일의 명제는 天人一本, 天人一體, 天人合德, 天人同德, 天人相感, 天人同
質, 天人同構 등으로 표현된다. 여기에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 혹은 하늘과 땅 및 인간의 관계에서
공동의 법칙, 공동의 속성, 공동의 덕성, 공동의 질서, 공동의 구조 등을 지닌다는 관점에 기본한다.
이는 천도와 인도 사이에 소통, 조화 및 통합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통일적 원리를
찾아내고자 한 것이다. 이 보편적 이념은 역대로 여러 관념들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漢代에 하
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고 심지어 하늘과 인간은 동일한 부류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天
人感應說이다. 또한 宋明시대에는 天人一本說 혹은 天人合德說이 유행하였는데, 孔孟學의 흐
름에서 天道와 人道의 궁극적 통일의 차원에 관심을 둔 것이다.
天人合一의 명제에서 ‘天人’은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 자아와 타자, 존재와 가치, 심지어 사
유와 존재조차도 통합적으로 관계지우는, 생명정신의 성격을 지닌 용어로 확충되었다. 또한 ‘合一’
에는 생명력의 질서를 인간의 가치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균형과 변화의 양상을 지닌 생
명공동체의 관념이 반영되어있다. 이러한 생명공동체는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결코 완결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연속적 과정으로서, 인간사회가 끊임없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세계이다. 따라서
천인합일의 보편적 이념은 생명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생명정신을 추구하는 도덕형이상학적 차원
으로 고양되었다.
천인합일의 명제가 동아시아의 역사성과 지리성을 거쳐서 이루어진 보편적 이념이라면, 그 보편
성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알 수 있는 것일까? 관건은 그것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나온 관념체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적 성격을 지니기 때
문에 그것은 마치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한 수정체와 같다. 그것은 여러 영역들이나 분야들
을 총체적이고 수용하여 형성된 다면성의 結晶體이다.
그 이념에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사물의 기계적 원리만 있는 것도 아니며, 천문학에서 말하는 천
체의 운행질서의 원리만 있는 것도 아니며, 생물학에서 말하는 自然의 進化의 원리만 있는 것도
아니며, 생태학에서 말하는 자연의 친화의 원리만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자연과학의 지식에
다가 인간의 신념이나 신조를 가미하여 나온 자연철학의 지혜가 있다.
인간은 이러한 투명한 다면체 속에 있는 세상의 경계를 들여다보고 이 다면체를 통해 세계를 터
득한다. 이 다면체의 세계가 바로 일종의 프리즘의 세계이다. 그 이념의 다면성의 관념체라는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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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면 그 특징을 ‘생태주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생태주의는 인간사회와 생태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투사해낸 다각도의 관점이다. 그것은 인간이 현실적인 限界와 이상적인 境界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극복하고 일련의 해소와 화해의 단계로 나아가는 다면체적인 프리즘의 세계이
다. 생태주의의 다면체에서는 자연의 변화, 생명의 연결망, 심지어 도덕의 정당성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천인합일의 이념에서는 세계의 실체(substance)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세계의
실재(reality)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생태주의는 생태학과 구별되면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태학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적 환경에
관한 관찰과 실증의 학문을 가리키는 반면에, 생태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 생태적 환경
과의 관계에서 나온 신조 혹은 신념을 가리킨다. 전자가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면 후자는 철학의 영
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자를 기반으로 하여 후자가 성립된 것이다. 생태주의를 생태학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명의 인문학적 지혜를 터득하여 인간의 삶을 바람
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사조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인간의 삶, 사회의 조직 및 문화의 활동을 자연계의 순환적 과정 속에서 이해하면서
또한 자연계를 인간의 존속과 활동의 터전의 시각에서 고려하는 관점이 있다. 이러한 학문을 이른
바 인간생태학 혹은 심층생태학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관계가 사회적 혹은
문화적 문제의 심층적 바탕이나 기조에도 깔려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생태계의
위기는 바로 사회의 위기이며 심지어 인간 자체의 위기로까지 인식된다. 이는 생태주의의 사고를
통해 생활방식, 행동양식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윤리도덕적 의식 등에 본질적인 자원을 제
공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주의는 경제학, 사회학, 환경학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범위를 인
간과 비생물의 환경, 인간과 생물환경, 심지어 인간과 사회환경까지도 확충하였다. 이는 인간의 존
재와 가치의 문제를 새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편으로는 인문주의적 사유를 발
휘할 수 있는 생태학적 통로를 제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학의 영역을 인간사회와 문화의
전반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생태주의의 지혜를 모색한 일종의 융복합적 산물이다. 이러한 종합적
성격의 생태주의는 동아시아의 문화권에서 제기되어온 천인합일 이념의 생태주의적 성격과 일맥
상통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생명공동체와 생명정신의 경계
자연계는 모든 생명체가 천체운행의 질서의 방식에 맞게 물질, 에너지, 정보 등을 교류하면서 활
동하는 자생력의 유기적 연결망이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서 만물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끊임없이
죽어가는 생명의 순환적 활력을 특징으로 한다. 이 연결망에서는 어떻게 대립과 모순의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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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통일과 조화의 안정적인 관계로, 더 나아가 대립과 통일, 모순과 조화의 불확정적인 관계
가 어떻게 유기적인 통합의 확정적 관계로 고양되는지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모든 생명체는 생
명의 활력이 충만한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지닌다.
천인합일의 이념은 하늘과 땅의 구조나 구도에서 접근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의 틀
에서 호흡하며 소통하는 생물학적인 존재이다. 자연계 자체는 일종의 생명의 유기체인데, 인간의
생명은 그 속에 있는 자연현상들 중의 하나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계에 태어나자마자 주위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생의 다채로운 굴곡의 궤적을 남긴다. 이러한 궤적은 우주의 시공간
적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는 생명공동체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인간의 존재와 가치의
통합적 경계, 즉 생명정신의 기조가 흐르고 있다. 하늘과 땅의 틀은 모든 생명체의 내재적 역량을
담은 세계의 실재(reality)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사전｣에서는 “하늘과 땅의 크나큰 덕은 생명이
라고 말한다”7)고 표현한다. ‘생명(生)’이라는 말에는 모든 생명체가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生生不息] 내재적 가치의 결정체를 함축한다. 하늘과 땅의 틀은 만물의 신진대사와 세대교체를
통한 造化의 과정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본질, 성격 및 양상에 관한 정보의
매체로서, 천인합일의 이념을 지향하는 생명공동체의 의식의 원천인 셈이다.
이러한 생명의식의 성격은 한마디로 “낳고 낳는 것을 일러 역이라고 한다”8)는 말로 정리될 수
있다. ‘낳고 낳는’ 생명의식으로서의 易 관념은 자연생태계에서 생명의 유기적 연결망을 존재론적
으로 특징화한 것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만사만물의 생성, 변화 및 소멸의 과정은 조화와 평형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계의 통일적 질서를 지닌다. 이러한 질서의 체계는 우주의 시공간성
의 원리로 특징화된다. 세계의 실재(reality)는 만물이 유기적으로 ‘열렸다가 닫히고 닫혔다가 열리
는[開闔]’ 자기조절의 창조적 작용을 통해 시간의 순환성과 공간의 대칭성으로 표현된다. 자생적
창조성의 과정이란 시간이 공간을 열어주는 관계 혹은 공간이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이다. 이
러한 시공간적 과정이 생명공동체의 의식이 수용되며 생명정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생명정신의 기조에는 생명력의 원천과 원칙에 관한 논점을 지닌다. 그것은 생명의 활력
이 어떻게 끊임없이 작동하는가 하는 논리적 방법론에 해당한다. 생명력의 방식은 음양의 易學的
황금률로써 설명할 수 있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것을 일러 道라고 하고 그것을 잇는 것을 善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性이라고 한다.9)

천체의 운행, 즉 天道는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합당한 관계를 지닌다. 이러한 조화의
7) 周易, ｢繫辭下傳｣: 天地之大德曰生.
8) 周易, ｢繫辭下傳｣: 生生之謂易.
9) 周易, ｢繫辭上傳｣: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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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善”의 타당한 가치이며 이 가치가 만물의 “성”의 생명력으로 구현되
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精髓, 즉 생명의 온전성은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조화와 균형
의 관계로 표현된다. 이러한 인식론적 성격과 가치론적인 의의에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본성은
자체의 완전성 혹은 온전성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易學的 방식은 陰陽의 황금률(Golden Rule)이라고
불릴 수 있다.10) 세계는 음과 양이 대립과 통일의 균형적 원칙에 따라 끊임없이 분화와 통합을 반
복하는 변화의 과정이다. 여기에 바로 모든 존재의 생명력의 創新的 실재가 있다. 여기에서는 인
간의 본성상에서 어떠한 욕구나 욕망도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되거나 완결될 수 없다. 대립과 갈
등 속에서 일정한 정도의 해소하는 것도 또 다른 해소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다.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易學的 황금률이어야 조화로운 질서의 善의 가치를 지니며 모든
존재의 생명의 온전한 본성, 즉 덕성이 되는 것이다.
음과 양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음과 양 사이에 대조 혹은 대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 사이에 어떻게 조화롭게 통일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음과 양의 대립 혹은
대조의 관계라는 것도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존재할 뿐이지 그 양자의 대립과 대조가 구조나 체
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통일적 관계는 음과 양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기본한다.
즉 음과 양 각각 자체가 변질되거나 서로 섞이는 것이 아니다. 음과 양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만
혹은 관계가 설정되어야만 비로소 모종의 작용성의 기제가 발휘된다.
어떠한 사물이든지 간에 자체의 내재적 구조나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통일과 평형
으로 나아가려는 추세를 지닌다. 그 내부적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면서 모순의 관계에 애당초 내재
했던 원초적 평형의 관계는 무너지고 그 통일적 양상은 해체되기 마련이다. 이와 동시에 사물 자체
와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통일성의 추세가 작용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충돌하는 양상에서
서로 해소되고 해결하는 양상으로 바뀌어 새로운 통일적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국면의 전환
은 사물들의 개별적 경우에 끊임없이 계속되어 모든 존재의 방식에서 통일성과 다양성 혹은 동일
성과 차이성의 관계적 양상으로 작동하면서 생명과 생명력의 방식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 과정은 음과 양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부터 통일되는 상태로 나아가는 추세나
경향을 투영한 것이다. 여기에는 자기조절의 작용이나 능력을 가진 생명체의 현상들과 이들의 유
기적 연결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음과 양의 대립과 통일의 상관성처럼 끊임없이
분화와 통합을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일정한 정도의 해소하는 것
도 또 다른 해소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10) 이 관계는 象과 數의 방식과 그 속에 담긴 易學的 원리로서, 천문학의 과학적 영역을 넘어서 철학의 신념적
영역에서 우주의 구도나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삶과 사회의 현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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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되거나 완결될 수 없다.
특히 전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는 전체가 개체의 결합의 근본적인 조건인 반면에, 개체가 결합해
야 더욱 높은 전체를 이룰 수 있으므로 그 양자는 서로 필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전체는 반드시
다원적인 개체화를 이끌어야 하며 다원적인 개체는 반드시 충돌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서 충돌이
조화로 승화되고 조화가 새로운 전체를 형성하며, 새로운 전체는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문화를 창
조하며 그런 다음에 다원화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적극적으로 자
연생태계에 기반한 사회적 구조를 지니며 그 속에서의 삶이 인간이 천인합일의 생태주의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의 흐름에서 변화의 양상은 그 속에서 인간은 생명의 結晶로서의 본성을 지닌 존재
와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생명력의 통일적 질서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고 깨닫고
구현하는 삶을 꾸려가는 인간의식의 차원으로 고양되며 삶의 방식에서 생명정신의 크나큰 기조를
형성한다.
인간 삶의 방식에서 생명력의 통일적 질서는 세계의 실재(reality)로 받아들이며 그것에 대한 자
각은 생명공동체의 의식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의식의 크나큰 기조가 생명정신으로 자리잡는다. 생
명정신은 자연계라는 유한한 세계의 실재 속에서 인간의 존재와 가치로 어떻게 끊임없이 고양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생태주의는 생명공동체의 의식 하에 생명정신의 경계를
지향하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간의 존재는 자연계와의 균형과 조화 속
에서 그 자신의 가치를 터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생태주의는 생태학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명의 인문학적 지혜를 터득하여 인간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사조라고 말할 수 있다. 생태주의의 프리즘은 세계의 실재(reality)에서 존재와 가치 사이에 조화와
화합의 ‘경계’라는 관념론적 지평을 투사한다.
천인합일의 이념은 문명의 혜택과 폐해 사이의 모순을 해소한다는 생태주의의 측면에서 지속가
능한 逆說을 지닌다. 그것은 인간사회가 자연계와의 대립이나 충돌을 극복하고 오히려 자연계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사회의 규범의식을 강화시키면서 天人合一의 차원으로 고양되는 것이다.
주역의 세계관에는 생명정신의 차원이 있다. 여기에는 우주의 자생적 질서의 흐름 속에 만사
만물의 변화양상에 관한 시각이 담겨있다. 삼라만상의 각양각색의 모습은 자연계 전체가 끊임없이
상호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변화하거나 전개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인간은 자연의 생태계를 생명체
의 존재와 이들의 유기적 연결망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생명의 이치와 그 지속가능한 질서를 모
색한다. 생명체의 자생적 질서의 화합적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의 시공간적 지속가능성을 ‘생명정
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정신은 인간이 자연계의 생태적 그물망 속에서 자신의 조화
로운 삶을 올바로 영위하는 체험의 경지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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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실재에서 인간은 삶과 죽음의 모순과 갈등에서 삶이 얼마나 지속가능할지의 문제를 새
삼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종의 逆說
(paradox)로 해석될 수 있다. 인간은 삶과 죽음의 경험적 세계에서 생명의 존재를 깨닫고 생명의 이
치를 터득한다. 인간은 자연의 생태계를 생명체의 존재와 이들의 유기적 연결망으로 이해하고 이
를 삶의 방식에서 모종의 통일적 질서, 즉 생명의 이치로 수용한다. 여기에는 생명이 실재하는 현
실의 바탕 위에 생명의 가치에 담긴 진정한 실재를 추구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존재론적 토대 위에 생명의 의의에 대한 가치론적 신념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생
명정신이 생명의 이치에 관한 자각의식과 관련된다면 생명정신의 지속가능성은 생명의 이치를 도
덕의 가치로 고양시키는 과정과 관련된다. 이러한 생명정신의 자각의식은 인간이 어떠한 삶의 방
식을 지녀야 자아실현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내용을
생명정신의 차원에서 보자면, 생명의 이치가 도덕의 가치로 고양되면서도 도덕의 가치도 생명의
이치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체적인 삶과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현실적인 限界와
이상적인 境界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극복하고 일련의 해소와 화해의 단계, 즉 천인합일의 경
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逆說은 구체적으로 ‘原始反終’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原始反終’의 방식은
과거, 현재 및 미래의 可逆的 흐름 속에 담긴 생명정신의 지속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지속가능
성이란 삶의 합리적 방식이 바로 죽음의 합당한 마무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성격을 지닌다. ｢계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러러서는 하늘의 문양[天文]을 쳐다보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地理]를 살피므로 어둡고
밝음의 연고를 안다. 시작을 본원으로 하고 끝으로 되돌아가므로 삶과 죽음의 설을 안다.11)

여기에는 天文과 地理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존재와 그 변화의 양상들에 대한 인
간의 통찰력의 결과가 담겨있다. 예를 들어 어두움과 밝음의 원인, 삶과 죽음의 방식, 귀신의 실제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시작을 본원으로 하고 끝으로 되돌아가므로 삶과 죽음의 설을 안다”는 구절에서는 삶과
죽음을 일련의 생명현상을 설명한 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세계의 실재에서 생명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축하고 있다. 인간은 삶과 죽음이라는 유한성의 세계 속에 살면서도 또한 이러한 유한
한 경험 속에서 세대교체의 방식으로 거듭 주기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를 꾸려갈 수
있다.

11) 周易, ｢繫辭上傳｣: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知幽明之故. 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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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는 모든 생명체가 천체운행의 질서의 방식에 맞게 활동하는 자생력의 연결망이다. 이 질
서의 방식은 생명이 끊임없이 낳고 낳는 창조적 활력을 특징으로 한다. 생명은 하늘과 땅으로 특징
짓는 자연계의 본성이면서 또한 그 속에 존재하는 만물의 본질이다. 자연계의 생명은 순환하면서
영원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여 태어났다가 소멸하고 만다. 생명력의 기제가 작동하는 경험적
세계에서는 ‘처음과 마침’의 경계는 삶과 죽음의 굴레를 가리키고‘본원으로 하여 되돌아가는’과정
은 시공간성의 흐름을 가리킨다. ‘처음과 마침’의 限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인간은
‘본원으로 하고 되돌아가는’ 일련의 체험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達觀의 여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 達觀의 경지는 관찰과 경험의 유한적 세계를 넘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세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유한한 생명력을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에 투입하여 생
명의 가치와 그 정신을 체득하는 경지, 즉 생명정신의 契機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생명
의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현실적인 限界와 이상적인 境界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성의 모순을 극
복하고 해소하는 것이다. 즉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에 놓고 심지어 삶과 동일선상에 놓고 그것을 삶
의 합당한 마무리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原始反終의 지속가능한 논점, 즉 대립과 통
일이라는 反轉의 逆說이 있다.
인간은 삶의 과정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인식하고 생명의 종결을 의식한다. 삶과 죽음의 가치는
인간이 생존에 관해 어떠한 신념을 갖는가 하는 문제에서 나온다. 인간은 죽음을 전제로 하여 삶에
대한 신념을 가지며 이러한 신념에 입각하여 사회와 문화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삶의
가치만큼 죽음의 가치도 중요하다. 인간에게서 죽음이 의미를 가지려면 죽음을 초월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생물학적인 존재를 넘어설 수 있는 모종의 지향성을 지녀야 한다. 이 지향성이 생명정신
과 그 지속가능성이다. 그것은 삶에 대한 신념 하에서 삶의 과정 및 그 마무리의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삶을 올바로 실현하는 것이면서도 죽음을 넘어서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주역에서 제시된 ‘原始反終’의 역설에는 바로 인간의 삶에 관한 人文의 시간성, 즉 과거, 현
재 및 미래와 같은 可逆性의 흐름이 담겨 있다. 자연계는 단순히 끊임없이 왕복하고 순환하는 不
可逆的 시간의 과정을 지닌다. 그러나 인간은 현재의 시간에 살면서 지나간 시간을 들여다보고 다
가올 시간을 미리 살핀다. 이것이 인간사회에서 진행되는 可逆的 시간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는
생명의 이치에 입각하여 세계의 실재를 파악하려는 모종의 幾微의 인식론적 영역과 관련된다. 이
영역을 통해 인간은 현실로서의 현재에서 이상의 과거를 거울로 삼아 희망의 미래를 지향하는 삶
의 주체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생명정신은 64괘, 그 중에서도 건괘와 곤괘 및 이들의 관계에 잘 투영되어 있다. 건괘와
곤괘는 각각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말로서, 64괘 전체를 구성하는 관문이자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
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건은 그 고요함을 전일함으로 하고 그 움직임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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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름으로 하므로 크나큰 生이다.”12) 건은 고요함(靜)과 움직임(動)의 양상을 통해 전일함과 곧바름
의 성격을 드러낸다. 반면에 “무릇 곤은 그 고요함은 닫힌 것이고 그 동은 열린 것이므로 넓디넓은
生이다.”13) 곤은 고요함(靜)과 움직임(動)의 양상을 통해 닫힘과 열림의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므
로 건과 곤은 ‘변통’의 기본적 원칙이자 ‘역’ 관념의 정수가 된다.
인간은 주위의 환경과 합당하고도 조화로운 삶을 최대로 확충하면서도 다른 한편 주위의 환경
과 혼란스럽고 모순된 삶을 최소로 감소시키거나 해소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실제적 상황을 해결
하는 데에 경험적 지식의 정보에 바탕을 두면서 실질적인 지혜의 가치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스스로 상황에 맞게 행위의 기본적 준칙을 마련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이를 합리적으로 운
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은 현실적 삶에서 변화를 인식하면서 그에 대해 적응하고 스스
로 조절하거나 조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생명의 연결망에서는 어떻게 대립과 모순의 불안정한 관계에서 통일과 조화의 안정적인 관계로,
더 나아가 대립과 통일, 모순과 조화의 불확정적인 관계가 어떻게 유기적인 통합의 확정적 관계로
고양되는지의 문제가 있다. 서로 다른 생명체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협동, 화해 및 상생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립, 긴장 및 충돌의 관계조차도 더 높은 단계의 조화나 화합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발판이
된다. 여기에서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활력이 충만한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지닌다. 이러한 질서화의 실재(reality)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다원적 혹은 다층적
관계에 따라 양적인 측면이 확장되고 더 나아가 질적인 측면으로 확충되는 것이다.

IV. 仁의 생명정신과 合一의 본체론적 세계
유교사회에서 천인합일의 이념은 생명정신을 크나큰 기조로 한다. 天道와 人道의 관계를 설정
하는 데에 인도에서 인간성의 정당성이나 합당성을 논의하는 데에 그 본질적 성격이 어디에 있는
가 하는 논점이 있다. 그 논점 중의 하나는 性과 天道의 관계인데, 이는 후대에 유가의 도덕철학의
논의에서 중요한 노선이 된다. 이러한 노선은 인간의 稟德으로서 仁의 덕성의 성격과 강령을 중심
으로 진행된다. 仁의 덕성에는 善性의 단초와 良心의 발동이 중요하다. 인간의 품덕 중에서 특히
仁義禮智의 四德이 그 논점이 되고 그 중에서 또한 仁의 덕성이 중점이 된다. 仁의 덕성은 인간
성의 원천으로서 생물학적인 측면을 넘어서 인도의 본원이면서도 천도의 소재지로 수용된다. 이러
한 점에서 인의 덕성에 생명정신의 고답적 차원이 있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유가에서는 天道의 자연성, 실재성, 주재성, 법칙성 등을 수용할지라도
12) 周易, ｢繫辭上傳｣: 夫乾, 其靜也專, 其動也直, 是以大生焉.
13) 周易, ｢繫辭上傳｣: 夫坤, 其靜也翕, 其動也辟, 是以廣生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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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의식에 따른 人道의 적극성, 능동성, 주체성, 개척성 등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아갔다. 그러므
로 人道의 차원에서 天人의 관계를 이해하였으며 이 관계는 특히 天命과 人性의 관계, 즉 盡心,
知性, 知天의 연속선상에서 접근하였다. 중용에서는 天命과 人性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천명
을 일러 본성이라고 말하고 본성을 통솔하는 것을 일러 도라고 말하고 도를 닦는 것을 일러 가르
침이라고 말한다.”14) 천명, 본성 및 교화의 관계를 통해 人道를 天道와 동일선상에 놓았다. 여기
에서 天人合一의이념은 인간사회에서 특정의 공동체의 의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
식은 유가철학에서 가치의 판단에 적용될 수 있다. 즉 “군자는 화합하지만 동일하지 않고 소인은
동일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15) 소인의 일방적인 균일화 혹은 획일성은 안정과 변화의 역동적 관
계를 무너뜨린다. 반면에 대인의 차별화된 화합은 안정과 변화의 역동적 관계를 지향할 수 있다.
주역에서 天道의 세계는 新陳代謝와 世代交替에 따른 생명의 연결망의 특징을 인식한 결과
이다. 음과 양의 대립과 통일의 방식에 입각하여 자연의 유기적 전체의 역동적인 균형과 조화의 상
태를 제시한다. 만물의 造化에는 “줄어들고 커지며 텅 비었다가는 가득 차는(消息盈虛)” 방식에
따라 “낳고 낳아 멈추지 않는(生生不息)” 과정이 있다. 음양의 원리는 동일성과 차이성의 역동적
관계, 즉 전체와 부분, 변화와 안정, 통합과 분화, 편향과 균형, 다양과 통일, 갈등과 협동 등의 관계
처럼 서로 모순되는 대립적 성질을 해소하고 조화시키는 일종의 통일성을 함축한다. 이러한 내용
은 ‘道義의 관문’으로 표현된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역은 성인이 덕을 숭상하여 사업을 넓힌 바이다. 지식이 숭상되고 예의가 비천하니
숭상함은 하늘을 따르고 비천함은 땅을 본받는다. 하늘과 땅이 위치를 세우고 변역이 그 속
에 진행되는데, 본성을 이루어 계속 존속하고 존속하는 것이 道義의 관문이다.16)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과 같은 자연계의 순리처럼, 성인이 ‘덕을 숭상하여 사업을 넓힌 바(崇
德廣業)’는 궁극적으로 人道의 구현이다. ‘道義의 관문’은 바로 人道가 실현되는 궁극적 목표이다.
인간은 주체적인 삶과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현실적인 限界와 이상적인 境界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극복하고 일련의 해소와 화해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여기에 생명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조화와 화합의 세계가 있다. 즉 생명의 이치가 도덕의 가치로 고양되면서도 도덕의 가치도 생
명의 이치를 충족시켜야 한다. 인간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고 도덕의
가치를 생명의 이치에서 의식한다. 이는 생명의 존재론적 바탕 위에 인간의 본성이 자연스레 발현

14) 中庸: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15) 論語, ｢子路｣: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16) 周易, ｢繫辭上傳｣: 夫易, 聖人所以崇德而廣業也. 知崇禮卑, 崇效天, 卑法地. 天地設位, 而易行乎其中
矣. 成性存存, 道義之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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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의식의 차원으로서, 생명의 이치와 도덕의 가치가 삶과 죽음의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합치
되는 생명정신의 지속가능한 경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계의 생명력의 순환적 과정은 인간의 삶을 연관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직 및 문화
의 활동 및 심지어 도덕성이나 윤리의식까지도 연관된다. ‘道義의 관문’은 바로 인간의 인격체의
궁극적인 통로이다. 人道가 지향할 자아실현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생명력의 틀에서 태어나며 그 자연적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덕
의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생명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 즉 도덕과 윤리의 가
치로 환원한 결과이다. 이러한 가치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인간의 생활
방식과 행동양식을 낳으며 이것이 사회적, 문화적, 윤리도덕적 의식 등으로 고양될 수 있다.
이른바 ‘道義의 관문’은 유가의 인문주의적 精神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에 반영된 人
文主義的 가치는 후대에 유가의 최종목표인 ‘天人合一’의 보편적 이념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일련의 자아실현의 과정으로서, 인간이 ‘進德修業’이라는 내면
적 수양의 단계를 거쳐서 ‘崇德廣業’이라는 내면과 외면이 합일 혹은 일체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
야 비로소 ‘盛德大業’의 궁극적 天命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상전｣에서는
大有卦를 해석하여 “군자는 이로써 악함을 막아버리고 선함을 고양하여 하늘을 따르고 명을 좋게
한다”17)라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군자 혹은 성인에게 改過遷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天道와
합일하거나 천도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인간 내부적인 통일 혹은 조화의 경지가 인격수양의 완성
적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인문정신의 자각의식이 어떻게 윤리의식으로 고양되는지를 단
적으로 잘 보여준다. ｢설괘전｣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도와 덕에 조화롭게 따르고 의로움에서 다스리게 되며,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함으
로써 천명에 이른다.18)

이는 괘효상이 변화하는 법칙을 터득하여 인간의 도덕적 경지를 드높이고, 인간이 행위하는 데
에 일정한 규범을 따르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인간은 생명체의 존재로서 내면과 외면
의 합치를 추구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내적 덕을 함양하여 “도와 덕에 조화롭게 따르고 의로움
에서 다스려진다.” 더 나아가 인간은 내면의 의식을 통해 세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합당한 관계를
지녀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함으로써 천명에 이른다.” 이는 인간이 내면과 외면의 통일에 따
른 올바른 인격체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실현해야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된다.
인간은 생명체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존재로서, 스스로 내면의 정당성, 즉 세상의 이치를
17) 周易, ｢大象傳｣, 大有卦: 君子以遏惡揚善, 順天休命.
18) 周易, ｢說卦傳｣: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以至於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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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자신의 본성을 다 발휘하여 天人관계의 궁극적인 경지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
신의 내적 덕을 함양하여 “도덕에 화순하고 의리를 다스린다.” 더 나아가 인간은 내면의 의식을 통
해 세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합당한 관계를 지녀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함으로써 천명에 이른
다.” 인간은 생명의 이치를 지닌 본성을 사회적으로 함양하고 끊임없이 인격의 수양을 완성해 가
야한다. 人道에는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체현하여 나온 인격적 행위의 가치
가 담겨있어야 한다.
생명정신의 차원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그 내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인간의 경우에 생명의 이치에 기초하여 도덕적 경지를 확립한다. 이를 주체성의 측면에서 보면, 인
간은 생명의식을 지녀야 도덕의 내면적 실질을 담보할 수 있고 반면에, 인격의 가치를 구현해야 생
명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생명의 존중은 바로 도덕의 실현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에서 진정한 인간성의 발현은 생명의 이치와 도덕의 가치를 통합시키는 생명정신의
지속가능성의 지평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善과 美의 일치라는 윤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자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 敎化의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되는 것이다.
천인합일의 이념은 주역의 세계관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기에는 천도와 인도의 상관성에서
보자면 樂天知命과 安土敦仁의 의식이 있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과 땅과 서로 유사하므로 위배되지 않으며 만물을 두루 알고 도가 천하를 구제하므
로 넘어서지 않는다. 두루 행하여 치우쳐 흐르지 않으니 하늘을 즐겁게 하고 명을 알므로
걱정하지 않는다. 토에 편안하고 인에 두터우므로 사랑할 수 있다.19)

하늘과 땅의 틀로 대변되는 생명공동체는 그 자체에 결코 위배되거나 결코 지나치지 않는 합당
한 운행의 자생력을 지니면서 세계의 조화와 화합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러한 공동체
적 환경 속에서 생명체로서의 모든 존재, 특히 인간은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속한 주
위의 생태적 환경과 교감을 하면서 그 실정을 이해하여 그에 맞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인간은 天
命의 존재론적 방식을 합당하게 인지하고 즐겁게 수용하여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다른 한편, 인간의 삶의 생태적 환경에서, 특히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덕이나 마음에
충실하면서 타인과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서로 인도하고 감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
로 “仁을 체득함으로써 사람을 거느릴 수 있고,”20) “사물을 이롭게 함으로써 義에 화합할 수 있
다.”21) 인간은 이러한 생태적 환경에 편안히 거처하면서 타인과 갖게 될 이해관계나 심지어 적대

19) 周易, ｢繫辭上傳｣: 與天地相似, 故不違, 知周乎萬物而道済天下, 故不過, 旁行而不流, 樂天知命, 故不
憂, 安土敦乎仁, 故能愛.
20) 周易, ｢文言傳｣, 乾卦: 體仁足以長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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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조차도 해소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의 틀로 대변되는 생명공동체는 생명의 존중과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맥락
에서 이념의 추구와 가치의 지향성이 일치되는 관념적 세계이다. 이는 樂天知命의 세계로 표현된
다. 그것은 인간이 생명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주체성의 의미와 실존적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다. 왜
냐하면 인간은 본능에 따른 충동과 목표를 지향하는 동기가 합치되는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충족시
킬 수 있는 치유의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인간은 치유의 과정으로서 인간 존재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조화로운 삶의 보람을 찾음으로써 安土敦仁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속한 주위의 생태적 환경과 교감을 하면서 그 실정
을 이해하여 그에 맞게 살아간다. 樂天知命의 시야에서는 자연계의 생명공동체에서는 생명의 존
중과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념의 추구와 가치의 지향성이 일치되는 관념적 세계이다. 安
土敦仁의 시야에서는 자연과의 순화된 삶 속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특정의 감정들을 완화
시키고 지나치게 고립된 심리적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자아의식의 강박관념이나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경지이다. 이러한 소통과 화합의 환경이나 분위기 속에서 인간은 걱정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심리적 위안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 장애의 문제도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다.
先秦유가는 漢代의 董仲舒를 거쳐서 宋明의 유가에서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다.
동중서는 天人感應說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仁의 성격을 규정한다.
仁의 아름다움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하늘이 仁이다. 하늘이 만물을 덮어 키우고 처음에
변화하여 낳고 양육하여 이루어지니 일의 공적이 그치지 않는다. 마쳤다가 다시 시작하니
시행하여 되돌아가서 사람을 받드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살피는 것에는 궁극적인 仁이 없
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명을 받으니 하늘에서 仁을 얻어 仁이 된다.22)

인간의 부류(人類)가 지닌 仁의 덕성을 天道와 人道의 상관성과 연관시킨다. 天道의 소재를
仁의 덕성에서 찾고 仁이 人道의 근원지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하늘도 기쁨과 분노의
기, 슬픔과 즐거움의 마음을 지니는데 사람과 서로 따르어 類로써 합하여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23) 여기에서 비록 이른바 人副天數의 관점과 그에 따른 陰陽災異說의 맥락에서 이른바 天
人感應說을 설명할지라도 仁의 덕성을 토대로 하여 天人合一의 合一精神의 논지가 반영되어 있
다.
특히 程朱理學과 陸王心學의 양대학파들은 우주론과 심성론을 결합하면서 일종의 생태주의의
21) 周易, ｢文言傳｣, 乾卦: 利物足以和義.
22) 春秋繁露, ｢王道通三｣: 仁之美者在於天, 天仁也. 天覆育萬物, 既化而生之, 有養而成之, 事功無已, 終
而復始, 凡舉歸之以奉人, 察於天之意, 無窮極之仁也. 人之受命於天也, 取仁於天而仁也.
23) 春秋繁露, ｢陰陽義｣: 天亦有喜怒之氣, 哀樂之心, 與人相副, 以類合之, 天人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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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자신의 이론적 체계를 접근하였다. 天命과 人性의 관계에 기반한 合一精神은 宋代이후
에 진정한 의미의 合一의 경계, 즉 天道와 人道가 동일한 속성을 지닌(合德) 天人合一의 이념으
로 고양되었다. 우선, 程顥는 ‘春意’, ‘生意’, ‘生理’ 등의 개념을 제시하여 만사만물의 본질과 그
이치를 설명했다. 그는 ｢계사전｣에 있는 繼善成性24)의 존재론적 원리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말
한다.
“낳고 낳는 것을 일러 역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천도의 근거이다. 하늘은 생을 도로
삼을 뿐이다. 이러한 생리를 잇는 것이 선이다. 선이란 바로 하나의 원의 의미를 지닌다. 원
이란 선의 으뜸이다. 만물은 모두 춘의를 지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을 잇는 것을 선이라
고 한다”는 말이다.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이룬다”는 말 또한 저 만물이 스
스로 이루는 것을 기다려야 본성이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다.25)

천도는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것과 같은 역동적 생명력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본성으로 구현된다. 특히 천도의 생명력은 生理로 표현되는데, 이를 부여받는 존재의 근본
이 바로 天人의 道의 강령인 元亨利貞 중에서 元의 역량이자 善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생명력의 성향을 정호는 春意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생명력의 구현, 즉 만물의 본성으로 발현된
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에게 생명의 도리는 만물의 생성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하늘의 자연스러
운 리, 즉 天理로 규정하였다. 이른바 천리는 천도가 만물을 화육하는 원칙이자 이들의 생명성의
근원인 셈이다. 더 나아가 그는 우주의 시공간성에 따른 생명공동체에서 작동하는 生命의 理法이
인간에게 내면화된 결정체가 바로 仁의 덕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진 사람은 하늘과 땅에 있
는 만물을 한 몸으로 생각하니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 없다”26)고 말한다. 生理는 인간의 본성에서
仁의 덕성으로 구현된 것이다. 특히 그는 생명의 이법으로서 생리를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인애의
리(仁愛之理)’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의 이른바 識仁論은 생명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인의 덕성을
가치론적으로 조망한 것이다. 따라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은 일체가 된다”는 논법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또한 程頤는 天道 혹은 천리 개념을 理의 범주로 확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4) ｢계사전｣에서는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것을 일러 道라고 하고 그것을 잇는 것을 善이라 하며 그것
을 이루는 것을 性이라고 한다(周易, ｢繫辭上傳｣: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고 말한
다. 여기에서 음도 하나이고 양도 하나라는 통일적 방식은 바로 천체의 운행질서, 즉 天道의 원리이며 모든 존
재의 생명력의 발원처이다. 이러한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이 선의 절대적 가치이며 이것이 모든 존재의 본성으
로 구현된다.
25) 二程遺書 卷2上: 生生之謂易, 是天之所以為道也. 天只是以生為道, 繼此生理者即是善也. 善便有一箇
元底意思, 元者善之長. 萬物皆有春意, 便是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成卻待佗萬物自成, 其性須得.
26) 河南程氏遺書 卷2上, ｢二先生語二上｣: 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 莫非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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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자연스레 만물을 낳는다. 오늘날 한 번씩 봄은 낳게 하고 여름은 발육을 시킨다. 이
모두가 도의 생성이고 그런 다음에야 생장하게 된다. 그러나 도가 이미 생성된 기운이고 그
런 후에 생장해야 한다고 함은 옳지 않다. 도는 자연스레 낳고 낳아 멈추지 않는다.27)

이 단락은 정호의 “生意” 관념에 기초로 하고 있다. 일체의 만물은 모두 그 자체로부터 그리고
그 자체에 의거하는 생명력을 발휘한다. ‘도’는 천체가 운행되는 방식, 즉 일종의 생명성을 가리키
는 포괄적 원리로 확장된다. 따라서 그것은 만물이 생성과 변화를 진행하는 궁극적인 방식을 표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천도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계의 실재(reality)
의 과정인 것이다.
정이는 정호의 생리 개념을 더욱 관념화하여 이것을 만물의 존재론적 방식으로 이해한다. 그는
태극 자체가 전개되는 방식, 즉 본원과 그 생성의 과정에 주목하고 이를 천도 혹은 천리의 개념에
담아놓는다. 그는 역전에 있는 “역에는 태극이 있다”는 단락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理에서 흩어지면 만 가지의 차이가 있고, 도에서 통괄되면 두 가지로 이르게 되지 않는
다. 그래서 역에는 태극이 있고 이것이 양의를 낳는다는 것이다. 태극이란 도이다. 양의란
음양이다. 음과 양은 하나의 도이고, 태극은 무극이다. 만물의 생성은 음을 짊어지고 양을
껴안는 것이니, 태극이 있지 않음이 없고 양의가 있지 않음이 없다. 그 기운이 합하여 쌓이
고 서로 감응하여 변화가 끝이 없다.28)

‘리’가 만사만물이 개별적으로 지니게 되는 본성을 가리킨다면, ‘도’는 만사만물이 변화하는 포
괄적 원칙을 가리킨다. 그는 태극을 ‘도’로, 음양을 ‘도’의 양상으로 본다. 이 양자의 관계가 만사만
물의 생성과 변화의 방식을 나타낸다. 태극과 음양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생성의 원칙과 그 전개방
식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도 통합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태극이 없음이 없고 양
의가 없음이 없다”라고 한다. 그것은 또한 본원적이고도 자연적인 실체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그 기운이 합하여 쌓이고 서로 감응하여 변화가 끝이 없다”라고 한다. 그는 태극과
음양 및 그 관계로부터 만사만물의 원리를 밝히고, 이러한 도의 원리가 바로 만사만물의 존재론적
근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도라는 것은 한번 음하면 한번 양하는 것이다. 동과 정
은 끝도 없고 음과 양은 시작도 없다”29)고 말한다. 그는 태극으로부터 진행되는 본원과 생성의 존

27) 河南程氏遺書 卷15, ｢伊川先生語一｣: 道則自然生萬物. 今夫春生夏長了一番. 皆是道之生, 後來生長,
不可道却將旣生之氣, 後來却要生長. 道則自然生生不息.
28) 周易程氏傳, ｢易傳序｣: 散之在理, 則有萬殊. 統之在道, 則無二致. 所以易有太極, 是生兩儀. 太極者道
也, 兩儀者陰陽也, 陰陽一道也, 太極無極也. 萬物之生, 負陰而抱陽, 莫不有太極, 莫不有兩儀, 絪縕交感,
變化無窮.
29) 河南程氏經說 卷1, ｢易說｣: 道者, 一陰一陽也. 動靜無端, 陰陽無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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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론적 방식에서 道 혹은 理의 가치론적인 개념을 찾아내어 도가 변화의 궁극이며 리는 변화의 원
칙이라고 결론짓는다.
더 나아가 주희는 태극 본체가 생성의 과정에서 발휘되는 방식에 더 주목한다. 그 논점은 태극
과 음양으로 이루어지는 대대와 유행의 원칙에 있다. 정씨 형제의 경우처럼 주희는 역전의 天道
觀에 주목한다. 특히 그는 태극 개념을 천리의 범주를 해석하는 방법의 관건 중의 하나로 생각하
였다. 그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양상을 해석하면서 천도 혹은 천리의 최고의 존재론적 범주를 규
정한다. 태극은 음과 양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으로서 그 표출이 바로 ‘유행’을 진행하는데, 그 ‘유
행’의 방식이 다름 아닌 理가 된다. 그는 이러한 본체론적 논리를 仁의 덕성에 적용한다.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사람과 만물의 출생 또한 각각 하
늘과 땅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덕을 말하는 데에 비록 그 계통
의 범위가 모두 관통하여 갖추지 않음이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개괄하면 仁일 뿐이다.30)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의 마음은 元, 亨, 利, 貞의 四德을 가리키고 인간의 마음은 仁, 義, 禮,
智의 四德을 가리킨다. 그 양자를 생명의 원천이라는 연속선상에서 보면, 전자가 낳고 낳는 자연
의 덕성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인간의 생명의 덕성을 가리킨다. 특히 여기에서 仁의 덕성은 천도와
인도의 상관성을 담고 있는 존재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들의 관계로부터 나온 정당성이나 합당
성을 가진 가치론적인 의미도 지닌다. 그는 이러한 존재론적이고도 가치론적인 의미를 태극과 음
양의 관계로 설정되는 본체론으로 특징화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그 발생에 관해 말하자면 모두 갖추어져 낳는 것인데 태극이 그대로 음양 안에 있
다. 그러나 그 순서에 관해 말하면 반드시 이 실제의 리가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음양이 있는 것이다. 그 리는 하나이다. 그렇다할지라도 사물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음양은
태극을 함유하고 있고, 그 근본을 미루어 보면 태극이 음양을 낳는 것이다.31)

여기에서 “낳음(生)”의 방식이란 태극의 본원과 음양의 ‘유행’의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다. 태극
은 음양의 생성을 주도하고 그러한 다음에도 음양 속에서 그 ‘본체’의 理로서 작동하고 있다. 하늘
과 땅 사이에 모든 변화는 궁극적 본원에서 보면 태극이고 전개의 양상에서 보면 음양(오행)이다.
태극과 음양의 관계는 단순히 시간적인 생성의 순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음양은 태극의 동
일한 ‘본체’(본질)의 다른 현상이다. 태극 범주가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말하면, 음과 양의 ‘유
30) 朱熹集 卷67, ｢仁說｣: 天地以生物爲心者也, 而人物之生又各得夫天地之心以爲心者也. 故語心之德,
雖其總攝貫通, 無所不備, 然一言以蔽之, 則曰仁而已矣.
31) 朱子語類 卷75: 若論其生則俱生, 太極依舊在陰陽里. 但言其次序, 須有這實理, 方始有陰陽也. 其理則
一. 雖然, 自見在事物而觀之, 則陰陽函太極. 推其本, 則太極生陰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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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천도’와 ‘천리’는 태극이란 동일한 본체의 양면이고 그 ‘유행’의 원칙은
태극의 ‘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천인합일의 진정한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생명의 본질이라
는 측면에서 보면, 개체의 사물이란 리의 본체가 끊임없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생성과 변화를 지속
하는 생명의 본령을 지니고 있다. 이는 바로 세계의 현상이란 태극의 ‘본체’ 자체가 운동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임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본체론적 세계는 인간 삶의 실재(reality)에서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
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가에서 전통적으로 인간 본성의 문제로 귀착된
다. 인간의 본성은 생명의 원천이자 결정체로서 그 존재와 가치를 규정짓는 단초가 된다. 인간성은
仁義禮智의 四德으로 특징화되는데 그 중에서 仁의 덕성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仁의 덕성
은 인간의 존재와 가치의 경계를 규정하는 토대가 된다. 여기에는 인의 내재성과 초월성, 형이상학
과 형이하학, 보편성과 특수성, 일반성과 개별성, 전체성과 개체성, 동일성과 차이성, 다양성과 통
일성 등의 관계가 논의될 수 있다. 그것은 인간 삶의 실재에서 인간성의 척도이자 수양의 바탕이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생명의 연장선에서 존재와 가치를 통합하는 생명정신의 경계로 고양된다. 그것
은 삶의 모순을 해소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생명의 존재론적 의의에서 도덕의 가치론적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를 천인합일의 조감도에서 보자면, 天地의 道가 인간이 살아가는 생태적 환경의 규
준이라면 天人의 道는 주체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발휘하는 도덕적 사회의 원칙이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서 仁의 덕목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만물과의 합당한
관계로 확장되는 가치론적 내용을 지닌다. 가치론적 내용은 천지와 함께 참여하고 만물을 화육하
는 삶의 실재의 세계와 관련된다. 이러한 세계는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 사이에 조화와 화합의
‘경계’를 추구하는 생태주의의 발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仁의 생명정신이 바로 여기
에 있는 것이다.
생명정신의 차원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그 내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인간의 경우에 생명의 이치에 기초하여 도덕적 경지를 확립한다. 이를 주체성의 측면에서 보면, 인
간은 생명의식을 지녀야 도덕의 내면적 실질을 담보할 수 있고 반면에, 인격의 가치를 구현해야 생
명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생명의 존중은 바로 도덕의 실현과 직결되는 것이다.
생명정신의 차원에서 보자면, 생명의 이치가 도덕의 가치로 고양되면서도 도덕의 가치도 생명의
이치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생명정신이 생명의 이치에 관한 자각의식과 관련된다면 생명정
신의 지속가능성은 생명의 이치를 도덕의 가치로 고양시키는 과정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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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문제해결의 실마리
인간은 세계의 生生不息의 실재와 함께 호흡하며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인간은
생명의 結晶로서의 본성을 특징으로 하는 완전한 존재이고 대자연의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스스
로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고 깨닫고 구현하는 삶을 꾸려간다. 그 속에서 생명의 유대감을 통해 생명
공동체의 의식을 갖게 되며 그에 대한 공감대가 생명정신의 크나큰 기조를 이룬다.
유가에서 천인합일의 이념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규준이 되며 삶의 지향성을 담은 모종의 이
정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천인합일의 세계에는 모든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인식이 담
겨 있으며 이것이 바로 종교, 과학, 철학, 윤리 등의 영역에서 타당성과 합리성의 근거를 찾는 단초
가 된다. 여기에 자연과 사회의 관계에 따라 자연철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역사철학적 요소도 함께
반영된 것이다.
천인합일의 이념은 생태주의의 지평과 맞물려있다. 생태주의는 인간의 존재와 가치 사이에 조화
와 화합의 ‘경계’라는 관념론적 지평을 투사한 다면체적인 프리즘의 세계이다. 생태주의는 인간이
현실적인 限界와 이상적인 境界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극복하고 일련의 해소와 화해의 차원
을 지닌다. 생명의 자생력의 유기적 질서에 생태주의의 프리즘을 투사하면 생명공동체의 투사면이
형성되고 그 초점은 ‘생명정신’이 된다. 천인합일의 보편적 이념 이러한 차원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文明觀에서 인간의 존재와 가치의 통합적 지평에서 충족된다.
천인합일의 이념에서 지속가능한 逆說은 사회공학적 차원에서 보면 ‘다양성의 통일화’와 ‘통일
성의 다양화’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생명의 창조력과 창조의 생명력’, ‘안정의 지속성과 지속의
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개별적인 개체의 이질성과 집합적인 전체의 동질성 사이에 지
속가능한 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관계는 일률적인 통일성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성의 통일화 혹은 통일성의 다양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정신은 인간이 자연계의 생태적 그물망 속에서 자신의 조화로운 삶을 올바
로 영위하는 체험의 경계를 대변한다. 그것은 자연계에 생명의 존재와 이치를 어떻게 고양할 수 있
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천인합일의 보편적 이념에 접근할 수 있는 중심적 축
이다. 그것은 현실적 삶에서 축적되고 터득하는 지식과 지혜의 결과로서, 모든 존재와 가치의 보편
적 인식을 담고 있으며 종교, 과학, 철학, 윤리 등에서 타당성과 합리성의 근거를 찾는 단초가 된다.
유가에서 진정한 인간성의 발현은 생태주의의 프리즘을 통해 생명의 이치와 도덕의 가치를 통
합시키는 생명정신의 지평에서 이해될 수 있다. 생명정신의 가치론적 차원은 생명의 가치를 도덕
의 가치로 고양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道義의 가치론적 세계를 지향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생명공동체의 의식은 인간의 존재와 가치로 어떻게 끊임없이 고양시킬 것인가 하는 생명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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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내용은 유가의 인간성의 덕목인 仁의 생명정신에서 찾
아볼 수 있다. 仁의 생명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유가의 생명윤리나 생태윤리의 취지와 맞물려있다.
여기에서 善과 美의 일치라는 윤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또한 여기에서 윤리적 敎化의 문제
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인간은 현실적 세계에서 삶의 양식으로서 지식을 축적하고 삶의 방식으로서
지혜를 터득한다. 이러한 삶이 인간이 자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자아실현의 과정
이다. 현대사회에서 불확정성과 확실성의 관계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에 이들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
야 하는가 하는 모종의 방법론이 담겨있다. 인간은 생명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완전
성을 회복하고자 하며 가치의 지향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은 인간에게
파편화된 자아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사회적 병폐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生態主義의 프리즘에서 본 儒家의 天人合一 이념과
지속가능한 逆說] 토론문
박 영 우 (중앙대)

※ 토론문은 별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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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本、二本与实践理性的困境
谢晓东
(四川射洪人，哲学博士，中国厦门大学哲学系教授)

目

录

一、墨家伦理的两个版本：墨子与夷之
二、“一本”与“二本”之争
三、夷之二本的实质：实践理性的二元论

摘 要：墨家伦理有两个版本。墨子确立了墨家伦理的功利主义基本走向，并把兼爱作为
不偏不倚的程序性原则。但是，片面强调兼爱（或不偏不倚）导致忽略了个体利益的理性发
展。故而，夷之就对墨子思想予以了明确化与局部修正：其一，以爱无差等来阐释兼爱，从
而强化了墨家伦理的不偏不倚的基本特点；其二，以施由亲始来补充爱无差等原则，试图容
纳个体的合理自爱。夷之的做法遭到了孟子的反击而被贬称为“二本”，与此同时，孟子以
“一本”来指称儒家伦理。孟子关于一本与二本的划分引起了广泛关注，朱子认为二本的实质
是爱无差等，故而二本同时适用于墨子和夷之。汉学家则多从伦理学角度去解读二本，认为
夷之面临两个道德方向相互冲突的困境。从道德哲学角度去看，墨子、孟子的伦理学都是一
本，只有夷之的才是二本。实际上，夷之和古典功利主义的集大成者西季威克面临着相同的
实践理性的困境：即功利主义与利己主义的自爱之间的冲突。
关键词： 墨子； 孟子； 夷之； 功利主义； 不偏不倚； 一本； 二本； 实践理性

作为一对哲学概念，“一本”、“二本”两词来自≪孟子≫一书。为了论证的需要，兹录该
段文字于下：
墨者夷之，因徐辟而求见孟子。孟子曰：“吾固愿见，今吾尚病，病愈，我且往见。”夷
子不来。他日，又求见孟子，孟子曰：“吾今则可以见矣。不直，则道不见。我且直之。吾
闻夷子墨者，墨之治丧也，以薄为其道也。夷子思以易天下，岂以为非是而不贵也。然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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夷子葬其亲厚，则是以所贱事亲也。”徐子以告夷子。夷子曰：“儒者之道，古之人若保赤
子。此言何谓也？之则以为爱无差等，施由亲始。”徐子以告孟子。孟子曰：“夫夷子，信以
为人之亲其兄之子，为若亲其邻之赤子乎？彼有取尔也。赤子匍匐将入井，非赤子之罪
也。且天之生物也，使之一本，而夷子二本故也。盖上世尝有不葬其亲者，其亲死，则举
而委之于壑，他日过之，狐狸食之，蝇蚋故嘬之，其颡有呲，睨而不视。夫呲也，非为人
呲，中心达于面目。盖归反蕾悝而掩之。掩之诚是也，则孝子仁人之掩其亲，亦必有道
矣。”徐子以告夷子。夷子怃然为间曰：“命之矣。”（≪孟子⋅滕文公上≫第五章）

这段著名文字讲的是墨者夷之和孟子之间的一桩公案，关注者甚众。从后来的诠释史来看，
大多认为以孟子为代表的儒家属于一本，墨家或夷之代表了二本。区别于海内外就此问题的
各种阐释，本文从实践理性的困境这一视角去理解二本，并以之为基础从哲学上去重新理解
孟子与夷之的讨论。我们的基本观点是：夷之“二本”问题的实质是陷入了一个道德哲学的著
名困境——“实践理性的二元论”。

一、墨家伦理的两个版本：墨子与夷之
在上述文本中，孟子首先指出了墨者夷之的一个知行不一之处。具体来说就是，墨家
的创始人墨子（名翟）有节葬的教义，作为墨家门徒的夷之理应遵循这个教义。但是，夷之
却在行动上否定了节葬——他厚葬了其父母。对此批评，夷之以“爱无差等，施由亲始”予以
回应。从某种意义而言，孟子对夷之的第一个批评逼出了“爱无差等，施由亲始”的回应。夷
之此人，除了≪孟子≫一书中有记载之外，均未见其踪影，故而梁启超对他的评判是“系次
无考”1)。在分析夷之为何要补充上“施由亲始”之前，有必要首先考察墨子伦理及其受到的多
重挑战。

1. 墨子伦理的性质：功利主义
自梁启超、胡适和冯友兰以来，用功利主义（Utilitarianism）去指称墨子的道德哲学，
乃是中国大陆学界的共识。此后，海外及港台学者比如史华慈、葛瑞汉、倪德卫、劳思光2)
和韦政通等人，也都赞同这种定位。确实，墨子伦理与古典功利主义的基本思想若合符节。
一般认为，墨子学说的核心命题是“兼相爱、交相利”。（≪墨子⋅天志上≫）于是，不少研
究者就认为墨子的基本观念是“兼爱”。3)以“兼爱”观念为中心，墨家提出了十大主张，这就
1) ≪梁启超论墨子≫，收入蔡尚思主编：≪十家论墨≫，上海人民出版社2008年版，第16页。
2) 他认为“墨家学说的第一主脉是功利主义。”≪新编中国哲学史≫（卷一），广西师范大学出版社2005年
版，第21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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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所谓的“十论”。其具体内容是：尚贤、尚同、兼爱、非攻、节用、节葬、天志、明鬼、非
乐、非命。墨者夷之“厚葬其亲”的行为似乎违背了墨家的次要主张——节葬。这是孟子的第
一个批评的要点所在。针对孟子的攻击，夷之为自己作了辩护。要理解其辩护是否有力，就
需要回到墨家学说的基本性质之处：功利主义及其作为不可分割的程序性手段“兼爱”。功利
主义有一个最大化后果的核心主张，在这种观点看来，一个行为的对错取决于是否能够最大
化利益，这就是“最大多数人的最大幸福”原则。4)“兴天下之（大）利”与“除天下之（大）
害”可以视为墨家版本的最大多数人的最大幸福原则。对于墨子来讲，“天下”是外延最广的
利益主体，就此而言，其有一种视人类为命运共同体的思想。
要实现“天下之大利”，墨子推荐的唯一方法就是“兼爱”。对于本文来说，我们强调“兼
爱”是实现人类普遍利益的基本途径。用道德哲学的术语来讲，兼爱所反映的实质是所谓的
“不偏不倚”(impartiality)。“不偏不倚”的观点是功利主义的一大贡献，是一个革命性的观念。5)
而墨子就是强调要“不偏不倚”，而反对“别”。从哲学上讲，不偏不倚是普遍主义的。故而，
论者多认为墨家比儒家提供了更好的普遍主义的视野与论证。6)“兼爱”观念表明行动者应该
是中立的、不偏不倚的。只有这样，才能达到功利的最大化。反之，如果不能够做到“兼爱”
而是爱有差等，于是有的人的就给予了更大的权重，这就破坏了最大化原则。应该说，爱有
差等是儒家的正面主张，7)而墨子的兼爱是对孔子仁爱主张的修正。兼爱有些时候表现为利
他主义，从而在爱的调门上明显比儒家要高。墨子原版的兼爱重平等，强调不偏不倚的立
场，从而是爱无差等，也就是夷之所总结出来的原则。虽然从形式上看夷之是以“爱无差
等、施由亲始”对孟子的第一个批评予以了回应，但是我们也应当把爱无差等理解为墨子所
主张的兼爱主义所蕴涵者。

2. 墨子伦理受到的根本挑战：道德要求（moral demand）过高
从学理上来看，对功利主义有两个基本批评：第一，后果最大化的基本要求；第二，

3) 清代的张惠言（1761-1820）首先提出了“墨之本在兼爱”的观点，后来的孙诒让、梁启超都认可该种提
法。
4) 比如，功利主义的杰出阐释者穆勒(Mill)就认为：“功利主义的行为标准并不是行为者本人的最大幸福，
而是全体相关成员的最大幸福。”约翰⋅穆勒：≪功利主义≫，徐大建译，上海世纪出版集团2008年
版，第12页。
5) 徐向东编：≪后果主义与义务论⋅编者导言≫，浙江大学出版社2011年版，第12页。
6) 罗哲海：（Heiner Roetz）：≪轴心时期的儒家伦理≫，陈咏明、瞿德瑜译，大象出版社2009年版，第
346页。
7) 后来的朱熹就是这么理解的，参见≪四书章句集注≫，中华书局1983年版，第27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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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偏不倚的观点。这两点可以总结为功利主义对道德要求过高。第一点批评涉及到合理性的
问题。在早期中国哲学中，虽然蕴涵了合理性问题，但是尚未完全凸显，因而第二点的批评
是本文论述的核心。从功利主义来看，最初是通过亚当⋅斯密所发明的“理性的旁观者”概念
去把握不偏不倚的，即寻求一种纯粹的理性的眼光去计算功利，从而做出理性选择。同于古
典功利主义，墨子也面临类似的难题。在≪墨子≫中，他就遭到了同时代人巫马子的追问。
巫马子认为自己缺乏兼爱的能力，是因为“兼即仁矣、义矣。虽然，岂可为哉？”（≪墨子⋅
兼爱下≫）在其看来，墨家的兼爱理想陈义太高，故而无法实行。应该说，巫马子的疑虑和
后来庄子对墨子的观察比较一致。庄子认为墨子的主张，“使人忧，使人悲，其行难为也，
恐其不可以为圣人之道。反天下之心，天下不堪。墨子虽能独任，奈天下何？”（≪庄子⋅
天下≫）换言之，庄子认为墨子的一系列主张对人提出了过高的要求，故而难以普遍化。据
此可以发现，庄子认为墨家的兼爱主张无法普遍化（行难为）。虽然墨子能够做到，但是不
能用来要求其他人也这么作，否则就是“反天下之心”。墨子的主张可以作为个体对自己的高
标准来严要求，但是不能对别人也这么要求。就此而言，庄子实际上反对了墨子“己所欲，
施于人”的预设。要言之，或可从令人难以接受的角度去揭示墨子的核心主张无法实行，从
而支持庄子“以此教人，恐不爱人；以此自行，固不爱己”的判断。上述话语表明，一些人认
为墨子的道德要求过高因而令人难以接受。不过上述挑战只是消极地指出了墨子伦理存在的
问题，却没有推荐可替代的办法。
杨朱的“为我”学说的意义在此基础上可以得到更好地理解。关于杨朱和庄子的早晚问
题，本文采纳的是在庄子之前道家有一个杨朱阶段的观点。8)对于墨子来说，杨朱的挑战是
什么呢？≪淮南子⋅汜论训≫试图在墨子、杨朱与孟子之间建立一种思想的因果关系链。
“兼爱、尚贤、右鬼、非攻，墨子之所立也，而杨子非之。全性，葆真，不以物累形，杨子
之所立也，而孟子非之。”据此，杨朱的“为我”观念反击的是墨子的兼爱说丧失了自我，无
我地爱世人。可以认为，这是从个体主义角度提出的异议。当然了，这个解释和朱熹的相
反。在朱子看来，既然孟子是杨、墨并称，那么杨朱应该要比墨子更早。基于此，他提出了
一个墨子的核心思想是针对杨朱之类的利己主义者的判断。“墨氏见世间人自私自利，不能
及人，故欲兼天下之人人而尽爱之。”9)相对而言，本文觉得≪淮南子≫的观点更有合理性，
也接受把墨子放在杨朱之前的作法10)。在这种情况下，可以认为杨朱是墨子的第一个有力挑
战者，是第一人称的利己主义对利他主义的挑战。从道德哲学的角度来看，杨朱之挑战的实

8) 冯友兰：≪中国哲学简史≫，涂又光译，北京大学出版社1996年第二版，第55页。
9) 黎靖德编：≪朱子语类≫卷五十五，中华书局1986年版，第1320页。
10) 孙诒让：≪墨子后语≫，收入≪墨子间诂≫，中华书局2001年版，第71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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质是要容纳一个独立的有规定性的自我。
紧接着，孟子也对墨子的兼爱主义发起了挑战。在≪孟子≫里，除了本文引言中的引
文外，还有两段文字也提到了墨家，其中一句是这样的，“摩顶放踵，利天下，为之。”
(≪孟子⋅尽心上≫)也就是说，墨家是一群为天下之大利而奋斗的热心肠的人。同于孟子，
≪淮南子⋅泰族训≫描述了墨家的伦理态度，“赴火蹈刀，死不旋踵。”总之，墨家是置生死
于度外的救世者。上述话语似乎是对墨家作为道德圣徒的赞扬。但是，孟子却给墨家的兼爱
主义以差评。“圣王不作，诸侯放恣，处士横议，杨朱、墨翟之言盈天下。天下之言，不归
杨则归墨。杨氏为我，是无君也；墨氏兼爱，是无父也。无父无君，是禽兽也。”（≪孟
子⋅滕文公下≫第九章）何止是差评，简直是谩骂。这是批评墨家的兼爱原则导致了极端的
利他主义，从而不肯赋予亲人以特殊的优先地位。后来，朱熹也认同孟子的观点。“杨氏但
知爱身，而不复知有致身之义，故无君；墨子爱无差等，而视其至亲无异众人，故无父。无
父无君，则人道灭绝，是亦禽兽而已。”11)朱子批评的一个要点是，墨家的爱无差等忽略了
至亲的特殊道德地位，从而是属于儒家道德意义层面的禽兽。对孟子和朱子严厉指责墨子
“无父”，也有人提出了质疑。“问：‘墨氏兼爱，何遽至于无父？’曰：‘人也只孝得一个父
母，那有七手八脚，爱得许多！能养其父无阙，则已难矣。想得他之所以养父母者，粗衣粝
食，必不能堪。盖他既欲兼爱，则其爱父母也必疏，其孝也不周至，非无父而何。墨子尚俭
恶乐，所以说‘里号朝歌，墨子回车’。想得是个淡泊枯槁底人，其事父母也可想见。”12)朱熹
从资源有限的角度指出，兼爱原则必然导致给父母亲的资源减少了，爱父母也就更薄了。从
现代道德哲学来讲，孟、朱批评的实质在于，墨家兼爱原则是一种强调不偏不倚的非个人性
的（impersonal）立场，其无法容纳个人性的（personal）立场。13)

3.“施由亲始”是对墨子兼爱原则的补充
根据上段≪淮南子≫的话语，或可得出如下思想线索。墨子批评孔子、杨朱批评墨
子、而孟子又批评了墨子。再加上≪孟子≫所提供的孟子与夷之的交锋，本文提供一种假
说：夷之以关注自我利益的方式回应了杨朱的批评（厚葬其亲），而孟子又批评了墨子和夷
之，特别指出了夷之面临二元论的困境。当然了，夷之对杨朱的回应，客观上导致了他修正
墨子的强势观点，14)即不偏不倚，从而容纳一些特殊关系。由于儒家是非常强调亲亲之类的
11) 朱熹：≪四书章句集注≫，第272-273页。
12) 黎靖德编：≪朱子语类≫卷五十五，第1320页。
13) 关于非个人性立场个人性立场的概念，可以参阅托马斯⋅内格尔(Thomas Nagel）≪平等与偏倚性≫，谭
安奎译，商务印书馆2016年版，第一至六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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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关系，故而从外部表现来看，夷之就给人以一种向儒家靠拢的倾向。在孟子看来，节用
-薄葬，是一个普遍的主张；而夷之厚葬其父母，违背了薄葬的主张，从而有损于兼爱的主
旨。这是因为，夷之的行为意味着他对于父母亲的爱大于对其他人的爱，故而违背了兼爱的
立场。孟子要求对方不偏不倚，即薄葬所有的人。对于孟子的指责，夷之是这样辩护的，
“儒者之道，古之人若保赤子。此言何谓也？之则以为爱无差等，施由亲始。”对此，一种可
能的解释是：施由亲始表明夷之打算弱化墨子的革命性主张：不偏不倚，强调对自我利益的
理性发展，从而就构成了对“兼爱”或“爱无差等”的补充。或可提供另外一种可能性：孟子指
责墨子“无父”，夷之对此的回应是厚葬其亲，从而修正了墨子的以利他主义为特色的功利主
义版本，加入了利己的成分。但如果这样的话，夷之必须要能够自圆其说。对于孟子的攻
击，他引用了≪诗经≫中“若保赤子”来为自己辩护。该词的含义是最高统治者把被统治者都
看成是自己的小孩一样予以同等的爱护。孟子所举的例子认为，所有人对于该小孩都有恻隐
之心。夷之就从这种恻隐之心的普遍性出发，说明它就是墨子所宣扬的“兼爱”。应该说，夷
之的这个做法是比较聪明的。此外，这种证明也表明他试图在人的心性中寻找兼爱的内在根
源，这和墨子几乎不谈心性的做法有较大不同。
夷之“此言何谓也”的反问，是对孟子的一种嘲讽。需要指出的是，夷之所引用的话语，
只能证明墨子的兼爱原则是有理由的。换言之，只能证明“爱无差等”的原则。笔者以为，夷
之是第一个以“爱无差等”来把墨子的兼爱原则具体化的人，从而是对墨家思想的一种明晰化
和通俗化。更重要的是，通过这种诠释，就区别了墨家的爱的原则和儒家的爱的原则。孔子
的仁原则是一个非常重要的创新，该原则可以具体化为仁爱。对于仁观念，曾经受学于儒家
的墨子也是拥护的15)。但是在墨子看来，儒家的仁爱原则比较狭隘，所以他就以普遍主义的
兼爱原则来取代之。也就是说，墨子是把儒家的仁爱看作他所批评的“别爱”。夷之进一步把
墨子对儒家仁爱原则的批评具体化了，他在“爱有差等”与儒家的仁爱之间确立了一个等式，
而把其反命题“爱无差等”确立为墨子兼爱原则的同义词。应该说夷之的观察是敏锐的，他对
于儒墨基本差异的概括就得到了朱子的认可16)。

14) 董平也认为夷之对兼爱说予以了修正，从而提出了“爱无差等，施由亲始”。具体参阅氏著：≪“差等之
爱”与“博爱”≫，董平，≪哲学研究≫2015年第3期，第40-49页。不过，他仅提供了一个论断（孤语），
也没有从道德哲学的角度予以深入地考察。
15) 根据≪淮南子⋅要略≫，墨子本人曾经“学儒者之业，受孔子之术。”
16) 朱熹：≪四书或问⋅孟子或问≫卷五，上海古籍安徽人民出版社2001年版，第444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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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一本”与“二本”之争
对于夷之的辩护，孟子不以为然。他予以了全面反击，反击的要点有二：一是认为儒
家的伦理原则以一本为基本特征，而对手夷之的伦理原则是二本；再则是从道德心理之起源
的角度说明了儒家伦理观念孝17)。从本文主旨来讲第二点不重要，故而下文就以第一点为中
心来展开。

1. 问题的提出：一本还是二本？
先来看一下孟子本人的话语：“夫夷子，信以为人之亲其兄之子，为若亲其邻之赤子
乎？彼有取尔也。赤子匍匐将入井，非赤子之罪也。且天之生物也，使之一本，而夷子二本
故也。”在孟子看来，夷之过于天真了——一个人怎么可能对于其侄子和邻人之子有相同的
爱呢？！与此同时，他也反驳了夷之用“若保赤子”的儒家观念来证明兼爱。理由是，对于无
知无辜的幼儿即将跌入深井，人对之产生普遍的恻隐之心不假，但是儒家的恻隐之心是一种
比较薄的概念，而墨家的兼爱则是一种比较厚的概念。传统上认为孟子总结的“一本”还是
“二本”的问题，才是儒、墨的根本差异所在。因而，下文就主要围绕“一本”与“二本”的问题
去分析。

2. 朱熹对二本的理解：爱无差等
需要指出的是，这两个术语（“一本”“二本”）的原义并不明确，18)因而一些英译者多从
字面上去处理，比如刘殿爵就是如此19)。即便这样，历代注释者围绕上下文以及整个≪孟
子≫的文本发表了自己的看法，其中赵岐和朱熹的观点颇引人注意。赵岐是≪孟子≫的最早
注者，他认为，“天生万物，各由一本而出。今夷子以他人之亲，与己亲等，是为二本，故
欲同其爱也。”20)在他看来，万物由天而生，本原只有一个。夷之视自己双亲的价值与他人
之亲相等，故而构成了二爱并立的局面。赵岐解释的要点是：他人之亲=己亲，这种爱的相
同就是二本。由于夷之是以爱无差等去诠释墨子的兼爱观念，故而赵岐对夷之二本的定性或

17) JEFFREY RIEGEL（王安国）, A Root Split in Two: Mengzi 3A5 Reconsidered, Asia Major: a Journal of Far
Easter Studies, Vol.28, (Part Ⅰ, pp.37-59.
18) 杨伯峻：≪孟子译注≫，中华书局1960年版，第137页。
19) Mencius,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D. C. Lau, Revised Edition, PENGUIN BOOKS, 2003, p.63.
20) 焦循：≪孟子正义≫，中华书局1987年版，第404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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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视为也指向了墨子。但是，赵氏并没有明言之。区别于赵岐仅就夷之而谈二本，朱熹则认
为二本的帽子可以同时戴在夷之和墨子的头上。换言之，他把二本的适用范围扩大了。“既
是一本，其中便自然有许多差等。二本，则二者并立，无差等矣。墨子是也。”21) 那么，这
种扩大是否符合孟子的原意呢？要回答这个问题，就需要理解二本的本质。
朱熹也对≪孟子≫文本中“二本”一词所在的段落予以了解释。“孟子言人之爱其兄子与
邻之子，本有差等……且人物之生，必各本于父母而无二，乃自然之理，若天使之然也。故
其爱由此立，而推以及人，自有差等。今如夷子之言，则是视其父母本无异于路人，但其施
之之序，姑自此始耳。非二本而何哉？然其于先后之间，犹知所择，则又其本心之明有终不
得而息者，此其所以卒能受命而自觉其非也。”22)朱子的解释突出了三点：第一，孟子所强
调的儒家爱有差等的基本立场；第二，人物之生只有一本是存有论的必然，这种哲学的阐释
明显要比汉代的章句训诂之学深刻；第三，夷之“施由亲始”的说法已经不同于原始墨家的教
义，从而构成了某种矛盾。23)在朱熹看来，儒家爱有差等的日常表述的根本依据是“一本”。
朱子引用了尹氏的观点，“何以有是差等，一本故也，无伪也。”24)因为一本，所以爱有差
等。要是颠倒二者关系，严格说来也是不行的。“又有以爱有差等为一本者，虽无大失，而
于文义有所未尽。盖谓其一本故爱有差等则可，直以爱有差等为一本则不可也。”25)很明
显，一本蕴涵着爱有差等，但是爱有差等却不是一本自身，而是一本的本质属性。
从常识来看，自然情感的亲疏远近（分）是一个普遍现象。上文“自然”、“无伪”这些词
语表明，儒家爱有差等的主张具有强有力的心理基础。反之，爱无差等的反命题则是反人类
的自然心理的。就此而言，可以说是反自然的。在朱熹看来，夷之所表述的墨家的基本立场
则问题不少。“今夷之乃谓爱无差等，则是不知此身之所从出，而视其父母无以异于路人
也。虽其施之先后，稍不悖于正理，然于亲而谓之施焉，则亦不知爱之所由立矣。是非二本
而何哉？而说者乃或谓其施由亲始之言，暗合于吾儒之一本者。愚以为差之毫厘，谬以千
里。为是说者，亦不知一本所以为一本矣。”（同上）朱熹的战斗性很强，对于夷之“施由亲
始”的新表述虽有一定的同情地理解，但也严格捍卫墨家和儒家的基本界限。据此，朱熹反
驳了认为夷之施由亲始的观点“暗合”于儒家一本论的错误意见。仿照朱子的提法，可以认为

21) 黎靖德编：≪朱子语类≫卷五十五，第1314页。
22) 朱熹：≪四书章句集注≫，第262-263页。
23) 此外，一些现代的诠释者也认为夷之前后不一致。Mencius,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D.
C. Lau, Revised Edition, PENGUIN BOOKS, 2003. p.63. Notes: By a dual basis, Mencius is presumably referring to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he denial of graduation of love and the insistence on its beginning with one’s parents.
24) 黎靖德编：≪朱子语类≫卷五十五，第1314页。
25) 朱熹：≪四书或问⋅孟子或问≫卷五，上海古籍安徽人民出版社2001年版，第444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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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爱无差等”是二本的基本属性。或者说，二本的本质是爱无差等。从道德价值的角度来看，
墨子拒绝赋予父母亲以高于陌生人的地位，而是强调，在亲人与陌生人之间应采纳“不偏不
倚”的客观立场。正如康德“人是目的”的观点所揭示的，没有一个人比另一个人的道德价值
更高，大家在道德价值上一律平等。26)对于儒家来说，路人千千万，而夷之视父母“无以异
于”这千千万路人。在这个意义上，朱子调侃道：“‘爱无差等’，何止二本？盖千万本也。”27)
对于墨子和夷之的爱无差等的基本立场，赵岐和朱熹并不认同。其实，儒家本身也不是一概
反对非个人的客观的道德立场，他们也有“一视同仁”的看法。只不过，其“一视同仁”的立场
适用于公共领域或陌生人之间。

3. 汉学家对二本的理解：伦理原则之间的冲突
同于朱熹，葛瑞汉也认为“二本”同时适用于夷子和墨子。但是，他对于二本的本质的理
解明显不同于朱熹。没有纠缠于传统的爱有差等还是无差等的问题，葛瑞汉认为夷之二本的
内容是无差别地爱所有人与偏爱自己的亲人。他同时指出，二本被孟子视为自相矛盾的原
则。28)应该说，葛瑞汉发挥了西方哲学家注重逻辑分析的传统，指出了夷之不能同时追求两
个不同的伦理方向。他还以为，该问题不但是夷之的问题，也是整个墨家的问题。“然而，
墨家有一个如何协调对他人的均等的爱与父母和君王的偏爱的问题，而这恰使孟子谴责墨子
夷子‘二本’。”29)应该说，夷之确实同时承诺了两种立场，一是强调不偏不倚的非个人的客观
立场，一是对个人利益的理性发展的个人观点或个人立场。问题在于，这么两种立场如何协
调与平衡呢？不同于孟子、葛瑞汉和刘殿爵，本文并不认为夷之爱无差等的基本立场和偏爱
问题就一定是矛盾的或不一致的。
同于葛瑞汉，倪德卫也是从伦理学角度去分析二本问题。他写到，“看起来完全可能：
他在谈论夷之道德体系之基础（本）。孟子批评这种体系是‘二本’，而他自己坚持：从道德
上考虑，人作为天生之一物，只有‘一本’。当然，对孟子来说，这个本就是‘心’，是不同方
面的意向之‘心’……这样，夷之的麻烦就在于：他因既接受来自他的‘心’的指导又接受来自于
此‘心’不相关的一系列教义的指导而陷入混乱。”30)作者指明夷之受到了两种力量的牵引，一
26) 康德：≪道德底形上学之基础≫，李明辉译，台北：联经出版事业股份有限公司1990年版，第53页。
27) 黎靖德编：≪朱子语类≫卷五十五，第1313-1314页。
28) 葛瑞汉（A. C. Graham）：≪论道者：中国古代哲学论辩≫，张海晏译，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3年
版，第55页。
29) 葛瑞汉：≪论道者：中国古代哲学论辩≫，第186页。
30) 倪德卫（Nivison）著，万白安编，≪儒家之道——中国哲学之探讨≫，周炽成译，江苏人民出版社2006
年版，第12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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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来自于内心的自然情感（爱亲），一是来自于理性的教义（兼爱）。从表面上看，夷之似
乎陷入了精神分裂。就这个层面而言，夷之陷入了困境或冲突。31)作者试图区分感性与理
性，感性来自于心中产生的情感（心），而理性则是试图超越感性的束缚而独立地得出自己
的原则（言）。32)因而，倪德卫凸显了夷之在理性的言与感性的心之间的困境。需要指出的
是，倪德卫并没有明确墨子的伦理学是否也是二本。但是根据其分析来看，似乎可以推测出
墨子的伦理学不存在二本问题。
在对一本二本问题的具有代表性的观点予以分析之后，本文试图继续从道德哲学角度
去深化对该问题的理解。

三、夷之二本的实质：实践理性的二元论
孟、夷之辩凸显了一个非常重要的道德哲学问题，那就是实践理性的二元论/二重性。
对此问题的探讨，需要从西季威克(Henry Sedgewick)开始。

1. 西季威克的苦恼
西季威克(1838-1900)是19世纪英国著名的功利主义哲学家，罗尔斯视之为古典功利主义
的集大成者。在1874年出版的名著≪伦理学方法≫（The Methods of Ethics）中，西季威克试
图整合功利主义（普遍快乐主义）、利己主义（利己的快乐主义）与直觉主义三种方法为一
个系统论述。但是，他发现自己能够整合功利主义与直觉主义，但是却无法整合功利主义与
利己主义。正是在功利主义与利己主义之间，构成了所谓的“实践理性的二元论”概念。这个
概念本身，反映出了实践理性的某种困境。在该书中，西季威克至少三次提到并解释了“实
践理性的二元论”概念。在≪第二版序言≫中，作者首次提出了上述概念。不过，≪第六版
序言≫中的陈述更加系统。他写道：“我发现他（巴特勒）直接了当地承认‘利益，我自己的
利益，是一种显明的责任’，承认‘理性的自爱’[是‘人的本性中的两种主要的或优先的原则之
一’]。这就是说，他承认了‘调节能力的二重性’——或者，我更愿意说，‘实践理性的二重
性’。”33)其实，上述两段文字中的“实践理性的二元论”和“实践理性的二重性”都是对英文
dualism of practical reason的翻译。在≪伦理学方法≫正文第四编≪功利主义≫中，西季威克
31) 其实，通过内格尔的观点也可以很好地解释夷之的困境。就此而言，夷之实际上陷入了自我的分裂或
立场的二元性的相互拉扯，某种程度上体现了个人立场与非个人立场的冲突/分离。
32) 倪德卫：≪儒家之道——中国哲学之探讨≫，第169页。
33) 西季威克：≪伦理学方法≫，廖申白译，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3年版，第1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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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在一个脚注中使用了上述概念。根据廖申白的翻译，其内容是，“我同时应当说，我认为
一个人把自己的幸福当作他的终极目的也同样合理。对于这种‘实践理性的二重性’，我们将
在本书尾章中作进一步的讨论。”34)对于西季威克的苦恼及其道德哲学含义，有人评述道：
“尽管西季威克在≪伦理学方法≫中试图为功利主义提出一种系统的理论辩护，但他最终也
认识到功利主义无法避免他所说的‘实践理性的二元论’，即对自我利益的理性发展和从一个
不偏不倚的观点来看最大化普遍福利之间的张力。他对功利主义的最终判断构成了后来的争
论的一个理论起点，迫使后来的哲学家去探究一系列与道德的本质有关的问题，其中就包括
‘道德的观点是否必须是一种严格不偏不倚的观点’这一问题。”35)为了能够理解和探讨上述问
题，有必要考察实践理性概念。“从哲学上说，实践理性就是我们通过反思来解决如何行动
的问题的一般能力。”36)现代道德哲学的根本问题是“我应当如何行动”，而实践理性就是为
如何行动（包括了如何选择）提供理由的。因而宽泛说来，道德实际上就成为了实践理性的
一个部分。根据上述对实践理性的理解，或可得出结论：西季威克所说的实践理性的二元
论，主要是指经由不偏不倚的理性计算而达到功利主义的最大化后果与从个体理性来看的自
我发展之间的对峙。也可扼要地陈述为：功利主义与利己主义的自爱之间的对立。37)

2. 对孟子/夷之思想交锋的案例式重现及其选择
在我看来，当代美国哲学家托马斯⋅内格尔发展了西季威克的观点，他提出了个人立
场与非个人立场的对立及其调和方式。在内格尔看来，这两种立场的二元性源于自我的分裂
或者说这两种立场来自于自我的二元性。38)这就比西季威克的观点似乎更进一步了。根据这
两位道德哲学家的观点，可以认为，夷之是从非个人立场吸收个人立场，而儒家则有从个人
立场发展到非个人立场的需要。当然了，儒家的该种改进型的完整陈述需要在宋儒的万物一
体说那里去寻找。39)为了更好地理解孟、夷之争的道德哲学含义，有必要构造几个案例去具
体说明。其实，这种方法（情景假设或思想实验）在朱子那里就已经出现了端倪。故而，本
文所提供的案例可以视为对朱子“先救君亲”例子的拓展。40)为了更好地理解案例，特地作如
34) 西季威克：≪伦理学方法≫，第419页。
35) 徐向东编：≪后果主义与义务论⋅编者导言≫，浙江大学出版社2011年版，第19页。
36) 徐向东编：≪实践理性⋅编者导言≫，浙江大学出版社2011年版，第2页。
37) 陈江进：≪试析西季威克的实践理性二元论≫，≪武汉大学学报≫（人文科学版）2008年第1期。
38) 内格尔：≪平等与偏倚性≫，第3-4、16、23、49、58页。
39) 对此，陈乔见予以了分析，具体参阅氏著≪普遍之爱与特殊之爱的统一如何可能——以宋明儒者仁义说
为中心的考察≫，≪华东师范大学学报≫（哲社版）2012年第1期。
40) 黎靖德编：≪朱子语类≫卷五十五，第1320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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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假设：第一，行为选择是在信息充分条件下作出的；第二，第一选择所导致的救人行为可
能成功，也可能失败；第三，排在后面去救的人，必定会死亡，从而否定了不管先救谁另一
个人也会被救起的那种皆大欢喜的喜剧式假设；第四，不对陌生人的身份作特殊规定，比如
或是妓女，或是救人无数的女医生等。第五，救援者是游泳高手，因此救人的风险不大。
案例一：椭圆形的两个焦点，深水区，两个不会游泳的人在两个焦点，而有救人能力
的某人在一个离两个人等距离的地方，先救援谁？A

待救者一个是亲人，一个是陌生人。

对于孟子来说，根据其爱有差等的思想，他会毫不犹豫地先救亲人；对于夷之来说，根据其
“爱无差等施由亲始”的思想，也是先救亲人。41)就此而言，孟子与夷之在这个案例中的行为
选择是相同的，当然理由不同。B 待救者都是陌生人。对于孟子来说，应该实行“一视同仁”
的原则，于是先救谁都行；对于夷之来讲，根据其爱无差等的原则，也是先救谁都行。就此
而言，此案例无法有效区分孟子与夷之，他们的选择行为及其理由具有某种同构性。案例
二：椭圆形的两个焦点，深水区，两个不会游泳的人在两个焦点，而某人在一个离两个人不
是等距离的地方，假设他离甲近，离乙远，先救援谁？C 待救者乙是亲人。对于孟子来说，
根据亲亲的原则，当然是先救乙；而对于夷之来说，根据爱无差等的原则，似乎是应该先救
甲？D

待救者甲、乙都是陌生人。对于孟子来说，根据救人的可能性原则，先救距离较近

的甲是理性的；对于夷之来讲也是先救甲，其理由也同于孟子。
分析一下上面所举的四个案例，在B和D中，待救者都是陌生人，孟子可以以客观态度
（非个人立场）去作选择，其选择的依据是可能的后果。而夷之也是这样。换言之，孟子与
夷之的实践理性的运用，是一样的，仁爱/兼爱原则走向了殊途同归。A、C的待救者一个是
亲人，一个是陌生人，孟子在两种情形下都先救亲人，而夷之则一同于孟子，一不同于孟
子。从揭示两人思想差异的角度来看，案例C更具有分析价值，故而我们就来分析C。限于
篇幅，这里只提供一个要点。或许，可以运用道德哲学中常用的“角色转换测试”方法来对孟
子、夷之的道德思想予以反思。该方法的一种表述形式为“若我处于他的位置上我会怎样”，
于是，假如你是一位理性行为者，那么，你会作何选择？当你处于待救援位置时，你的要求
是什么？“救我”将会是唯一答案。故而，上述假设无意义。继续假设，待救者处于救援者的
地位，你将如何行动？实质同于上述的表达形式。如果你的选择也同于孟子，那么你将没有
理由抱怨孟子；而如果你的选择同于夷之，那么你将有理由抱怨孟子。但是，孟子的选择也
是可以普遍化的，从而通过康德的可普遍化原则的检验。当然了，可普遍化也只是道德的必
要条件而不是充分条件。两种思路所导致的冲突能够解决吗？难道要以伯纳德⋅威廉斯

41) 或许，根据墨子“爱无差等”的思想，他可能就无法确定先救何人。就此而言，夷之的“施由亲始”的意义
就为在：在坚守了墨子的无差等之爱的同时还提供了一个行动法则，即对于个体的合理自爱的关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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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ard Williams）所说的“不可解决的道德冲突的可能性”这种怀疑论主张来作为结局吗？

3. 在现代道德哲学的视角下看夷之的可能的回应
从道德哲学来看，夷之支持后果主义。而从后果的角度来考察行为，当然是能够带来
最大后果的选择胜出。而孟子则具有义务论的基本特性，因而强调对亲人的义务。一般而
言，儒家也是同意“兴天下之利”与“除天下之害”的，从而促进普遍的幸福，但是最大化不是
其目标（当然也不排斥最大化的后果，如果有的话）。因而，儒家一方面批评利己主义（个
体的快乐主义），即杨朱的观点，另一方面也反对墨子伦理对行为后果要求最大化的倾向。
从后者来看，和威廉斯的观点有异曲同工之妙。威廉斯为个人的观点辩护，他从个人的完整
性观念出发，认为功利主义的不偏不倚的原则反对人对于自身利益的理性发展，从而破坏了
人的完整性。42)儒家也强调了个人观点的重要性，认为个人观点也是道德的，甚至只有从个
人观点出发才是道德的，这就打破了墨家在不偏不倚的立场与道德之间的直接同一。简单地
说，以孟子为代表的儒家认为，最大化不是道德的目标，不偏不倚/兼爱不是评价道德对错
的必要条件。而墨子则认为，凡是道德必须是不偏不倚的，而个人观点则不是不偏不倚的因
而是不道德的。从儒家角度来看，西季威克的方法是有问题的，即忽略了功夫论。也就是
说，西方道德哲学把人看作理性人，认为正确的道路只有一条，而错误的道路则有很多条。
正确道路能够提供充分的理由，从而获得人们的一致同意。而孟子则不完全是这样的，他强
调了感性与理性的合一，43)故而意志的发动需要工夫的事先锤炼。有一点需要注意，即对于
儒家来说，作为境界的仁爱和兼爱的要求是一致的。虽然孟子强调可以从亲之爱发展到普遍
的仁爱，44)但是爱有差等与博爱之间不是必然的逻辑关系。这是因为前者也可能会堵塞后者
的实现，从而陷入裙带关系等不可欲的后果。从纯理论去看，夷之可以援引内格尔的相关思
考去回应孟子的反批评，而不必像文本里给人以屈服于孟子观点的印象。
夷之之所以面临实际理性的困境，是因为他试图整合墨子所发明的兼爱（爱无差等）
和个体的合理自爱（施由亲始）。笔者设计的一种思想实验（A）证明了爱无差等和施由亲
始可以完美地结合在一起，从而提供了一个两者并不矛盾的反例。就此而言，反驳了孟子、
42) B⋅威廉斯：≪伦理学与哲学的限度≫，陈嘉映译，商务印书馆2017年版，第86-87页。
43) David B. Wong（黄百锐）, “Is There a Distinction between Reason and Emotion in Mencius?,”Philosophy East and
West 41,1(1991), pp.31-41.为了使儒家的爱避免一种狭隘的情感主义，黄百锐试图将情感理性化并从而普
遍化。
44) 李景林就此作出了详细的论证，他认为孝道亲亲是自爱与人类普遍之爱的中介，具体论述参阅氏著：
≪孟子的“辟杨墨”与儒家仁爱观念的理论内涵≫，≪哲学研究≫2009年第2期，第36-45页。

388⋅第39次 中國學國際學術大會

朱子和一些汉学家的观点。但是从逻辑上讲，这种反例只具有有限的应用价值。在边沁、密
尔或墨子看来，强调不偏不倚就可以了，根本没有必要去管什么个体的合理自爱。换言之，
墨子和密尔的道德哲学只有一个基本原则，这就是一本。或许在他们看来，只有夷之这种不
追求理论彻底性的思考者才可能会出现二本。以孟子为代表的儒家哲学，大致属于义务论一
系。义务论强调履行义务，而一些义务不是基于选择而是基于自然，比如亲属关系。义务论
会更强调对于亲人的义务，只是要求这样的义务必须能够经受可普遍化原则的检验。就此而
言，孟子的道德哲学的基本原则也只有一个，也属于一本。义务论对于功利主义的一个基本
批评就是不近人情，从而不肯赋予和主体具有特殊关系的人以某种优先性。应该说，义务论
对于功利主义的这种批评还是具有效果的。考察功利主义的发展史，可以发现其一个趋势便
是试图容纳一些具体于个人的考量。比如，弗里德曼的道德哲学就是如此。45)在功利主义的
近期发展中，认为关照亲人和朋友这些和主体具有特殊关系的人的行为也是道德的，从而弱
化了不偏不倚的道德要求。在这种理论演进中，西季威克则处在转折点上。同理，夷之的转
向总体上看已经不属于理想类型的古典功利主义了，而是和其后期的一些发展有明显的相似
性。在这个意义上，夷之对于墨子伦理学的修正就具有特别的道德哲学价值。对于强调人与
人之间不平等的古代中国来说，极为强调工具理性的后果最大化的要求（墨子的兼爱原
则），遭到忽视是一种必然。在现代条件下，墨家的兼爱主义之实现就具有了可能性与现实
性。比如，罗尔斯就认为他的差别原则是对自由、平等、博爱（fraternity）三原则中的博爱
原则的一个说明。而我们知道，不少人认为兼爱就是中国版本的博爱。即便如此，对于夷之
是否能够走出实践理性的困境，到目前为止还没有满意的答案。46)在道德哲学领域或许是无
法解决此问题的，或可进入政治哲学领域处理之，即对导致行为后果最大化的个体的相关损
失由国家予以补偿。

45) F. Feldman，Utilitarianism, Hedonism, and Deser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46) 内格尔也指出：“设计出公正地对待所有人的同等重要性而又不对个体提出不可接受的要求的制度，这
一问题尚未得到解决——而之所以如此，部分地又是因为，对我们的世界而言，每一个个体内部个人的
与非个人的立场之间的恰当关系这一问题尚未得到解决。”参阅氏著≪平等与偏倚性≫，第5页。虽然他
是从政治哲学的角度来立论的，但是我以为对于道德哲学来说也是适用的。因为正如内格尔、诺奇克
（Nozick）等人所指出的，政治理论只不过是道德理论的应用而已。

[一本、二本与实践理性的困境] 토론문
박 승 현 (중앙대)

※ 토론문은 별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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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南儒学发展过程浅析
阮 才 東 (越南社會科學院哲學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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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觀條件
主觀條件
北屬時期傳播的特點
十世紀到十四世紀末：進入獨立時期，佛教
居主導地位，儒家漸漸地發展
反對儒家的教條主義
十四世紀越南儒家反對佛教
十五世紀：越南儒家極盛時期
越南封建制度危機與分裂時代

儒學傳入越南在西漢漢平帝时期，錫光為交趾太守、壬延為九真太守，約公元第一世
紀初1)。據史料所載，當時交趾地區的經濟是相當原始、落後的，他們｢以漁獵為業，不事
耕種｣，尚未有正規的文字，也沒有專門的實施道德規範教育的機構。人們的道德意識和觀
念還很簡單、樸實，並且是在當時的經濟關係和生活實踐中形成和發展起來的，主要表現在
風俗、習慣當中。孔孟思想就在這樣的歷史背景下，通過漢朝太守和儒士傳入越南，對越南
文化的發展漸漸產生一定的作用。
接受一種外來文化作為自己民族的思想行動的指導理論是普遍的現象，是各民族發展
過程中的客觀事實。儘管世界上各民族的發展過程是不同的，但任何一個民族為了生存和提
高自己的生活水平，就不得不向其他先進的民族學習。況且沒有任何一個民族願意封閉自
己，願意一直處於落後、貧窮的狀態而不肯學習先進的民族。從歷史來看，文化傳播特別是
跨文化傳播，主要借助四大文化傳播媒介：人口遷徙，商業往來，宗教傳播，戰爭及其征
伐。儒學作為一種先進的學說就如此傳到越南，並被越南所接受。可以說孔孟思想及其學說
傳入越南是有充分的客觀和主觀條件的。

1) Trần Nghĩa, Thử bàn về thời điểm du nhập cùng tính chất, vai trò của Nho học Việt Nam thời Bắc thuộc（北屬時
期在越南儒學傳入時間及其性質、地位）, Tạp chí Nghiên cứu Hán Nôm, Số 1 – 2005, tr.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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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觀條件
客觀條件主要是由儒學本身決定的。
儒家學說本身並不是一種封閉的學說，而是一種有強大的生命力的、極其高明的學
說。就孔子思想而言，他那一套豐富而有系統的政治理論、道德規範，比越南當時還很純
樸、原始的思想觀念要先進得多。文化交流的走向往往是由高處向低處流，由實處向虛處
流，這是社會、思想發展本來的規律。
此外，越南還為儒學的傳播與發展提供了適宜的土壤。獨立後（公元938年），越南進
入封建政權時期，由於越南封建的結構以家庭以及族為本位，又以父權家族為形式。它是原
始社會末期所遺留下來的宗族組織的殘餘，仍然保留著當時父權氏族制的宗法傳統。儒家關
於國家政權、統治秩序、君臣關係等一系列的封建宗法主義思想，相當適合當時越南封建宗
法家族制的客觀需要。因此，當越南封建統治階級推行儒學時，儒學的理論思想與越南家族
制的宗法傳統一拍即合，終於成為越南封建家族制度思想意識的理論支柱，使越南的儒學不
斷地深入發展。

主觀條件
孔子思想能在越南傳播，也是由人的主觀意識所決定的。
越南獨立之前，即北屬時期，有數十萬中原軍民徙居越南，其中包括戌卒、謫貶官
吏、逃亡者、商賈、手工業者、知識份子和其他罪犯。他們除了帶來中原先進的政治經濟制
度、生產工具和科學技術以外，還把儒家的思想觀念、意識形態、倫理道德、禮儀禮節帶到
越南。在歷代郡守與雜居於交趾的漢族儒士的倡導和努力下，儒學就成為統治思想和同化政
策的一項重要內容。交趾地區接受漢文化的浸潤達一千年之久，以至有不少越南人寫漢字、
習漢禮、通漢俗，連節日民俗文化也接受了，這一切，為後來儒學思想的廣泛傳播奠定了基
礎。
越南獨立之後，歷代封建王朝出於建立獨立國家和鞏固其統治的需要，漸漸地尊奉儒
學，視之為｢建國治民｣之本，把它作為建立政治和社會制度的依據。在越南歷代統治者的大
力傳播下，儒學已滲透到越南人民的思想行為、思維方式、情感狀態和風俗習慣之中，確實
在越南民族的文化心理結構上留下了深厚的積澱，成為越南文化遺產的重要組成部分。儒學
之所以在越南產生這麼廣泛而深刻的影響，是由於越南人的主觀意識所決定的。因為，如果
沒有人的作為，任何一個具有多大的生命力的學說也無法在其他國家傳播與發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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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屬時期傳播的特點
儒家學說在越南的傳播與發展可分為兩個不同的時期：北屬時期與獨立時期。由於歷
史背景與社會條件的不同，這兩個歷史時期的儒家傳播，在力量、目的、範圍、速度等方面
都是不相同的。
北屬時期儒學的傳播自西元前214年秦始皇統一嶺南，設象郡並直接管轄，到西元968年
（宋太祖開寶元年）丁部領在紅河三角洲地區建立大瞿越國為止。
秦始皇設立的象郡包括現今中國的廣西西部和越南的北部和中部地區。西元前179年，
南越王趙佗自立為王以後，把甌雒（今越南）分成兩郡：交趾郡和九真郡。據史料記載，趙
佗在儒學南傳方面也起著一定的作用：｢武功懾乎蠶叢，文教振乎象郡，以詩書而化訓國
俗，以仁義而固結人心｣2)。這就是說，西元前三世紀末到二世紀初，孔子宣講的≪詩≫、
≪書≫及蘊含在這些著述中的仁、義等觀念已傳入越南。但儒學較有規模的進入越南則是在
西元前一世紀左右，即西元前111年，西漢王朝吞併南越，並把甌雒改成交趾、九真、日南
三郡，派遣官員到當地當太守之後。漢朝的錫光、任延、士燮三個太守在傳播孔子思想的事
業上都做出了較大的貢獻。錫光和任延均十分通曉儒家思想，他們按照孔孟的德治主張，在
越南辦起學校作為實施道德影響的機構：｢錫光為交趾，任延為九真太守，乃教其耕犁，使
之冠履，為設謀官，使之聘娶。建立學校，導之禮義。由此以降，四百餘年，頗有似
類｣3)。
西元二世紀，東漢末三國初人士燮任交趾太守時，孔子的思想得到更為普遍的傳播。
士燮在越南時間長達40年，期間他對越南的文化發展做出了巨大的貢獻。士燮大辦學校，用
≪詩≫、≪書≫傳播孔子與儒家的道德觀念。他的所作所為深受越南人的稱讚，並把他稱為
｢士王｣。三國時｢士王為牧，教以詩書，薰陶美俗｢（越南的≪四字經≫），｢士王習魯國之
風流，學問博洽，謙虛下士，化國俗以詩書，淑人心以禮樂，治國逾四十年，境內無
事｣4)。越南史學家吳士連稱讚他道：｢我國通詩書，習禮樂，為文獻之邦，自士王始。其功
德豈特施於當時，而有以遠及於後代，豈不盛矣哉｣5)。
錫光、任延、士燮等主要是通過學校教育來傳播儒教思想的，因此其傳播範圍較狹
窄，換言之，掌握儒教思想的人較為有限。因為，當時的學校主要是設在中央地區為統治機
構培養人才的，享受教育權利的人是統治機構人員和漢族子弟以及少數越南人。由於這種傳
2) ≪越鑒通考總論≫。
3) ≪三國志．吳志．薛綜傳≫。
4) ≪越鑒通考總論≫。
5) ≪大越史記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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播力量與目的，使得傳播速度、範圍受到限制。再者，擔任傳播工作的又是外來統治者，其
目的不外於用自己的思想對本地民族進行同化，以便加強統治。儒學本身也使其在北屬時期
的傳播有一定的限制，因為與本地尚處於原始狀態極純樸的思想觀念相比，儒學的倫理道德
思想顯得更嚴格、僵硬，一時難以與本地民眾溝通。這些因素使得儒學在北屬時期傳播的速
度較為緩慢，規模也較小，因此其影響也不夠深遠。

十世紀到十四世紀末：進入獨立時期，佛教居主導地位，儒家漸漸地發展
越南獨立雖可從西元938年吳權建立吳朝算起，但此後70年間，經歷了吳權（938年到
944年），揚三哥（945年到950年），吳昌根（950年到965年）的統治，十二使君之亂（945
年到967年），丁朝（968年到980年），前黎朝（980年到1009年），政權更替頻繁，統一的
封建國家實際上直到1009年李公蘊建立李朝後，才較為鞏固。越南的史書一般都把從968年
丁部領建立丁朝，一直到1868年法國殖民者闖入越南的這一段時間稱為獨立時期，也就是越
南進入封建政權時期。在此階段，越南雖然已獲得了獨立，脫離於中國封建王朝的版圖，但
實際上仍與中國的宋朝、元朝、明朝、清朝保持著宗藩關係，並且多次發生政治上的衝突，
一再威脅到越南的獨立。因此，這個時期也是越南民族建立與保護祖國的時期。
獨立時期和北屬時期的社會結構、條件的不同，使得這兩個歷史階段的儒學傳播都有
所不同。
在越南獨立後的一段時期內，經歷了｢崇佛抑儒｣的變化。這種局面一直到十一世紀的
李朝才有所改變。李朝以後的各朝代出於建立獨立自主的國家、鞏固其封建統治集團的現
實，需要採取某一個學說作為思想指導。當越南還未能創造出一個新思想體系的時候，只能
採用固有的思想。而作為一種政治倫理學說，儒學就顯得最有功效。於是，越南封建統治者
都把目光投向儒學，採用儒學思想作為統治的工具。他們大力傳播儒家思想，≪四書五經≫
就成了教化民眾、制定禮樂的主要內容。而在中國自漢代實行“罷黜百家、獨尊儒術”政策之
後，儒學也一直成為統治的思想，因此，越南也深受中國的影響。隨著越南封建政權的日益
鞏固，統治者對孔子和儒家思想也日益重視，最終成為統治者的精神支柱。因此，儒學的傳
播範圍也日益擴大，速度也越來越快，影響當然也就越來越深了。
李、陳朝時期，中國｢儒釋道三結合｣已成為唐代以後文化發展的趨勢。這個結果讓越
南也出現了儒、釋、道三教同源的局面，不過事實上，道教在越南的影響較為有限，只有儒
佛兩教各得其所，對社會產生極大的影響。然而，這兩教的影響性質卻不相同，統治者雖然
尊崇佛教，但這只是在精神方面，對佛教的使用也僅限於人才上。儒學卻不一樣，它被用於
駕馭國家，制定對內對外的路線政策，確立朝政或社會制度，制定上自宮廷下至村社的尊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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秩序。也就是說，李、陳朝尊崇佛教的同時，更重視儒學，開始把儒學作為確定朝廷制度和
社會制度、作為維持君臣關係的政治思想理論。兩朝在首都升龍建文廟，開科取士，並趨於
制度化，創立國學院6)。北屬時期，越南固然屬於中國的一部分，但是李朝的政統將文廟與
科舉設定成政治體制中的一部分，將儒家文化與越南的國家體制化為一體，更利用文廟與科
舉制將原來的地方政權轉化為中央體制，這個時代的如此舉措，對於儒學在越南的發展，確
實奠定了一個堅實的基礎。李朝時期，按照儒家思想意識進行教育和推行科舉制度僅僅是開
始而已，培養出來的儒士為數還是比較少。相反的，在社會上佛教仍佔有優勢，僧侶們仍起
著很重要的作用。此可印證李朝是佛教在越南最興盛的時期，｢百姓大半為僧，國內到處皆
寺。｣
陳朝鑒於李朝末年農民反抗的頻繁，諸帝迫切需要以儒家的階級觀念來整頓社會秩
序，控制臣民思想，因此採取多種措施來提倡儒學。陳朝除了在京都設國子監外，還在各州
府縣設儒學校，擴大儒學傳播的規模。除了公立學校外，許多儒生還在農村裏成立了私塾。
科舉制度和各種學位有了正式規定。儒士階層的人數日益增多，他們在政治和思想領域中逐
漸取代了僧侶的勢力，並擔任朝廷中的重要職務。越南史書常提到陳朝儒臣輩出，｢人才彬
彬稱盛｣。到陳朝中後期，儒學的勢力雖已壓倒了佛教，逐漸佔據主導地位，但是儒學在當
時主要還是對官吏和上層階級具有直接影響，對民間的影響還比較間接、有限。陳朝名儒朱
文安的學生黎括看見全民崇佛而對儒學有所冷淡，於是生氣地說：｢我少讀書，致力於古今
之事，對聖賢之道也有所掌握以開化民眾，然而村裏沒有一個相信我。我常去遊覽山川，窮
南極北，找所謂學宮、文廟之處，但很少見，因此我對佛教之徒深感羞恥。｣7)
第十世紀在吳、丁、前黎朝代，儒家在越南還是很沉沒，直到李朝才開始慢慢地出現
所謂的儒士階級，雖然數量不是很多，但是他們已經進入了政治方面與社會思想方面，鞏固
社會秩序與執政的穩定度。當時的皇帝與朝廷文武百官編寫行政文件如詔、旨、表、奏章
等，佛教教義並沒有提供理論根據和國家管理經驗，相反的，在儒家的經史裡可以找得到實
踐活動的規範原則和明亮的榜樣。因此事實上，在升龍文廟（即孔廟）與國子監建立之前，
在政治思想領域上，儒家已經著扮演重要的角色。李聖宗時期建立文廟，是一個具有指標性
的事件，無論如何，科舉制度與文廟的建立都對越南的儒家文化具有一定程度的強化作用。
十一世紀初李朝李太祖移度到升龍（現在是越南河內），在≪移度詔≫李太祖已經提
到要學習堯舜，提到儒家的天命思想，皇帝是施行天命的人，天與人之間有互相感應，證明
了受到漢儒的影響。甚至有一些李朝的和尚像圓通禪師、阮常禪師，他們向皇上奏陳治國的
6) 參考武氏紅蓮，≪從越南的傳統道德思想談孔子思想在越南的傳播與影響≫，北京，2000年。
7) 釋清慈，≪佛教在民族的生活當中≫，西貢，196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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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解也引用了不少儒家經典。也是從這個時段開始，忠、孝、仁、義概念漸漸地運用到政治
領域，最具代表的是黎奉曉（Lê Phụng Hiểu）、蘇獻成（Tô Hiến Thành）8)他們提升仁義思
想在行動與政治主張。之所以儒家能夠在李朝時代佔有一個政治與社會思想的地位，是因為
越南當時的執政者從儒家可以找出國家組織和社會管理的理論系統與實踐經驗。因此，從那
個時刻起，儒家已經符合了越南社會發展的緊迫要求，也就是儘快堅定封建制度和強壯集權
君主國家。
到了陳朝，儒家的影響也巨大、深刻。陳太宗強調人們現實社會和政治生活並不屬於
佛教影響範圍而是儒學控制的領域：｢挽救迷惑的措施、光照生死的路徑就是佛祖的大教，
為了後世維持秤桿當尺度、為了將來提倡規矩就是先聖的重擔責任｣（禪宗指南。序）。儒
家提出治國之道，修、齊、治、平的途徑與道德規範讓社會達到儒家心中的理想。到了十四
世紀，越南便出現了一批儒士積極參與政治、努力奮鬥來現實化這個理想。思想方面最著名
的是周文安（Chu Văn An）、黎文休（Lê Văn Hưu），張漢超（Trương Hán Siêu）等。
第一個陳朝儒士們所關心，也是最受重視的主題就是德治問題，在此，皇帝的明德是
國勢隆盛的先決條件。越南名史學家黎文休說：｢治國不能根據於土地大或小，華或夷，而
只能根據德而已。因此皇帝要經常修身、修德、修德不能隨便，要依靠儒學的原理，而皇帝
修身養性是給老百姓作榜樣、教化大家｣9)。換言之，通過自己的修身養性，皇帝給全體社
會建立了道德關係的基石，只有德治才能給國家帶來太平盛治與一統制度。阮伯聰（Nguyễn
Bá

Thông）在一首有名的≪天興鎮≫賦中說到：｢指揮而妖孽迎降，談笑而兇徒送死。洗六

合之腥羶，蕩宮庭之氛翳。懸日月於中天，奠丕基於萬世。｣和｢壯哉天興，為南方之表極
兮。啟我皇圖垂千憶兮，於維藝皇，不恃險而恃德兮。｣10)儒家德治觀念在李朝時代已經出
現，但到了陳朝，這個觀念有了更多的了解，展示出更豐富的內涵。

反對儒家的教條主義
十到十四世紀，當儒家進入越南時，基本上它並不是越南本土的思想體系，而是外來
的。儒家的義理是非常豐富與深刻的，很多地方適合於當時的越南，但因為時代不合或條件
不合而也有不少儒學的內容不能應用於當時的越南。換言之，越南的社會背景、文化基礎與
意識形態前提不同於中國所產生儒家的那些條件。這個問題有兩個方面，第一，不能全面、
徹底、不顧客觀的情況地採取儒家一切內容，而要接受與學習儒學的精神，要用自己的經驗
8) 阮才書主編，≪越南思想史≫，第一冊，社會科學出版社，1993，221頁。
9) 請參考阮才書主編，≪越南思想史≫，同上，第223頁。
10) 阮伯通，≪天興鎮賦≫，http://www.thivien.net/viewpoem.php?ID=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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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方法；第二，要主動、積極發展越南儒學，一方面提升共同的儒學價值，一方面建立又適
合自己又有特色的儒學。因此在越南十三，十四世紀時，有一個思想潮流反對當時一些儒士
要把中國歷史經驗一層不變地搬到原本生動活潑的越南現實生活當中。潘夫先（Phan

Phu

Tiên）說：｢當時的臣子像黎伯括（Lê Bá Quát），潘師孟（Phan Sư Mạnh）要改變制度。皇
帝（陳明宗）曰：國家具有一定的法度，南北是完全不同的。如果按照白臉學生謀取職位
去做，國家就一定動亂；陳藝宗也說：前朝建國自有法度，不依靠宋朝的制度，因為南
北都治理自己的國家，不要追隨對方。在大治年，白臉學生很受重視，但他們不懂立法深遠
的道理，想把北方的風俗完全代替祖宗的規矩，像衣服、樂章等說不清｣11)。

十四世紀越南儒家反對佛教
從李朝開始，儒家慢慢地對越南的思想與政治體系有了一定的發言功能，剛開始，它
的表現只是跟佛家有一些不同的觀點，甚至對佛教有補充或跟佛教合作、一起鞏固封建制
度。然而佛教還是在社會思想論壇上佔有主導的地位，並沒有儒佛對立的情況。此時此刻，
儒家跟佛家只有在思想理論方面有差別，可以說從十一到十三世紀儒家跟佛教和平共處12)。
一直到十四世紀中之後，當儒家地位再進一步地提升、儒士階層愈來愈多時，這種儒佛的對
立被儒士們公開與主動地宣布出來。反對佛教的思想潮流已經出現，不是個人的，而是一系
列有名的儒家站出來批判佛教和爭取儒家的思想地位，當時儒家階層的傑出代表張漢超
（Trương Hán Siêu）說：｢寺廟廢了再重建不是我們該做的事。現在應該是傳風化、格除異
端、復興聖道的時候了。作為士大夫，不是堯舜之道不表達、不是孔孟之道不著述，然而
（有人）死抱不放佛事，是想偏誰的？｣13)
特別是當時首屈一指的史家黎文休（Lê Văn Hưu）已經用批判佛教作為爭取儒家成為朝
廷一切政治活動的理論基礎的地位，他說：｢李公平大將軍打一個大勝戰，把真臘（Chân
Lạp）軍打得全軍覆莫，搶回藝安州，向朝廷報捷，按理說神宗應該在太廟告捷，在朝廷論
公為李氏將軍他們賞公才對。但是（神宗）把這個功勞歸於佛教，到廟宇去還愿，這樣做不
見得表揚有功勞的人和鼓勵軍士精神｣。還有很多儒士跟隨張漢超與黎文休一起批判佛教，
主要的還是針對佛教的一些弊端，像財力與人力的耗費、容納｢不做事｣的懶惰份子、躲避對
國家的義務、對聖道有傷害。張漢超將佛教信徒抹殺為｢妖魔姦邪｣，我們可以看得出來，當
11) 阮才書主編，≪越南思想史≫，同上，第225 – 226頁。
12) 批評佛教的聲音雖然有但是很少，比如是談以蒙（Đàm Dĩ Mông）說：｢現在（在國內）增呂比夫役還
多。他們成群結黨，自立首領｣。
13) 阮才書主編，≪越南思想史≫，同上，第22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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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的儒家們攻擊佛教並不是要駁倒佛教的思想與哲理，也不是在證明佛教信仰的非理因素，
而是要揭露佛教在現實生活所造成的後果及社會弊病。這種批判預示了越南佛教的衰落，不
僅在實際生活中甚至在思想領域和社會意識形態。經過這次的批判，越南佛教在全國思想舞
台上不再有之前的重要地位了。另一方面，這次批判也確立了越南儒家在十五世紀的獨尊地
位。
從十世紀到十四世紀是越南國家開始自主獨立紀元的里程碑。越南民族建國與保國的
實踐是當時政治思想與社會思想的根據和發展基礎。李朝陳朝時代政治與社會思想離不開愛
國主義。因此李陳時代政治與社會思想的主題是國家主權與獨立、全民團結、爭取人民的齊
心合力、百川歸海、健全封建國家機構等等。這些並不是經院問題而是時代對思想領域提出
來的關鍵問題，也是經過長久時間越南民族總結建國與保國的經驗。日後，這些問題一直是
越南儒家重要的課題。

十五世紀：越南儒家極盛時期
越南人將十五世紀稱為｢英雄世紀｣，此世紀是越南在戰場上奪取民族獨立和建國的過
程。1406年，中國明朝侵略越南，沒有幾個月，越南胡朝就失守，這也是越南歷史中失敗最
快的抗戰。從1407年到1427年的整整二十年是越南歷史的黑暗時期，明朝取消了越南的民族
獨立，把越南變成明朝的一個州，徹底地剝削人力與財力，並施行民族同化，毀壞大越的文
化，越南一切書籍如果不能帶回中國就全部焚燒（｢兵火結怨經二十年，敗仁義、殘乾坤｣阮
薦（Nguyễn

Trãi）;｢滿街都是兵器，到處都是明朝的強盜，整個大越的書籍化為灰燼｣吳士

蓮）。最後，經過十年多的抗戰（藍山起義）從1416年到1427年12月，黎莉（Lê

Lợi）已經

完成了救國抗戰，結束了明朝在越南的統治。黎朝當初跟陳朝基本上很多地方是不同的，黎
朝是新的連接集合，有新的經濟、政治、文化的政策，在經濟上，黎朝已經繼承了胡朝經濟
改革的結果，極力地制約大田莊，施行軍田制度，擴大國家所有制，一切的鄉村公共田地都
屬於朝廷。因此，在軍田制度下，鄉村農民又是朝廷的臣民，同時也是最高地主（皇帝）的
佃戶。經過軍田制度，鄉村變成專制集權君主制度的經濟基礎。在十五世紀，軍田制度對穩
定小農經濟已經發揮了積極的作用，減少社會貧富差距。這個時段史上沒有記載任何農民起
義的現象，相反的，民謠還說：｢太祖太宗皇帝時候，穀物滿地連雞子也不想吃｣。雖然當時
農業有所發展，但手工業和商業跟陳朝相比又落後了一些。十五世紀越南社會經濟結構總體
主要是農業－農民－鄉村，商品經濟只是補充農業的一部分。
在越南中古時代，各個封建政府都有集權化、專制化與官僚化的趨向，但每個朝代都
有自己的特點。陳朝陳聖宗曾經說過：｢天下是祖宗的天下，繼業祖宗者要跟親屬兄弟分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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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貴｣。朝廷最主要的差使都屬於陳氏的宗室，造成吳士蓮所說｢宗子維城｣（連結親屬保護
皇帝）的貴族化機制。但是到黎朝就不同了。黎貴惇評論：｢太祖皇帝不學陳朝的舊事即把
一切親戚都升官。當時（黎氏）親屬傑出的人像黎魁、黎康都按照功臣的資格來封職，而不
是封爵建地的｣14)。他又說：｢高皇（即黎莉）平定定全國，重視武將高於文臣｣15)。
因此，陳朝按照宗室親屬關係來安排執政地位在黎朝不再成為原則了。為了選擇官
吏，除了進舉和親屬繼承，主要的還是通過軍功和儒學科舉，皇宗貴族只有一些經濟權利
｢而不准管轄府路（相當於明朝的知府），避免可以跟老百姓緊密地接觸。掌管藩鎮的顯貴
皇親國戚都被剪除權勢，變成很衰弱。名義上是千塍而實際上只等同於匹夫｣16)。
這種採用軍功和科舉來選擇官僚，形成了一個行政官僚體制。原本在黎朝初期武將相
當多，但黎聖宗以後，科舉文臣便佔有相當重要的地位。用科舉來拔取產生一個士夫階層，
常常稱為｢儒士｣或｢士者｣（kẻ sĩ）。儒士和武將大部分是一般平民，甚至很貧窮，但依靠個
人努力而能進去國家管理機構，有相配的社會地位與經濟權利。因此大家都很崇拜職務、崇
拜科舉，造成整個社會一個共同點，就是拼命學習、用科舉路徑來找名、找位、找利。
黎朝（相當於中國明朝時期）大興儒風，獨尊儒術，儒學被確立為建國治民的根本指
導思想而受到了前所未有的重視。因此，孔子思想的傳播更為廣泛，速度也更快了。黎朝統
治者大辦學校作為宣傳孔子和儒家思想的機構，為了推動傳播工作，黎朝在李、陳朝的科舉
制度基礎上完成了正規的科舉制度。黎朝從1442年之後，越南科舉制度已經算是完整，每隔
三年，各地方舉辦一次鄉試，在京城舉辦一次會試。參加考試的人數上千人，如1463年的會
試有1400人，1475年有3200人。這種以儒學為指導的科舉制度一直延續到十九世紀末。不僅
如此，黎朝統治者還在整個社會進行教育活動。各朝代的統治者按照孔子倫理思想制禮約定
制度，並且還經常頒行教化條例，試圖通過行政手段將孔子思想推向民間。與此同時，後黎
統治者更加極力排斥異端，一再限制和打擊佛教、道教，只允許它們在有限的範圍內活動。
為了能更廣泛地傳播儒學，後黎朝還注意印行儒家經典。從1075年李朝第一次越南儒學考試
到1919年最後一次儒學考試一共有2335位進士，其中有30位狀元，單單黎聖宗時期整整38年
已經有了501位進士，佔全國總進士五分之一，其中有9位狀元，佔全國總狀元三分之一。
官僚封建國家須經常遞補人事，潘輝注（Phan Huy Chú）清楚地記載：｢陳朝已經設定
了科舉，但補用不必要有科舉，不要科甲出身…

宏德（黎聖宗）時候，經過考試的人被選

14) 黎貴惇，≪黎貴惇全集≫，第三集，≪大越通史≫（Đại Việt thông sử）。范仲恬翻譯。河內，1978。第
142到143頁。
15) 黎貴惇，≪黎貴惇全集≫，第二集，≪見聞小錄≫（Kiến văn tiểu lục）。范仲恬翻譯。河內，1977。第
267頁。
16) 黎貴惇，≪黎貴惇全集≫，第三集，≪大越通史≫（Đại Việt thông sử），14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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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很多，當時在京都官員及地方官都是進士出身，而監生、儒生登科放外任做知縣｣17)。因
此在官僚隊伍裡面，儒士佔據大部分。皇帝與大多數官吏之間的息息相關造成一種根本不同
於李、陳時代宗室狹窄的關係的廣大聯繫。這是行政官僚體制。黎初科舉制度和開國功臣繼
承制度也產生一些新的巨族或望族，對國家提供不少官僚。對這一點，黎聖宗非常高興與自
豪的說：｢十鄭弟兄連貴顯，二伸父子倍恩榮｣。
十四世紀末佛教被限制，到十五世紀遂開始衰弱。佛教的聲望跌落，很多上流人士都
拒絕佛教，但是佛教還是在鄉村繼續發展，而攻擊佛教的力量，首先來自朝廷。1429年末，
朝廷下令全國僧侶｢到公堂報到，一律考試，考中才能繼續當和尚，不及格者就要還俗｣18)。
跟佛教類似的，越南的道教也成為朝廷的箭靶，所有的道士也得到公堂考試，雖然當時道教
並不正式受到重視，但對社會的影響也不少，大部分的平民百姓也很相信道士的術數，昇龍
京都的各道館及全國道館都吸引了廣大人群來祭祀。
黎初朝廷這樣反對佛教跟道教為的是要獨尊儒家。當時政權批判佛教不是在認識論或
宇宙觀上，主要的是在管理國家角度的人倫道德方面，儘管如此，也有儒士為了研究佛學而
出名，比方1463年的狀元良世榮（Lương Thế Vinh），寫了一本有名的≪禪門科教≫，還給
常照和尚的≪南宗自法圖≫做序。其實當時的越南，佛教和道教在信仰生活方面是比較混合
的，同時，這兩個宗教也跟民間信仰摻雜而造成一種錯綜融合。據史料所載，黎皇帝不只一
次到法雲佛寺（越南河北省）求禱，也到其他廟宇、道館求安、求福等等。
到黎初時代，在很多方面儒家開始扮演主導的角色，而首先是從中央到地方的教育系
統。黎貴惇告知：｢宏德年號（1470-1471）每年都頒發給各府書籍，像≪四書≫、≪五
經≫、≪玉堂文范≫、≪文獻通考≫、≪文選≫、≪綱目≫。學官由此講學，科舉由此錄取
人才｣19)。教育內容主要是經學和史學，特別在京都，黎聖宗設五經博士制度儒家一獨尊經
學就變成教條。會試考題都在≪論語≫、≪孟子≫、≪春秋≫、≪中庸≫、≪大學≫裡面。
執政者的思想裡充滿了儒家的觀念，因為推崇儒家，黎聖宗甚至在國子監裡立了進士碑，肯
定｢首先要尊崇儒教，治國之道首先要推舉儒士｣20)。他還把儒家帶到鄉村去，1470年，朝廷
頒發24條教訓，要求按照禮、義、孝、忠、三從道德規範來鞏固家庭、宗族、村莊，每年新
年或大節日，村長須集合全部村民來開示這24條教訓。
從李、陳到黎初，使用儒學理論和儒家體制是越南執政者主動、有意識的選擇。執政

17) 潘輝注，≪歷朝憲章類誌≫，史學出版社，河內，1961年，第二集，第69到70頁。
18) ≪大越史記全書≫，第二集，302頁。
19) 黎貴惇，≪見聞小錄≫。范仲恬翻譯。河內，1977，96頁。
20) 大寶三年，壬戌科進士文碑(144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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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都用佛教跟儒家來建構社會，但佛教思想傾向解脫，不像儒家比較重視家庭與宗族。作為
一個道德人倫學說、科舉教育和政治理論，儒家明顯佔有優勢。李、陳各朝代的君主都很崇
拜佛教，但想到要建設一個官僚集權國家就不能排除儒家。歸根結底，佛教禪宗再積極入
世，在這些方面也勝不過儒家。陳聖宗雖然精通佛學但是還允許陳益則｢在府第開學校，聚
會四方的文士來學習、講學，讓大家成才｣21)。儒家思想保護以朝廷為中心的家庭、宗族連
結，按照名分來維持社會複雜等級分化。但是儒家在禮與法觀念和行動根底上的道德、倫
理、政治基礎已經攪和了這種連結與分化。
黎初時期的儒家有什麼特點？影響越南社會到什麼程度？這都不是簡單的問題，孔孟
儒家、漢儒、宋儒22)都進入了越南，執政者不排斥，但也非全盤接受，甚至到了十五世紀的
30、40年代，朝廷裡面還有很多功臣和武將，儒家的影響還不是很深刻，一直到了黎聖宗時
代，跟著教育與科舉的強勢發展後，儒家才佔上了第一位。但是如果注意到教育與科舉的內
容，我們發現主要的是四書五經和朱熹所寫的史書，朝廷並未接受也未使用董仲舒的≪春秋
繁露≫或宋明時代的≪性理大全≫23)。沿襲先朝，黎初政權特別提倡忠孝思想與忠孝關係，
用宗族關係來連結鄉村與朝廷，學習儒家以｢孝｣來治天下的模式。

越南封建制度危機與分裂時代
十六世紀開始，因著黎初朝代的衰弱，從黎威睦（1505 - 1509）到黎相翼（1509 – 1516)
已經十分衰敗，朝中各派系爭奪權力與地位，國庫虧空、百姓窘迫，民間都叫威睦為｢鬼
王｣，當時社會大亂，到處都是兵亂，義軍也蜂湧而起，莫登庸（Mạc Đăng Dung）利用朝廷
的混亂局面，從一位武將升到了宰相，1516年到1519年，利用輔佐黎昭宗的名義，把其他反
對派一一消滅，先被封為明君公而後成為仁國公。1526年他殺了黎昭宗，1527年逼皇帝退
位，自己當上了皇帝，結束整整100年黎初歷史。莫登庸剛登基，在清化省有鄭氏家族提出
｢扶黎滅莫｣名義，創立新朝廷叫黎中興，近五十年之久進行了三十八次大小戰，到1592年莫
軍大敗，失守昇龍京城，莫氏子孫都跑到高平省避難。南北朝與莫鄭戰爭還沒結束之前（從
1558起）又出現越南國家分割與鄭阮戰爭，從1627年到1672年有七次大戰，有的仗持續打了
好幾年，越南半璧變成了戰場。
南越（Đàng Trong，阮氏政權）與北越（Đàng Ngoài，黎－鄭政權）的國家制度都按照
黎初的模型，對朝廷而言，儒家仍然扮演著建設政權與鞏固社會秩序的角色。儒家教育與科
21) ≪大越史記全書≫，第二集，34頁。
22) 宋明理學影響到越南分別為宋儒和明儒而主要的是宋儒。
23) 阮才書主編，≪越南思想史≫，第一冊，社會科學出版社，1993，25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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舉以四書五經為內容，考試期間，不論鄉試或會試，除了經義之外，學生還必須做詩、做
賦，儒士們認為文學不能自由自在，反而應該表現出來人類的意志與道德，文學是衡量才與
德的標準，它是用來管理社會的一把尺，因此考試科目中非有文學不可。
莫朝在六十年間已經舉行了21次會試，產生了468位進士和11位狀元，這個數目可以跟
黎聖宗儒家全盛時代相比。潘輝注評論：｢莫家繼承前例，每三年開一科，雖然繁忙戰爭但
不放棄科舉，因此得到很多人才幫忙國事、抵抗黎家，持久六十多年，這也是科舉的功
效｣24)。
在南越，黎中興朝廷剛成立第一年就舉行恩科25)，回到昇龍時，除了定期考試還增加
開一些特別的科舉。從1650年到黎朝最後一次會試- 1787年有68次考試，共有717位進士，6位
狀元。由於科舉選拔人才全靠個人努力而不憑家庭背景─如貴族或官吏子弟等─因此，儒士
的出身背景有了極大差異，也因而造就出一股新的風氣。
跟十五世紀一樣，儒士是知識份子，是社會的思想家，不同的是，十六、十七世紀的
儒士要面對的是一個沉淪變動的國家，終日生活在一個江山分裂、骨肉相殘的大戰中，這個
局面讓他們的思考集中在一個問題上，那就是如何讓國家恢復統一，讓國家安平、康樂。他
們大部分都盼望一個太平社會：｢何時再睹唐寓治，依舊乾坤一太和｣，｢何幸再逢堯舜世，
一朝愿做太平民｣（阮秉謙）。每個儒士都全心全力尋找兵亂的根源，都想提出自己的主張
來讓社會承認、朝廷接納，因此，政治社會思想是越南當時的哲學思想史的巨大內容，而眼
前的社會就是考驗思想最好的環境，因此，任何一種思想是正面或負面的、現實或幻想的、
保守或開放的，當下便都容易被發現。
他們學習先儒，把治國之道概括為霸道與王道，霸道是用戰爭、用暴力來爭奪權力達
到統治，而王道是用仁義道德來安民，用德治讓四海歸心。對一些當時的儒士而言，莫家篡
位、鄭家以扶黎名義打莫家、阮家跟鄭家作對都是霸道的。但他們在每個朝廷下服務，還是
一直離不開仁義的大旗。馮克寬一輩子跟著鄭家打莫家，但也不斷的主張王道：｢仁義味丹
上聖皇｣26)。而汲汲提到仁義、最有人文內容也最實際的並非官場的儒士，而是避世或隱居
的儒士。雖然朝廷不重用他們，但是他們仍舊時刻關心現實社會問題，不停地說出心裡的
話，表現出儒者應有的風範與使命感。他們其中不少人知識豐富、能力傑出，但卻不合於當
時的政治局勢，像阮秉謙、阮嶼等便是。
24) 潘輝注，≪歷朝憲章類誌≫，第三集，第16頁。
25) ｢恩科｣從中國開始。宋時科舉,承五代後晉之製,科舉制度每三年舉行鄉、會試，是為正科。遇皇帝親試
時，可別立名冊呈奏，特許附試，稱為特奏名，一般皆能得中，故稱｢恩科｣。清代於尋常例試外，逢
朝廷慶典，特別開科考試，也稱｢恩科｣。
26) 馮克寬，≪端午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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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惜這樣的治國主張大部分都是紙張談兵而已，純粹是計畫、是理想、是願望，沒辦
法變成現實。而每個朝廷都不擇手段地鞏固自己的權力，社會生活持續走自己的路，不管主
觀的思慮與舉動，國家還是分割的、民眾還是涂炭的。當時封建制度、儒家的治國路線理論
陷入前所未有的危機。
十五世紀執政者都認為儒家世界觀是唯一的，除了儒學，什麼都不要追求。但是到十
六、十七世紀，情況就大不相同了。儒家已經暴露出它對現實社會問題的無能為力。於是大
家都回頭從過去的思想寶庫中找尋答案，學習儒家、學習佛教、道家或要結合各種思想體系
的問題已經被提出來了。
因為儒家被重用了太久，導致一個難以改變的思維習慣，即許多人認為只有儒家才有
價值，例如有名的儒臣：甲海（1507 - 1586）、馮克寬（1528 - 1613）、梁友慶（十六世
紀）、陶維辭（1572 - 1634）、范公著（1599 - 1675）、胡士楊（1621 - 1681）、鄧廷相
（1649 - 1735）等人。馮克寬認為儒士的本分是上報皇恩、下救黎民，因此要不斷的努力：
｢道成經濟吳儒事，何用齊人遺像章｣27)。范公著主張：｢只有經、史、子、集是有意義的，
而老、佛跟其他淫蕩詩歌與國音故事通通都不能印刷免得傷害風化｣28)。由此看來，他們還
是保持著獨尊儒家的觀念。
當時如此堅持儒家的做法可說是有些固執，因為儒家不再能主導思想，而當時基本的
趨向就是思想結合、理論交流，比如結合儒家跟老莊結（阮秉謙），儒家跟道教（阮嶼），
或純粹老莊（阮航）。其中最為代表的是把儒家跟老莊結合在一起的思想。在不同方面，這
個思想有不同的特色，如果從思想家生活來看，前一輩子主要是儒家而後一輩子又轉為老
莊；按照思想家學說的功能來看，儒學是幫助社會，而老莊是找到生活的出路；按照他們思
想體系整體性，儒學思想跟老莊思想都分不開、意見相互關連，有時候儒家比較突顯而有時
候老莊觀念卻興起。當時另一種主張是把儒、佛、老三教融合成為一體。學者們發現每個學
說都有自己的優點，但要針對多樣性和複雜性的客觀環境，知識份子無法將此三大思想體系
分開或僅僅選擇其中一個當做是唯一的思想工具，而是希望把三個大思想體系結合起來變成
一種完善的哲學系統，能解釋和解決現實社會問題。香海禪師便是第一位提出這種主張的
人，他說：｢名教有三，儒家助國、齊家、治民，道家養氣安神，釋家渡人離出三途苦｣29)。
每個思想體系都在某些方面對人們、對社會有幫助。這種主張在越南思想已經在其他
形式上出現，特別是在李陳時代。但是在十六十七世紀，它有新的內容、新的特色。

27) 馮克寬，≪羅山早發≫。
28) 范公著47條教訓之一。
29) 香海禪師，≪事理融通≫。

404⋅第39次 中國學國際學術大會

作為一個道德政治學說，中國儒家已經在北屬初期傳播到越南，在越南獨立之後就已
發展起來，到了十四世紀，越南思想家才開始有機會接觸宋儒，但到了十六世紀，跟著越南
大儒阮秉謙，宋儒才明顯的展現出來。阮秉謙被改姓為｢程｣（中國宋明理學家中有名的兩位
大儒程頤與程顥的姓氏），俗叫程狀元。他被一些當時中國儒家認為是越南的理學家。到了
那個時候，宋儒的一些問題、範疇、思考方式才正式在越南出現。也因確實受到了宋儒的影
響，思維的理性色彩比之前的幾個世紀增加了一些。
從越南哲學思想史的角度，我們可以看到一個特點，那就是每個世代都有其主導思想
或指導的意識形態。李朝陳朝雖然儒家、道家開始有地位，也在佛教的基礎上建立了三教同
源的局勢，但作為一個國教，佛教還是全面操縱著社會，連士大夫面對佛家弟子時也自慚形
愧。李陳時代，越南文化面目是佛教文化30)。陳朝末與胡朝（1400年到1407年），越南儒家
是漢儒與宋儒，思想面貌相當單純，儒家等同於三綱五常，儒學理論被灌輸在一些簡單的模
式中。
到了黎朝，朝廷一直向中國仰慕和效法，盡力地沿用中國的體制，在研究越南碑銘耿
慧玲發現：
從李朝墓誌行文典雅、漢文典故使用甚多，到陳朝少用典故、文風口語淺白，至黎朝
卻又回歸到李朝的典雅及多用典，或許可以推測陳朝試圖從越南紮根已久的漢文系統中脫
離，以發展屬於越南自己的文化系統，此種情況可由陳朝＜奉陽公主神道碑＞作為例證。陳
朝是一個值得注意的時代，如果我們看到黎朝對於儒家思想或文化的堅持，陳朝所展現出的
越南特色就更值得重視，無論是在碑誌的撰寫或者是官制的建構，都可以看到陳朝不一樣的
文化面貌，這個時代的特性可能更能反映越南地區的特殊文化性，值得做為越南研究的重點
時代。黎朝為什麼忽略過陳朝曾經進行的本土化工程？是否因為黎朝的建立與明朝的在統治
有關？然而不管從官制或者碑誌的角度來看，都可以看出黎朝不避諱採用儒家的文化系統，
而大量漢文典故的使用，似乎並沒有顯現出越南的不自信，是否這樣的舉措所反映出的是越
南經過多方的經歷，認為即使是政治體制上採用中國的制度，亦不能漠視越南本身獨立發展
的事實，利用中國的儒學反而能夠使得越南的發展更成熟？31)
很顯然的，黎朝非常努力使用儒家意識形態來改變越南社會各方面體制。關於政治與
經濟體制，黎朝移植和模仿中國政治制度，在中央設立以尚書為首的六部負責處理政務，六
科負責檢查各部工作，另外還設置禦史台、翰林院等。阮朝的各種政治設施尤其反映出 濃
30) Ta Ngoc Lien. “The face of Confucianism in Vietnam from the 15th century to 18th century”, The fifth Conference
“Confucian thoughts in Viet Nam: Studies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Hanoi, 2007.
31) 耿慧玲，≪越南碑銘中漢文典故的應用≫，The fifth Conference “Confucian thoughts in Viet Nam: Studies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Hano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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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的漢化色彩。其官制，沿襲前朝的六部、六科等機構，又常隨中國情形加以調整。黎朝把
全國分為數道，道以下分成府、州、縣，各設專官分管行政、軍隊、刑事，與明朝制度基本
一致。刑法制度，黎朝參考≪大明律≫制定≪洪德法典≫，並一直實行到十八世紀末。在經
濟方面上，黎初將土地收歸國有，名為｢公田｣。｢公田｣一部分頒給貴族官僚作為｢祿田｣，一
部分補充到公社的土地裡，按｢均田制｣分給農民32)。
後來黎皇朝（1428 ~ 1788）建立以後就獨尊儒學。除在開科取士方面，以儒家經典為根
據，又特別以朱學為重。朱學影響之大，可從在越南刊行，明朝頒賜，以朱子學說為依據的
≪四書大全≫、≪五經大全≫中清楚看出。≪越史通鑑綱目≫記載了黎純宗龍德三年（1734）,
由官方明訂作為全國各校教本的情形：
｢春，正月，頒≪五經大全≫於各處學官。先是遣官校閱≪五經≫北板，刊刻書成頒
布。令學者傳授，禁買北書。又令阮效、範謙益等分刻≪四書≫諸史、詩林字滙諸本刊
行。｣
後黎朝三百餘年間雖然大權旁落，前後曾經同時出現若干個政權：南方另有｢主｣，北
方另有｢王｣的政權，踰越｢帝｣權之上，但是儒學思想與文教反而大為發展，因此大儒輩出，
如阮秉謙、潘孚先、吳士連、黎貴惇等均享盛名33)。我們可以看到在教育與科舉制度方面，
黎朝在京城設立國子監，置祭酒等；在地方開辦學校，置教授。學生所學為儒家經典著作和
中國歷代王朝歷史。阮朝國子監中，生徒分為“尊生”（皇室子弟）、“蔭生”（官吏子弟）。
“學生”（民間俊秀子弟）三種。學習的內容，仍是儒家的“四書五經”和詞章之學。黎朝又仿
效中國建立了科舉制度，開科取士，分為鄉試（在地方舉行）、會試（在京城舉行）與殿試
（由皇帝主持），鄉試及格者才能參加會試。中國科舉考試的

主要內容是詩、賦和時務

策，文體要用八股，越南的科舉考試也大體相同34)。
事實上獨尊儒家，把儒學變成教條不但不能長久、妥當地解決社會問題，相反地，教
條式的儒家和越南的民族傳統─鄉村文化─有所衝突，也與文化融合的傳統有所出入。

32) 何孝榮，≪清代的中越文化交流≫，http://scholar.ilib.cn/Abstract.aspx?A=lsjx200111002 。
33) 朱浤源，≪東方政治文化的特質：以黎貴惇與吳時仕應試問答為例≫，The fifth Conference “Confucian
thoughts in Viet Nam: Studies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Hanoi, 2007.
34) 何孝榮，≪清代的中越文化交流≫，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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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중국철학의 독자성과 보편성
‘Metaphysics’와 ‘형이상학’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중국철학에서 비대칭성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우선 철학이라는 용어부터가 비대칭적이다. 철학
곧 ‘哲學’은 동아시아 문화권 고유의 용어가 아니라 서양의 문물을 번역하는 데 열심이었던 일본
인들이 ‘philosophy’를 번역하기 위해 고안한 용어이다.1) 경학(經學)이나 자학(子學) 또는 도학(道
學)이라는 중국의 지적 전통에서 발원한 용어를 번역하기 위한 개념으로 ‘philosophy’가 선택된 것
이 아니라, 서양의 ‘philosophy’를 번역하기 위해 ‘철학’이란 용어가 생성된 것이다. 곧, 처음부터 철
학은 ‘philosophy’에 대해 비대칭적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서양의 ‘philosophy’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닌 유구한 역사적 실체
를 지닌 것인데 반해, 중국의 철학은 서양의 ‘philosophy’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발굴 또는 재구성하도록 요구받는 위치에 처해 있다.2)
이른바 ‘철학’의 주요 영역으로 손꼽히는 형이상학이나 윤리학 등에 대해 눈길을 주어도 사정은
비슷하다.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은 ‘metaphysics’나 ‘ethics’의 번역어로 선택된 용어들이며, ‘形而
上學’이나 ‘倫理學’이 자신의 개념을 서양어로 번역하기 위해 ‘metaphysics’나 ‘ethics’를 선택한 것
* 이 글은 대체로 불교가 중국에 소개되기 이전의 중국 ‘철학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불교
수입 이후의 중국 철학사, 대표적으로 송 이후의 신유학에서의 형이상학의 문제는 하나의 짧은 논문에서 다루
기에는 지면상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글의 논점을 제시하는 데 필수적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 ‘philosophy’의 번역어가 ‘哲學’이 되고 또 이 일본 번역어가 한국에 들어와 유통되기까지의 사정을 ‘철학적’이
고 ‘계보학적’ 문제의식을 통해 훌륭히 논구한 다음의 글을 보라. 이병태, “한국의 ‘철학’과 한국철학의 ‘현대’,”
pp. 15-44, 2015.
2) 이런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갈망한 연구자들은 철학이란 용어 대신 ‘사상’ 또는 ‘사상사’라는 용어 뒤로 피
신을 감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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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것이다. ‘윤리학’의 경우 ‘철학’과 비슷하게 ‘ethics’를 번역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어라 할
수 있고, ‘형이상학’은 ‘형이상(形而上)’과 ‘학(學)’이라는 중국 지성사에 유구한 역사를 지닌 개념
이 서양의 ‘metaphysics’를 번역하기 위한 개념으로 소환되었다. 철학이나 윤리학과는 다르게 ‘형이
상(形而上)’과 ‘학(學)’의 조합으로서의 ‘형이상학’은 형이상에 대한 학이라 해석할 경우 중국의 지
적 전통에서 의미심장한 함축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형이상학과
‘metaphysics’는 단순히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신의 당당한 실체를 주장할
수 있는 대등한 개념이 되는 셈인데, 문제는 이처럼 자신의 함의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두 용어
가 서로의 번역어로 사용되어도 손색없을 만큼 서로 아귀가 잘 들어맞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이 글은 형이상학과 ‘metaphysics’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중국 철학의 태생적인 비대칭적 성
격의 복합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고자 한다. 형이상학과 ‘metaphysics’의 관계에 대한 논의
에 필연적으로 전제될 수밖에 없는 서양철학과 중국철학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중국철학에 대한
연구의 일반적 경향성3)에 대한 스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2. 중국철학의 독자성과 보편성
중국철학 연구의 일반적 경향성을 서양철학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조망할 경우 쉽게 두 가지
흐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서양의 철학적 개념과 문제에 대응하거나 공유하는 것으
로 보이는 개념과 문제들을 중국 ‘철학’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과 구분되는 중
국 고유의 ‘철학적’ 사유와 세계관을 발굴하여 중국 ‘철학’의 독자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말이다. 한데 현실을 살펴보면 이 두 진영을 단순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두 진영
모두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 쪽 흐름에 기운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한 흐름에 일방적으로 속한다고 볼 만큼 중국‘철학’ 연구를 순진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드물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 진영 모두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
우다. 대표적인 학자들이 현대 신유가들이라고 알려진 모종삼(牟宗三)과 당군의(唐君毅) 같은 이
들일 것이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헤겔과 칸트 등의 독일 관념론으로부터 중국철학을 근대적으로
재해석할 모델을 찾고자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양철학과는 구별되는 중국철학의 독자성을 발견
하기 위해 분투하기도 하였다.4) 다른 한편 서양적 개념과 범주로 중국철학을 규정한 흥미로운 예
로 1950년대 이래 공산화된 중국에서 한동안 기획된 유물사관을 통해 중국철학사를 정리한 작업을
3) 대체로 20세기 후반 이후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4) 鄭家棟, 현대신유학,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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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5) 서양의 주류철학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중국철학사
에 철저히 적용시켰다는 측면에서 서양철학의 범주로 중국철학을 정리한 예로 볼 수 있다.6) 서양
학자들의 경우 보다 조심스런 경향을 대체로 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앞 진영
에 속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학자들로 중국사상을 인류의 보편적 유산이라는 맥락에서 고대 그리
스와 기독교 전통의 서양 사상의 연구 범주와 유사한 맥락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벤자민 슈
왈쯔7)와 근자에 들어 서양 규범윤리학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던 덕 윤리(virtue ethics)의 맥락에
서 유학을 이해하는 일군의 학자들을 거론할 수 있다.8)
다른 한편 중국철학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연구경향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20세
기 말에서 21세기 초반까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거센 열풍은 중국 철학 해석에도 새로운 경향성을
낳았다. 철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서양철학의 주류적 담론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거대한 실험
이었다. 서양철학의 지배적 구도 곧, 보편성과 이성의 개별성과 감정에 대한 우위, 정신의 육체에
대한 지배와 진리의 보편성에 대한 강조,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율적 개인의 확립 등의 근대에 이르
기까지 또는 근대에 이르러서 확립된 서양의 철학적 정신의 정수에 해당하는 요소가 부정되거나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은 중국 철학이 이와 같은 서양철학의
지배적 담론구조와 일찍부터 구별되는 탈근대적 센서빌러티에 매우 근접한 사유체계로 재해석되
는 흐름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특히 노장의 도가사상이 이러한 탈근대적 조류에 호응하는 사유체
계로 재해석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에 국내학계도 김형효의 선구적 작업9)에 이어 국내의 주요 도가
철학전공자들이 거의 모두 참여한 연구결과10)가 생산될 정도로 활발히 참여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작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분명히 서양철학의 현대적 흐름과
부합되는 공통분모를 찾는 작업으로 성격지울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철학의 지배적 흐름
과 구별되는 중국철학의 고유한 요소를 서양의 탈근대적 자기반성에 힘입어 발견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중국철학의 고유성을 서양의 탈근대주의 철학을 통해 발견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서양학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철학의 고유성 또는 독자성을 논하는 데 대
5) 任繼愈 主編, 中國哲學史簡編, 1973, 와 侯外廬 主編, 中國思想通史, 1961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6) 이 반대 방향에서 노사광(勞思光)의 중국철학사 저작을 들 수 있다. 노사광은 중국철학은 심성론 중심과 우주
론 중심으로 크게 나누고 연구방법은 영미권의 분석철학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노사광, 중국철학사(先秦
篇), 1984, 중국철학사(漢唐篇), 1985, 중국철학사(宋明篇), 1987.
7) 벤자민 슈월쯔, 중국 고대사상의 세계, 1996.
8) 다음을 보라. Bryan W. Van Norden, Virtue Ethics and Consequentialism in Early Chinese Philosophy, 2007. S.C.
Angle, Sagehood: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Neo-Confucianism, 2009. P.J. Ivanhoe, “Virtue ethics and the
Chinese Confucian,” 2013.
9) 김형효, 노장사상과 해체적 독법, 1999.
10) 도가철학회, 노자에서 데리다까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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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학자들로 로저 에임즈(Rgoer T. Ames)11)와 프랑수아 줄리앙(Francois Jullien)12)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30여년 가까이 동서비교철학의 대표적인 학술저널인 “Philosophy East & West”의
편집장을 지내면서 저작과 논문을 활발히 출간하여 영미권의 대표적인 학자의 하나로 꼽히지만 우
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덜 소개된 에임즈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에임즈는 단지 고대 도가
사상만이 아니라 중국철학 전체가 서양 철학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고유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필수적 정지작업은 서양철학의 핵심적 요소에 대한 규정일 것이다. 에임즈에 따르
면 서양철학은 고대 그리스철학에 기원을 두는 플라톤적 ‘형식주의(formalism),’ 데모크리토스적인
‘물질주의(materialism),’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유기적 자연주의(organic naturalism)’등을 토대로 한
‘존재론적(ontological)’ 기획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한다.13) 이러한 존재론적 기획에 공통적으로 발
견되는 특징은 존재자를 ‘분별성(discreteness)’으로 파악하여 사태와 사물을 객관화시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태와 사물과 대응하는 일의적인 의미포착이 가능한 언어를 상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영속과 정지”의 실체(substance) 개념이 이러한 존재론적 기
획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실체 개념은 변화하는 일상의 경험을 넘어선 궁
극의 실재를 가정하도록 유도한다.14) 곧, 서양철학의 형이상학적 탐구의 핵심에는 존재론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실체(ousia/substance)’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분별적이면서 시간의 흐름을 통과하여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단위인 ‘실체(ousia)’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 자체로서의 존재에
대한 연구(the science of being qua being)’라고 규정한 형이상학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에임즈는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철학은 ‘되어감(Becoming)’이 우선적인 세계관을 근저에 두고 있
기 때문에 앞서의 ‘존재(Being)’ 중심의 서양철학의 존재론적 기획과는 대척점에 있는 철학으로 파
악한다. 서양철학과의 대척점에 있다는 함의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서양철학의 개념어들로는
중국철학의 개념을 적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한 왜곡을 수반하게 된
11) 로저 에임즈(Roger T. Ames)는 그의 대표작들의 대부분을 데이비드 홀(David Hall)과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하
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에임즈의 주장의 많은 부분을 에임즈로 한정하여 말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에임즈와 홀이 공동으로 수행한 작업과 홀 사후에 에임즈 홀로 진행 중인 작업
을 구분하지 않고 ‘중국철학의 고유성’ 테제를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로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에임즈
만을 지칭하기로 한다. 이 에임즈 안에는 홀의 사유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녹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할 것
이다. 대표적인 에임즈와 홀의 공동 작품으로는 Hall and Ames, Thingking Through Confucius, 1987, Anticipating
China, 1995, Thinking from the Han, 1998, Focusing the Familiar – A Translation and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the Zhongyong, 2001 등이 있고 에임즈의 단독 작품으로는 Confucian Role Ethics – A Vocabulary, 2011.이 있다.
12) 줄리앙의 작품은 다수 한국에 번역 소개되어 있다. 프랑수아 줄리앙,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 2004. 사물의
성향, 2009, 장자 삶의 도를 묻다, 2015, 사유의 분란, 2015, 등.
13) Hall and Ames, Focusing the Familiar, pp. 8-9
14) Ibid.,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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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하게 된다. 에임즈는 서양철학이 실체 중심의 언어를 통해 “분별성, 객관성, 영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적 어휘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 과정, 되어감의 세계”를 중점에 두
는 중국철학의 개념들을 번역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15)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서
양철학의 개념어를 통해 중국철학을 번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서양철학의 함의가 되도록
적은 일상어들이나 학술적으로 낯선 용어들을 차용하여 중국의 철학적 세계관을 설명하고자 시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중국철학의 세계관이나 세계관적 명제를 ‘형이상학’이란 개념을 통해 설
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주론(cosmology)’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였다.16)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국철학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데에 핵심이 ‘형이상학’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중국철학과 서양철학의 공통점에 더 치중하거나 서양철학의 핵심적 개념 범주로 중국철학을
해석하는 경향을 지닌 연구보다 서양철학과 구별되는 중국철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진영에서 서
양철학의 개념들을 중국철학에 적용하는 데 문제의식이 더 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
다. 이들의 문제의식의 근저에는 서양철학이 상정하는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과 결을 달리하
는 중국적 세계관과 사유 방식이 있다는 것이고, 서양철학의 탐구 영역의 가장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소위 ‘형이상학’의 영역과 그 형이상학에서 사용하는 개념들로 중국의 철학적 사유체계와 세
계관 또는 소위 중국적 ‘형이상학’에 접근하게 되면 심각한 곡해와 왜곡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우리는 서양의 ‘metaphysics’를 ‘형이상학’으로
번역하는 문제 이전에 중국철학에는 과연 ‘metaphysics’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질문부터 봉착하게 된다.

3. ‘Metaphysics’와 ‘형이상학’
서양의 ‘metaphysics’와 중국의 ‘형이상학’의 관계를 단순히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중국에
서양의 ‘metaphysics’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될 경우, 서양의 ‘metaphysics’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15) 에임즈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장희, “중용의 성 개념 – 로저 에임즈
의 이해를 중심으로,” pp. 405-426.
16)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그가 근래의 “Reading the Zhongyong ‘metaphysically’”라는 글에서 한정적인 의미에서
이긴 하지만 ‘metaphysical’이란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Roger T. Ames, “Reading the Zhongyong
‘metaphysically’,” 2015, pp. 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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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etaphysics
서양철학에서 ‘metaphysics’란 용어는 이름 붙여지지 않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명명하는 과
정에서 나왔다는 것이 통설이다. ‘physics (physis)’로 이름 붙여진 저작 뒤에 명명되지 않는 작품들
을 ‘physics’의 ‘meta(뒤의)’ 저작이라는 뜻으로 ‘metaphysics’란 용어가 생겨났다는 것이다.17) 한편으
로 허망해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작명 과정을 뒤로 하고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metaphysics’란
제목이 붙은 저작의 내용을 보면 서양철학의 주요 연구영역으로서의 ‘metaphysics’가 지니는 성격
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저작에서의 자신의 주요 연구 대상
을 “존재(being)”로 정하고 연구의 성격을 “존재 자체로서의 존재에 대한 연구(the science of ‘being’
qua being)”라고 소개한다.18)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존재’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우연
적 존재, 둘째 진리로서의 존재, 셋째, 잠재적/현실적 존재, 그리고 네 번째 그것 자체로서의 존재
또는 존재의 범주. 이 네 가지 중에 “존재에 대한 연구는 그것 자체로서의 존재와 잠재적/현실적
존재를 다루며,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실재의 기본적 구성요소에 관한 것”19)이라고 한다. 아
리스토텔레스가 ‘metaphysics’라고 붙여진 저작에서 논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결국 ‘존재하는 것
의 성격’ 곧 ‘실재의 구성요소 및 성격’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존재’가 잠재적인 것에서 현실화 되
는 계기 곧 ‘실재의 원인’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된다. 에임즈가 지적하듯이 서양에서 ‘metaphysics’
는 기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연구’ 곧 ‘존재론적 탐구’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된 ‘metaphysics’에 대한 탐구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이
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서양철학에서의 ‘metaphysics’의 의미와 성격을 이해하는 데 반드
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간략한 일별을 위해 영어권의 대표적인 교양도서 시리즈 중의 하나인 옥
스퍼드 대학출판사의 “매우 간략한 입문” 시리즈의 하나로 출간된 “매우 간략한 Metaphysics에 대
한 소개”20)라는 책자의 목차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이 목차는 1. 테이블은 무엇인가? 2. 원은 무
엇인가? 와 같은 매우 범상한 사물 또는 기하학적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3. 전체는 단지 부분의
합인가? 4. 변화는 무엇인가? 5. 원인은 무엇인가? 6. 시간은 어떻게 지나는가? 7. 사람은 무엇인가?
8. 무엇이 가능한가? 9. 무(無)는 어떤 것인가? 와 같은 서양 형이상학의 주요 주제를 일별한 후, 마
지막으로 10. 형이상학은 무엇인가?를 묻는 장으로 끝맺음을 한다. 이 책의 저자는 “형이상학이 무
엇인지”에 대한 답으로 ‘테이블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이 테이블의 네 다리, 색깔, 강도, 무게, 크
17) Li and Perkins ed., Chinese Metaphysics and Its Problems, 2015, p. 1, Jiyuan Yu, “Is Chinese Cosmology
Metaphysics?,” 2011, pp. 137-149.
18) 이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였다. Jiyuan Yu, “Is Chinese Cosmology Metaphysics?,” 2011, pp. 137-149.
19) Ibid., p. 147.
20) Stephen Mumford, Metaphysics – A Very Short Introduc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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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등의 이른바 테이블의 ‘속성들(properties)’을 제외하고 테이블을 테이블이라고 할 그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데 주목한다. ‘테이블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곧 세계가
실재하는 방식과 그 실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묻는 ‘형이상학’이 되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이
다.21) ‘가능 세계(possible world)’ 등과 같이 현대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질문들도 이 작은 개설
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존재하는 것의 성격’과 그 존재가 실재하게 되는 과정 또는 원인을 묻는
질문 등과 같은 이슈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metaphysics 이래로 변치 않고 주요한 ‘형이상학’의 내
용임을 확인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과연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존재론적’ 질문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형이상학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형이상학’을 우리는 중국철학에서 과연 찾을 수 없는 것일까?

3-2 Metaphysics과 形而上學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추구하는 노력을 우리는
중국철학의 고전인 주역, 노자, 회남자 등과 같은 저작에서 싱겁게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형이상(形而上)’이란 표현의 출전이기도 한 주역22)과 세계의 발생론적 과정을 묘사한 것
으로 보이는 노자의 장구들23) 등에서 우리는 세계의 근본적인 모습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으며, 근래에 발굴된 전국시대의 문헌들인 오행(五行),
성자명출(性自命出) 등의 저작에서도 세계의 근본적 구성 요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목도하게
된다.24) 그리고 이렇게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계 근저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근원’으로서
‘도(道)’ 개념이 선진 시대의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공유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
면 이러한 여러 개념과 관심들이 서양의 이른바 “존재론적 형이상학”과 어떻게 구별된다는 말인가?
우리가 앞서 다룬 중국 철학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진영의 주장과 방금 살펴본 서양의 형이상학
에 대한 일별을 상기해 보도록 하자. 중국철학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서양철학에서 상
정하는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탐구가 중국철학에서의
근본적인 세계관과 이에 따른 ‘형이상학적’ 탐구와는 단순히 등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서양철학의 형이상학적 탐구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일종의 존재론적 탐구이며 이 존

21) Ibid., p. 98.
22) 周易, 繫辭上, “乾坤成列, 而易立乎其中矣, 乾坤毁, 則无以見易, 易不可見, 則乾坤或幾乎息矣. 是故形
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化而裁之謂之變, 推而行之謂之通, 擧而錯之天下之民謂之事業.”
23) 老子, 40장, “天下万物生於有，有生於無.” 42장, “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万物。万物負陰而抱
陽，沖氣以爲和.”
24) Liu Zhao, 郭店楚簡校釋, 福建人民出版社,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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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론적 탐구의 핵심에는 ‘실체(substance)’ 개념이 존재함을 목도하였다. 존재의 성립에 그 어떤 다
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단위인 ‘실체
(ousia)’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 자체로서의 존재에 대한 연구(the science of being qua
being)’라고 규정한 형이상학의 핵심 개념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중국철학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지닌 특징을 생각해 보자.
중국철학의 ‘형이상학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프랭클린 퍼킨스에 따르면25) 중국의 형
이상학은 기원전 4세기 가량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생론적 전회(cosmogonic turn)”26)에서
그 특징적인 요소가 거의 망라되고 있음이 관찰된다고 한다. 이 ‘우주발생론적’ 형이상학의 특징적
인 면모 중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면서 중요한 특징은 ‘일원론(monism)’이다. 곧, 세계 만물은 궁극적
으로 ‘하나의 근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하나의 근원’이라는 가정, 궁극적 근원과 현상적
세계가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가정은 중국철학의 윤리적 성격 또는 수양론적 성격을 규정하
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궁극적 근원이 세계 바깥이 아닌 세계 내부에 설정됨에 따라, 이
근원의 ‘내재성(immanence)’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 형이상
학의 그 다음의 특징은, 이러한 세계의 운행 과정 또는 세계가 생성되어 가는 과정이 ‘자연발생적
(spontaneous)’인 것으로 설명된다는 점이다. 세계의 진행에는 어떤 외부의 의도적 개입이나 목적도
상정되지 않으며, 단지 ‘스스로 그렇게[自然]’ 진행될 뿐이다. 마지막으로 퍼킨스는 궁극의 근원과
세계의 구체적 사물 사이에는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등의 중간 단계가 설정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27)
퍼킨스가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중국 형이상학의 특징은 앞서 소개한 서양의 실체 중심의 형이
상학과 단박에 그 차이점을 드러낸다. 개별화된 현상 세계의 근저에 단일한 근원이 자리 잡고 있다
는 중국 형이상학의 ‘일원론적’ 설정은 분별적이고 개별화된, 존재론적으로 독립적인 아리스토텔
레스적인 실체를 상정하기 매우 힘들게 하는 한편, 현상 세계를 초월해 있는 플라톤적인 ‘형상’으
로서의 ‘실체’의 성립도 불가능하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적 형이상학에는 세계의 어떤 만물도
결코 근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족적인 실체가 상정될 수 없고 그렇다고 근원적 일자가 세계와 분
리된 독립적 실체로 상정되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서양 철학의 형이상학의 핵심에 자리 잡
고 있는 ‘실체’라는 개념의 성립 자체가 중국 형이상학에서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중국의 형이상학에서 만물의 근원이 지니는 일원적이고 내재적인 성격은 “유무(有無)” 개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노자의 유명한 “유생어무(有生於無)”28) 구절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지만, ‘무

25) Franklin Perkins, “Metaphysics in Chinese Philosophy,” 2019.
26) Ibid.
2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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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를 세계의 근원을 명명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무”가 개별자들과 같은
차원의 존재는 아니라는 점과, 완전히 존재하지 않음 곧 ‘존재의 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대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퍼킨스는 무에 대한 영어권에서의 여러 학
자들의 번역어, 곧 “non-presence(현존하지 않음),” “indeterminate(미결정의),” “not-being-there(거기 있
지 않음)” 등을 소개하면서 ‘무’의 의미가 ‘무존재(無存在)’가 아니라 “분별화/분화된 존재의 부재
(the lack of differentiated beings)”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29) 근원적 존재를 ‘무’로 표현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무’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 경험하는 개별화된 ‘유(有)’의
세계 이전의 미분화되어 있는 상태를 세상의 ‘근원적 모습[본체(本體)]’으로 상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의 근원은 따라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 말해질 수 있는 ‘분별적’ 대상이 아니며, 미분화
된 근원인 ‘무’의 상태에서 분별적인 개별화의 과정인 ‘유’의 상태로의 이행은 어떤 의도나 목적도
개입되지 않은 저절로 스스로 그렇게 되는 ‘자연(自然)’으로 묘사된다.30)
이상과 같은 중국 형이상학의 일원론적이고 내재적인 성격과 서양 형이상학의 핵심인 ‘실체’ 개
념 사이의 화해하기 어려운 간격은 ‘metaphysics’의 번역어로서의 ‘형이상학’을 중국철학에서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앞서 소개한 에임즈의 주장, 곧 서양철
학의 형이상학은 존재론적 ‘실체’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중국철학은 ‘과정적’ 세계관을 전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형이상학이라는 범주로 중국의 철학적 세계관을 포섭할 수 없다는 주장
을 상기할 때 더욱더 중국의 ‘형이상학’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퍼킨스가 형이상학이란 용어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채 중국의 ‘형이상학’이 서양의 형이
상학과 어떻게 상이한 전제를 가지고 나름의 고유한 탐구의 궤적을 따라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metaphysics’란 용어의 유래와 이 개념을 통해 탐구되어온 서구적 전제들과 접근법만을 고
려한다면 비서구권의 문화에서 ‘metaphysics’를 찾기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존재의 궁극
적 성격과 그 기원 등에 대한 질문과 탐색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형이상학’을 정의할 수 있
다면 굳이 서양의 형이상학에 특징적인 요소와 성격을 기준으로 중국철학에서의 형이상학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형이상학’이 중국철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탐구 영
역으로 성립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metaphysics’를 형이상학으로 번역하는데서 말미암는

28) 노자, 40장, “天下万物生於有，有生於無.”
29) Franklin Perkins, “Metaphysics in Chinese Philosophy,” 2019.
30) 퍼킨스는 독립적인 개별자 중심의 실체관이 대세를 이룬 서양 철학에서 형이상학적으로 주요한 문제는 “화해
의 문제(problems of reconciliation)”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분별적인 개체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면 단일한 근원을 상정하는 중국의 일원적 형이상학에서는 “분별의 문제(problems of distinction)”
가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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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해’의 여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결정적인 이유는 ‘형이상’의 중국철학적 의미가 앞서
말한 중국 형이상학이 상정하는 ‘근원’인 ‘도(道)’를 형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테
이블’이나 ‘원’과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평범한 사물들도 서양의 ‘형이상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중국적 의미의 ‘形而上’을 생각할 때 기이하게 여겨진다. ‘形而上’이
란 표현 자체가 ‘테이블’이나 ‘원’과 같이 분명히 지각할 수 있는 ‘形’을 지닌 것 이상 또는 구체적
형상으로 개별화되기 이전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31) 세계의 근본적인 모습을 플라톤의
‘형상(Form)’과 같이 현상 세계를 넘어선 영원불변한 세계에서 찾는 ‘형이상학’이 서양철학에서도
엄연히 주류에 가까운 실재관이긴 하지만 ‘metaphysics’란 말의 유래를 제공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실재하는 기본 단위인 실체(substance)는 ‘이 테이블(this table)’과 같이 구체적인 개별자이기도 하
다.32) 다시 말해 서양 철학에서 형이상학은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와 실
재가 존재하는 방식 곧 실체와 속성 등을 묻는 탐구이지 우리의 지각이 미치지 못하는 ‘형이상’의
영역에 한정된 탐구가 아닌 것이다.
‘무(無)’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중국철학에서 세계의 근원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적 대상을 넘
어서 있으면서도 결코 이 경험 세계로부터 초월해 있지 않는 내재적 실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철학에서의 ‘형이상학’이란 말은 손쉽게 일반적인 감각지각을 통해 접근 가능한 영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세계와도 완전히 유리되어 있지 않는 매우 신비로운 근원적 실재에 대한 탐구라는
함의를 강하게 띤다. 곧, 서양 ‘형이상학’의 존재론적 탐구에서 쉽게 찾기 힘든 세계의 근원이 지닌
‘신비하고도 내재적인 일원적 성격’을 ‘형이상학’이란 용어는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 애초에 ‘형이
상학’이 서양의 ‘metaphysics’의 번역어로 선택된 용어임을 상기한다면 개념적 월권이 발생하고 있
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중국 ‘형이상학’의 이런 개념적 월권은 중국철학의 보다 일반
적인 용어인 ‘본체(本體)’라는 개념을 소환한다.

3-3. 형이상학과 본체
‘본체’는 현대 중국철학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어 중의 하나이지만 명확한 정의를 찾
기는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본체 개념을 가장 먼저 사용한 학자 중의 하나인
풍우란의 ‘본체’ 개념의 용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풍우란은 그의 중국철학사에서 서양철학을
31) 남상호, “중국철학의 본체론,” pp. 28-9, 2006.
32) J. L., Ackrill, ed. A New Aristotle Reader, 1038b9-12, 1987.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ousia/substance)’가 개별자가
아니라 보편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실체관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
거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구체적 단독자, 또는 개별자를 ‘실체’라고 한 주장이 플라톤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
어난 아리스토텔레스의 성숙한 견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견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음을 보라. Mary Louise Gill. Aristotle on Substance: The Paradox of Unity.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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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론, 인간론, 인식론”이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존재(存在)”의 본체(本體)와 “실재(實在: reality)”의 본질(要素: essence)을 탐구하는 “본
체론(Ontology)”과, 세계의 발생과 역정 및 그 귀착을 탐구하는 “우주론(Cosmology).”33)

우리는 여기서 풍우란이 “ontology”에 대한 번역어로 본체론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ontology는 보통 한국에서 ‘존재론’으로 번역된다. 존재론이 곧 ‘본체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존재론 또는 본체론을 풍우란은 존재의 본체와 실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
다. 풍우란에게 존재론이란 곧 존재의 본체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는 풍우란이 ‘형이상학’을 본체론이라 다시 명명하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34) 본체론과 형이상
학, 존재론 또는 존재의 본체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셈인데 서양철학에서 형이상학이 대체로
존재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학적 질문과 여기서 파생되는 악의 문제,
자유 의지의 문제 등도 포괄한다면, 존재론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 충실한 존재로서의 존재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점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런 혼동보다 더 본질적인 문
제는 ‘본체’도 ‘형이상학’과 마찬가지로 중국철학사에서 이미 자신의 의미망을 확고히 구축한 용어
라는 데서 발생한다. ‘ontology’가 되었던 ‘metaphysics’가 되었던 이를 ‘본체론’으로 번역할 때 발생
하는 문제는 ‘metaphysics’를 ‘형이상학’이라 일컬을 때와 비슷한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이제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장재로부터 비롯되는 존재의 근원적 참 모습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본체’35)는 성리학의 역사를
통해 존재의 가장 심층적 근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립됨과 동시에 그 의미의 외연은 계속 넓어져
양명의 경우 ‘심의 본체’36)란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할 정도로 어떤 존재나 사물의 본질 또는 핵
심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본체가 ‘본체론’으로, 그리고 ‘본체론’이 ‘형이상학’
이나 ‘존재론’과 등치됨에 따라 중국철학적 맥락에서의 개념적 내포와 외연이 서양철학의 개념적
범위와 때론 만나기도 하지만 때론 어긋나는 지점들이 왕왕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형이상학’이
란 개념이 자행한 월권과 비슷하게, 본체는 서양의 ‘실체’와 혼용되기도 하면서 개념적 혼동을 불
러일으킬 뿐 아니라 ‘형이상학’이나 ‘존재론’의 함의에 중국철학의 의미와 맥락이 강하게 투영되는

33) 풍우란, 중국철학사 상, p. 4, 1999.
34) 풍우란은 같은 쪽에서 몬태규가 분류한 철학의 세 영역에서 형이상학이 자신이 말한 우주론에 해당한다는 점
을 밝힌다. Ibid., 주 1).
35) 張載, 正蒙, “太虛無形, 氣之本體.”
36) 왕양명, 傳習錄, “至善是心之本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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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metaphysics’에 대한 ‘형이상학’의 비대칭성과는 별개로 ‘본체’는 ‘형
이상학’ ‘존재론’ ‘실체’ 등의 애초의 서구적 개념에 자신의 존재의 낙인을 뚜렷이 남기게 되는 것
이다.

4. 나가는 말
현대서양철학, 특히 영미철학에서 ‘형이상학’이나 ‘형이상학적’과 같은 형이상학과 관련된 용어
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철학적 논의에서 ‘형이상학적’ 주장
이라는 발언은 그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주장, 경험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믿음에 기
초한 주장이라는 비판적 의미를 함축한다. 일상적인 과학적 상식과 경험을 넘어선 모종의 명제나
세계관은 철학적으로 의심의 대상이지 철학적 주장의 논거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철학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사뭇 다른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형이상적 근거나 본체론적
논의가 우주론적 논의나 근거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듯한 평가와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이다. 우주발생론적 논의는 존재의 본원을 궁극에서 논의하지 않는 현상론적인 얕은 접근방식이
고 형이상학적 논의는 존재의 본원을 그 본질에서 파고드는 이른바 ‘본체론적’ 접근법으로 심오함
을 보장받는다. 이런 사정이 발생하는 연유를 몇 갈래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형이
상’과 ‘본체’ 등의 개념에 대한 혼란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서양철학과 구별되는 자신의 개념적
용법이 존재하는 이들 표현들이 서양 철학에서와는 다른 맥락과 의미망을 상정한 것일 수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철학사에 엄연한 개념적 실체를 ‘형이상’이나 ‘본체’란 용어가 지니고
있다고 주장해도 ‘형이상학’은 ‘metaphysics’를 번역하기 위해 소환된 용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번
역어로서의 개념적 정체성을 잠시라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형이상학과 본체가 애초에 무엇을 지
시하는 개념인지도 혼란스럽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태생적 비대칭성을 망각할 때 생겨나
는 혼란인데, 이런 혼란의 위험성은 그것이 때로는 중국중심적 ‘옥시덴털리즘(occidentalism)’으로,
때로는 서양의 타자로서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중국철학이 자신의 ‘철학적 성격’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독자성을 주장하려 한다고 해도
그 ‘철학’이라는 개념이 지닌 ‘비대칭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듯이, ‘형이상학’도 태생적 비대칭성을
끊임없이 의식해야할 숙명을 지닌 개념인 셈이다. 이러한 비대칭성에 대한 의식이 한편으로는 그
것 자체로 충분히 ‘철학적’일 수 있음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서양의 ‘metaphysics’가 하지 않는 고
민을 ‘형이상학’은 처음부터 떠안는다는 것은 ‘형이상학’에 대한 고민이 훨씬 풍요롭고, 훨씬 더 보
편을 향한 고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헤겔적 언어를 빌려보면, 이러한 비대칭성에 대한 의식
이야말로 세계정신으로의 고양적 전개로 나아가게 추동하는 ‘대자적 자기의식’이라 할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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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곧, ‘비대칭성’은 ‘선물’일 수도 있다. 작금의 세계철학계가 어떤 미래적 비전도 내놓고 있
지 못한 상황에 동아시아 전통의 철학적 상상력이 동서를 아우르는 세계의 새로운 보편 정신이 되
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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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韓儒奇蘆沙｢惡｣之合理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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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韓儒奇正鎮（蘆沙，1798～1879年）的理論特性，在於他不遺餘力地強調理之主宰
性是絕對的，並且為了維持性理的至尊無對之地位，他不容有絲毫｢氣質｣的概念滲入。他主
張，若以為必然得關聯著氣質才能完整性理之概念，則這是嚴重地在損害性理的尊貴性。在
這一論述下，他以｢善之不直遂｣來說不｢不善｣一概念。這指的是，氣質在遵循性理之命令而
行時，亦可能有受限於自身材性限制，而導致這一遵循有不順遂之狀態。因此，不善並非是
根源於一外於性理的其它根據，而是在以善為根源下而不能恰如其分地、無過無不及地表現
之，才產生的。所以，指出一表現可能因氣禀材質本身問題，而有過有不及之狀況，並不影
響理對於氣有絕對主宰之義。
只是這一說法若成立，則是否還能穩當地說性理的主宰作用是｢絕對的、必然的｣？更重
要的是，在將｢不善｣歸咎於｢食色的氣禀材性｣時，則人之咎責性應如何說明？本文將透過與
康德對｢根本惡｣的說明，來進一步思考此一問題。蘆沙與康德皆十分強調性理（或道德之
理）的絕對主宰義，也同時地在說明｢不善｣之概念時，主張不善與善應是共存，而不是由二
個不同的根源而發生的。基本上，二人對於｢不善｣的論述是有一定程度上的相似。但關鍵的
是，康德還強調人有｢自由決意｣，此一預設便為蘆沙理論中較缺乏了。本文目的即在透過對
比康德與蘆沙，在因著強調｢自由決意與否｣的不同下，二者對｢不善｣的論述之異同，進而思
考蘆沙論惡之合理性，並突顯蘆沙之理論特色。
關鍵字：蘆沙奇正鎮、善之不直遂、康德、根本惡、自由決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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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前言
奇正鎮（蘆沙，1798～1879年）是韓國朝鮮時代後期的大儒，是退溪學派發展至後期的
主要代表人物之一。1) 他以｢理之尊無對，氣何可與之對偶｣的主理思想，強烈貫徹理對於
一切事物具有絕對主宰性之主張。 2) 這一主張於其代表著作＜猥筆＞、＜納涼私議＞及
＜理通說＞皆可見。蘆沙之所以如此高舉性理的重要性，甚至有進於其之前的任何一性理學
家，是由於鑒於當時流行的栗谷學說。當時湖洛二論正展開激烈論爭3)，但蘆沙始終認為無
1) 關於蘆沙在於朝鮮性理學學脈的定位，大體上可說，蘆沙是屬於畿湖學派之後，但其說卻是更靠近嶺
南學派思想。基本上，蘆沙是遵從畿湖學派｢理主氣僕｣之說法，但卻由此而轉出與退溪學派學者更接
近之理論。見심도희（Sim Do-Hee）：｢（蘆沙）跟從畿湖學派的立場，又通過理主氣僕的邏輯，認同
在關於氣的部分，理是具有是積極的主宰機能……通過奇正鎮的理發一途與達到同一的結論，展示畿
湖學派與嶺南學派的理論性結合的可能性。｣（심도희（Sim Do-Hee）：｢기호학파의 기본입장을 따르면서
도 ‘理主氣僕’의 논리를 통해 기에 대한 리의 적극적인 주재기능을 인정한다.......이진상의 ‘리발일도’와 동일
한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이론적 결합가능성을 보여주였다｣，≪蘆沙 奇正鎮의 리기
론과 사칠론≫＜蘆沙奇正鎮的理氣論及四七論＞）≪동아인문학≫（≪東亞人文學≫）第40輯，2017年
（동아인문학회））
除此之外，也有學者認為蘆沙的定位應是：在｢存在論｣上，是以栗谷的理論支撐；而在｢價值論｣上，
則是跟隨退溪的立場。故可說是試圖二者綜合理論之學說。崔英辰：｢在存在論一處是與栗谷理論懇切
的，而在價值論一處則是跟隨退溪的立場，而試圖綜合兩性｣（崔英辰：＜蘆沙 奇正鎮의 理一分殊에
관한 고찰＞1998年，≪朝鮮朝 儒學思想의 探究≫（여강출판사）。｢存在論에 있어서는 栗谷의 이론을 진
지했고 價值論에 있어서는 退溪의 입장을 따라 양성의 종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2) 關於蘆沙的理論，有學者主張蘆沙是｢理一元論｣或｢唯理論｣，如安晉吾及金炯瓚即是。李相益：｢安晉
吾的博士學位論文≪奇蘆沙的關於理哲學的研究≫的基本立場是，奇正鎮是從理一元論者的認識立場
出發的。安晉吾還進一步地認為，奇正鎮只同意退溪的理發說。金炯瓚的博士學位論文≪理氣的一元
化研究≫也從任聖周氣一元論的性理學，來解釋奇正鎮理一元論的性理學。｣（｢안진오의 박사학위논문
奇蘆沙의 理哲學에 관한 硏究도 기본적으로 기정진이 理一元論者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안진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정진이 退溪의 理發說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김형찬의 박사학위논문 理氣論의
一元化 연구도 임성주의 성리학을 氣一元論으로, 기정진의 성리학을 理一元論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
상익 (李相益）：＜奇正鎮 性理學의 재검토＞（≪奇正鎮性理學的再研究≫），頁5。又裴宗鎬及劉明
鍾亦是。朴鶴來：｢李明鍾也與裴宗鎬一樣，認為奇正鎮的性理學是以為理說來包括及整理。｣（｢李明
鍾도 배종호와 마찬가지로 기정진의 성리설을 唯理說로 포괄하여 정리하였다.｣）박학래（朴鶴來）：＜蘆
沙學 硏究의 現況과 課題 ― 한국 철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 ＞（≪蘆沙學研究的現況與課題——以韓
國哲學界的研究為中心≫）≪東洋古典研究≫第70輯（동양고전연구，2018），頁352。此外，還有反對
蘆沙｢理一元論｣或｢唯理論｣之說的崔英辰及李相昊，認為蘆沙的理氣論是以｢理氣一體觀｣而看。而蘆
沙的從｢理氣一體觀｣到｢理氣一元論｣的說法，與栗谷之｢理氣一體觀｣到｢理氣一元論｣的說法是不一樣
的。李相益：｢崔英辰、李相昊等人反對規定奇正鎮是唯理論者。……。崔英辰直接地指出奇正鎮的理
氣論是基於其理氣一體觀。所以，奇正鎮的理氣一體觀到理氣一元論，是克服了栗谷的理氣一體觀到
理氣一元論，並與之不同。｣｢최영진⋅이상호 등은 奇正鎮은 唯理論者로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였
다。……。최영진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정진의 理氣論은 理氣一體觀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기정진의 理
氣一體觀 내지 理氣一元論은 율곡의 理氣一體觀 내지 理氣一元論과 그 근본적인 체계가 다른 것이다.｣ 이
상익 (李相益）：＜奇正鎮 性理學의 재검토＞，頁6。
3) 關於在韓國學界中對湖洛論爭的研究，一開始是以｢人性與物性｣為核心來探究，但只以此一主題作為
探討對象，是很難完整地對豐富的湖洛論爭內容有很好的把握。因此，學界中的研究漸漸地細展開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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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是哪一方的主張，皆犯了｢理分斷隔｣4) 之問題。這指的是，若主張｢墮於形氣之理｣是受形
氣影響而不能全幅彰顯裡，而與整全的、普遍的本然之理應區分為二種不同之理，此即是犯
了｢理分斷隔｣之弊。實際上，這一說法是順承栗谷學派｢氣發理乘｣之說而來的。栗谷（名李
珥，1536～1584）認為，理是｢存有而不活動｣者，由於理不能如氣質運動一般地表現自己，
因此還需仰賴氣質運作方能彰顯其內涵，故氣質的清濁與理之彰顯與否有絕對的關係。亦即
是，｢墮於氣質之理｣是否仍能如｢本然之理｣一般地清湛虛一，則端視氣質的狀態而言。基於
此，栗谷十分重視氣質之清濁問題。湖洛二論對於｢墮於形氣之理｣的說法，可說是承此說而
來。5) 而蘆沙的主理思想即是建基於對栗谷學者的反省。他批評，此種肯定有｢受形氣影響
之性理｣與｢本然之理｣為二的說法，不僅一方面是說世界中可同時存在著｢二種性理｣，而使
得整全的本然之理的存在價值被架空；另一方面更似乎是說，氣具有足以威脅性理是否能體
現的力量，使得氣的價值是可與性理一較高下的。故他嚴厲批判栗谷學說是在損減性理的絕
對主宰性，並且強烈主張，在說明性理的內涵時，絕不可絲毫參雜氣質於其中來說明，因為
在性理之下，氣質的存在是卑下而微不足道的。在蘆沙看來，這種以為關聯著氣質來說明能
更突顯性理的說法，實際上反而是嚴重損害性理的尊貴性。
蘆沙這一強調性理的主宰性是絕對而普遍的說法，確很能貫徹朱子｢主理｣思想的特
性，也將退溪學派｢理發｣的理論推展至另一高度。但若真如蘆沙所言，世界運行一切皆不脫
於性理的主宰，則惡的現象又該如何說明呢？對此，蘆沙以｢善之不直遂｣來解釋之。這指的
是，氣在以善為根據而表現下，卻因著自身氣禀材質的關係，導致這一表現有不暢通。但這
｢人性與物性的同異｣、｢未發心體的純善與否｣、｢明德的聖凡同義｣，及｢智與知覺的關聯｣等四個主題
為對象，而開展為如今我們所見的湖洛論爭之全貌。
文錫胤：｢關於論辯形成過程的歷時的研究，是以缺少的（內容、方式）發生的，而另外還有一個重要
的問題是，通過以人性與物性同異問題的理解為中心來理解湖洛論爭，論爭的全貌並不能被適合的處
理。無論如何到現在為止的研究，通過注目｢人性與物性的同異｣、｢未發心體的純善與否｣、｢明德的聖
凡同義｣及｢智與知覺的關聯｣等，將不再受限於人性物性一問題。｣（｢논변의 형성과정에 대한 통시적 연
구가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호락논쟁을 人性과 物性의 ‘同異’ 문제를 중심으
로 이해함으로써 논쟁의 전체를 적합하게 다루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주목된
논점들은 ‘人性과 物性의 同異문제’, ‘未發心體의 純善與否 문제’, ‘明德의 聖凡同異문제’, ‘智와 知覺의
관계 의 문제’ 등 인성물성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문석윤（文錫胤）：≪湖洛論爭 형성과 전개≫
（≪湖洛論爭形成與展開≫）（경기도（京畿道）：동과서，2016年），頁19-20。
4) 奇蘆沙：｢諸家言人物之性，其歸雖殊，竊意其所蔽一也。曷言蔽之一？蔽在理分相離。曷言理分相
離？詳諸家之意，一是皆以理爲無分之物，分爲因氣而有。限理一於離形氣之地，局分殊於墮形氣之
後。於是理自理，分自分，而性命橫決矣。性命橫決，而論性始爲天下裂矣。｣奇正鎮：＜納涼私議＞
≪蘆沙先生文集≫，卷十六，≪韓國文集叢刊310≫（首爾：民族文化促進會，2003年），頁360d-361a｡
5) 此說固然於朱子學內部亦可找到十分充分的證據，如朱子＜答徐子融＞：｢又謂枯槁之物只有氣質之
性，而本無本然之性，此語尤可笑。蓋由不知氣質之性只是此性墮在氣質之中，故隨氣質而自為一
性，正周子所謂各一其性者。向使元無本然之性，則此氣質之性，又從何處得來？｣（≪朱子大全≫卷
五十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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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理之不暢通的表現，並非是氣質主動地去對性理給出影響，對理而言，氣質只能站在一被
動的角色，消極地導致這一不善之結果。對蘆沙來說，氣質的作用始終只有一種，即：在理
的主宰下運作。故即使有不善之果，亦是在性理之根據下而有的，而不可能有一根於理之外
的其它根據，來促成此不善。若以馬伕乘馬為例，則可說馬的行動是絕不可能脫離馬伕的指
使而有的。只是馬在執行馬伕指令行走時，可能有受制於自身體質、性格等狀況，在行走途
中倒斃，又或可能發狂奔走，才導致了馬伕之決定有不能直遂之果。依此可說，馬並沒有能
力去干涉馬伕如何決定的能力，只能以被動的方式使馬伕的決定不能直遂之果。馬伕與馬的
關係即如理與氣的關係：理對於氣的主宰是絕對的，而｢不善｣只是氣受限於自身材質而不得
已導致之果。
蘆沙此說確能維持理的絕對主宰性，又同時說明了不善的存在性。但此說若成立，則
我們似乎還可再追問幾個問題。一、這種將｢不善｣之因歸咎於｢氣禀｣的說法，是否還能穩當
地說明性理的主宰作用是｢絕對的、必然的｣？即，若一切事物真如蘆沙所說，是在性理的絕
對主宰下活動，則為什麼氣質在受限自身狀況，而不能恰當展現性理時，性理不能善導而疏
通之呢？二、當蘆沙一方面將不善的原因歸咎於氣禀時，同時地又說氣禀運用是受性理支
配。依此推論，則是否可能導致｢不善的原因是可歸咎於性理的主宰｣一謬論？三、蘆沙之將
｢不善｣歸咎於｢生而有的氣禀材性｣之說法，是否將導致人便不需為自己行為之善惡負責？亦
即，既然造成不善之因是｢生而有的食色之性｣，則人之德性工夫應由何著手才是？依上而
論，則蘆沙在強化說明性理之絕對性的同時，確實可能會相應地導致與其對｢不善｣之說明的
衝突，而這一衝突，恐怕不是以｢善之不直遂｣一說便能充分說明的。
基於此，本文希望再就蘆沙論｢不善｣之問題，細考他於此一問題上論述的合理性，並
藉助康德在≪單纯理性限度内的宗教≫一書中對｢惡｣的說明，來幫助此一探討。康德與蘆沙
同樣皆具很強烈的主理特性，同樣主張惡不根於道德善性之外，也同樣十分強調道德法則對
於人的行動有絕對命令。但是康德在說明｢根本惡｣之問題時，還預設了人人皆先驗地具有
｢自由決意｣（或｢自由意志｣）6)，這一說法顯然地即非蘆沙理論所強調了。故，若能藉助康
德在此一預設下說明的｢根本惡｣之問題，則應能突顯蘆沙論｢不善｣之特色，並幫助我們更進
6) 康德對｢意志｣的區分有兩種，一為｢有自由選擇作用的意志｣，牟先生翻為｢自由決意｣，德文為Willkür，
英譯為Volition，這指的是｢意志之受感性影響的現實作用｣。另一種則指的是｢純粹的意志、自由的意
志、善的意志｣等，德文為Wille，英譯為Freedom，指的是人有絕對自發性，能自我立法的｢自由意志｣。
而二者的關係，牟先生云：｢作為一般設準的那自由由意志之自律入，單明意志之立法性，即絕對自
發性，而此處所謂自由決意之自由則只表示人的行為或格言之採用之或好或壞皆由自決，故人須對
之負責。你可說此自由決意之自由即是那作為一般設準的自由之現實的投映——投映於意志之現實的作
用而成為或好或壞的自決。好的自決固是自己負責，壞的自決亦是自己負責｣。關於此一部分，可見牟
宗三譯康德＜單在理性範圍內之宗教＞首部之案語處。牟宗三：＜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
善原則之皆內處或論人性中之根惡（基本惡）＞≪圓善論≫，頁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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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步地思考其論｢惡｣之合理性。
以下本文即依次說明蘆沙及康德論惡之內容，並對比二者，以突顯蘆沙對｢惡｣一問題
的論述特色。

二、蘆沙論｢不善｣為｢善之不直遂｣
蘆沙最為人所熟知的，是其論｢理之主宰｣義。他堅決反對關聯著氣來理解理的概念，
主張只能透過理自身所擁有的特性來概括之，因理是一不依待任何事物、自身即能給出充足
存在理由者。若必然地要關聯著氣方能整全對理的說明，則這豈非表示氣的地位是足以影響
理、而損害了理的絕對至高、無依待性？故在說明理之概念時，蘆沙堅決反對一談至理，便
馬上關聯到氣的說法。在他的理論中，也隨處可見其要隨時排除氣質在一作用中所佔據的份
位，當不得已而提及，氣也只能是以一種被主宰的、卑下的、不具有任何主動性的方式存
在。他說：
理之尊無對，氣何可與之對偶？其闊無對，氣亦理中事，乃此理流行之手脚。其於理本
非對敵，非偶非敵，而對擧之何哉？……。今人纔見理字。必覓氣來作對偶。於是理之流行
一大事。盡被氣字帶去作家計。7)
理之爲樞紐根柢，果賴其與氣同行耶？理之於氣，但以不相離之故，而遂無先具之妙
耶？8)

在此兩段文獻中，清楚可見蘆沙力主在理之尊貴性地位下，氣是微不足道、毫無任何足以被
提起之份量的。氣只不過是作為理之手腳而存在者，在沒有理作為根據下，根本不可能存
在。因此，蘆沙批判，在理這一僅由其自身便能自立自足者，氣絲毫是無足以與之比擬的狀
況下，何以還是有學者，一談及性理便馬上要論及氣，要將理氣作為對偶、對敵的關係看待
呢？
蘆沙除了從理之能自主自立、不依賴任何事物即能自存自在來確立其地位外，他還強
調理之絕對而貫徹至底的主宰特性，才是理之作為絕對根據者的關鍵。換言之，理的絕對崇
高地位，還由其對一切事物具有主宰性、宇宙中一切事物無不脫離其主宰而存在之處來說
明。只是，此對一切事物的｢主宰性｣力量，究竟應如何理解，才能不違反朱子對理的｢無情
意、無造作｣之規定？亦即是說，要如何同時既說明理是｢存有不活動｣者，又表示理確實對

7) 奇正鎮：＜猥筆＞≪蘆沙先生文集≫，卷十六，≪韓國文集叢刊310≫，頁372b-372c。
8) 奇正鎮：＜擬與權信元＞≪蘆沙集≫，卷四，≪韓國文集叢刊310≫，頁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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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氣禀當如何流行，具有決定性的影響力呢？
關於理的｢主宰作用｣，蘆沙以｢理之妙運｣來形容這一｢不宰之宰｣的神妙力量的。他
說：
｢理之生二氣，其情狀可得以聞乎？｣曰：｢理之難明也久矣，世人常不知其為何物而求
之，宜乎其以此為問也。理者何物也？即二氣五行、萬事庶物不得不然之故也。今日樵童
方言所謂妙理者是也。二氣五行，非此不生，品彙庶物，非此不生。既曰非此不生，則生
此者誰也？其情狀豈不昭然明白乎？則生之為字，正如天命之命，帝降之降，借彼有形器
之名，狀此無形器之妙。所謂命者，豈耳提而命之乎？所謂降者，豈交手而降之乎？所謂
生者，豈血氣成胎，彌月如達而生之乎？｣9)

如我們所知，能對二氣五行、品彙庶物的存在與否產生決定性影響的，當只有作為其根據之
｢理｣了。因此，自濂溪以來、朝鮮先儒等以｢理生氣｣來表示｢氣在沒有理作為其根據的前提
下，亦不可能存在｣之義，透過｢生｣一字來展示相較於氣，理是更具根據性、對於氣的存在
是具有關鍵影響性，亦有其道理。只是，此處的｢生｣字，除了表示理之根據性、對氣的存在
有關鍵影響性之外，似乎還表示了理是能主動地｢生化｣、｢妙運｣萬物之義。若此義成立，則
豈非與朱子對理的｢無情意、無造作｣規定矛盾，而違反了朱子主張？
對此，蘆沙主張，以｢生｣字來說明理的作用，只是藉一可名狀的、更具體的方式來表
現理之抽象妙運的概念，表示一切事物的活動皆不能脫於理的籠罩、只能在不得不以之為根
據下來運作。因此，｢生｣之義不能理解為｢胎兒之生｣，而必須從｢不得不以之為根據｣為內容
來理解。亦即是，｢生｣字實際上是要表現｢一切事物不得不以此方式表現｣之義，表示氣在沒
有理作為根據為前提下，是不能可能存在的，由此而展示理之絕對的、必然的生生之力。具
此而論，則理的｢天命之命｣、｢帝降之降｣之義，亦不能是如｢耳提之命｣之囑咐叮嚀一般之
｢命｣，亦非如｢交手之降｣之賦予使命般之｢降｣，而應是以｢單靠其自身之尊嚴性，就足以使
得氣禀不得不聽命而行｣為內容，來理解｢理之命｣、｢理之降｣等理之主宰、妙運義。由此，
可見蘆沙在展示性理之絕對主宰性時，並非是以理之作為一全能的、主動地去掌控一切事物
的方式來說明此主宰義。理只是就其自身存在，以無為而無不為的方式，即使得事事物物不
得不依它而流行。
只是，既然一切事物皆必然地得以理為根據、不能脫離理的籠罩才能存在，那麼｢不
善｣的產生又應如何理解呢？關於此一部分，蘆沙以｢理之不直遂｣來說明。他說：
｢萬有之根於理，旣聞命矣。敢問人事之不善，亦根於理而生乎？｣曰：｢善乎其問之也。
9) 奇正鎮：＜擬與權信元＞≪蘆沙集≫，卷四，≪韓國文集叢刊310≫，頁98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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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善者，善之不直遂者也；不善亦安有別根乎？善之不直遂，有或掩閉、激盪、震撼者
矣。天物之以掩閉激盪震撼而夭閼者，亦多矣。上天無心，因其材而篤焉，故此理無不直
遂者。人事不然，以一己之私，增減天物，於是理之不直遂者始多矣。仁不直遂而爲貪
吝；義不直遂而爲殘忍；禮不直遂而爲諂佞；知不直遂而爲邪譎。以其害於善而謂善之仇
敵可也，以其本於善而謂善之孼孫亦可也。是果外此理而別有根柢乎？｣10)

由於蘆沙主張天地間一切事物皆在性理的不宰之宰下才可能存在，因此，即使是｢不善之
情｣，亦不能是根於理之外而有。原本聽命於性理而流行之氣，應是清澈暢通地流行，然
而，此聽命而流行之氣，卻可能因其質而使得理有不能直遂暢通，而有遮蓋掩蔽、激盪、震
撼等過與不及之表現。只是這一過與不及之表現雖多，但卻非有意為之，在上天能｢因其材
而篤｣11)下，即能因著造化作用之材而加以栽培之或傾覆之，能加以導正此過與不及，使得
天地間理之妙運是直遂暢通的。但蘆沙認為，於人事上則不然。原本我們的生命亦應是受性
理之主宰而行動，但我們卻常因受囿於自己氣稟問題，而做出了從一己之私之行，明知應聽
命於性理而行動卻跟隨了氣禀欲望，而使得善情不能順暢地展露而出。如性理原來賦予人能
自然地表現仁義禮智，但我們卻常常因循著固於己身之私欲，而使得仁義禮智以不直遂暢通
的方式，轉而表現成貪吝、殘忍、諂佞、邪譎。因此，蘆沙認為，｢不善之情｣雖與｢善情｣為
仇敵，但實際上亦是本於性理之善而有的。在指出情有不善之前，首先還是先就性理對於一
切事物具有主宰力量而言，從一切事物之無不善肯定性理直遂之義，而後方有性理亦可能不
直遂、妨礙了善之表現之說。依此義，則｢不善之情｣除了與｢煽情｣為仇敵，亦可說是｢善之
孽孫｣。
至此，蘆沙已清楚地指出，｢理之不直遂｣即是情有不善之主因。但我們仍可進一步
問：若理對於氣之如何流行，具有｢絕對性｣的影響力，那麼又何以會有｢不順遂｣的狀況呢？
即，若氣仍會使得理之作用有不順遂之狀況發生，則還可說理對於氣的影響是｢絕對｣的嗎？
對此，蘆沙還以｢必然之妙｣與｢能然之力｣來說明。他說：
曰：｢理本可直遂，而有不直遂，則聽命於氣固也。｣曰：｢此不知理之過也。理者，種子
也，但有必然之妙，非有能然之力。以其有必然也，故可直遂；以其非有能然也，故或不
直遂。莫非理也，其本然則有在矣。惟聖人主於必然，以致其能然而後，本然者得矣。是
之謂繼天之所不能，深哉！｣12)

問者提出疑問，若理不能直遂而表現為善，是由於｢私欲｣干擾，則此說與｢人之聽命於氣｣之
10) 奇正鎮：＜答人問第三＞≪蘆沙先生文集≫，卷十六，≪韓國文集叢刊310≫，頁360d。
11) 語出≪中庸≫：｢天之生物，必因其材而篤焉。故栽者培之，傾者覆之。｣
12) 奇正鎮：＜答人問第三＞≪蘆沙先生文集≫，卷十六，≪韓國文集叢刊310≫，頁36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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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應是無異的。若如此，則退溪之門主張一行動不應由外物之感而引起、不應受氣禀影響，
而應由衷地貫徹性理之作用，使得一行動得以是道德的；或栗谷之門常言氣禀清濁足以影響
性理之彰顯等義，何以蘆沙又要批評之呢？13)
對此，蘆沙以理具有｢必然之妙｣，但不具有｢能然之力｣來回應之。這指的是，理具有
決定氣之必然地只依此方式、而不由其他方式流行之力量，但卻沒有保證氣一定能在此一方
式下，有恰到好處的流行。便如種子一般，此一種子能結為何種果實，早已必然地被決定，
但種子是否真能成功長熟結果，則不是種子本身所能決定。若再主僕為例而論，則僕人之能
有何種行動，早已受主人之主宰命令所決定，但僕人是否能徹底地、完美地執行主人所下達
的命令，而成就一事，便非主人所能決定了。因此，理對於氣之應以何種方式運作，雖有必
然地決定作用，但氣仍可能因自身之質，而導致在遵行理之宰時，發生過與不及之狀態，而
使得理之作用不能直遂而表現。關於此義，蘆沙還舉數例以明之：
泥之濁，非水之本也，而非水則不成泥也；蠧之食，非木之性也，而非木則不生蠧也。
事之惡，非理之本然，而非理則惡無所由生也。然則理固兼善惡乎？曰理之本然，固純善
無惡，而及其乘氣流行，則不能無過不及之差也，氣不能無過不及者，亦理勢然也，而纔
有過不及，則惡之所由生也。爲仁而過則墨翟也，爲義而過則楊朱也，爲仁義而不及則子
莫也。葉公之證羊，不得爲直者，非證之理不直也，以其所證者其父也；仲子之不食鵝，
不得爲廉者，非不食之理不廉也，以其所不食者其母也。然本無直之理，則無證羊之事
也；本無廉之理，則無吐鵝之事也。由是推之，則事有不善而不害於理之本善也，氣有用
事而不害於理爲主宰也。14)

上段引文中，蘆沙以｢泥之濁｣、｢蠧之食｣、｢墨翟、楊朱、子莫｣、｢葉公之證羊｣、｢仲子之
不食鵝｣等多例，來說明這些不善之果，本來便不是從一先有的｢不善之根｣而生，而是原本
皆是根於善根，但卻因在表現這些性理時，沒有給出恰當的份際，而導致｢不善｣產生。
首先，他以自然中皆可見者來喻｢不善根於善｣之義。他指出，泥雖與水混而為濁、為
非善，但若非有水，則亦不成泥；蠧之食木而毀壞根木，亦為不善，但若非有木，則亦無食
木之蟲；其次，他還以｢為仁太過則為墨翟｣、｢為義太過則為楊朱｣、｢為仁義不及則為子莫｣
為喻來說明。此處比喻，應是藉助孟子＜盡心＞章而言15)。墨子之不善在為仁太過、楊子之
不善在為義太過，意思應已十分清楚。而子莫之喻，在孟子之處原是要說明，子莫雖作為楊
13) 盧沙旣不同意栗谷之門的｢氣發理乘｣，亦不同意退溪之門的｢理氣互發｣，此義可見陳繪宇：＜韓儒奇
蘆沙主理思想在｢四七論｣的開展＞，2018年07月13日發表於｢韓國現代哲學研究會｣主辦（會議論文）。
14) 奇正鎮：＜答閔克中＞≪蘆沙集≫，卷九，≪韓國文集叢刊310≫，頁210c-210d。
15) ≪孟子⋅盡心上≫：楊子取為我，拔一毛而利天下，不為也。墨子兼愛，摩頂放踵利天下，為之。子
莫執中。執中為近之。執中無權，猶執一也。所惡執一者，為其賊道也，舉一而廢百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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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與墨子二論之調和，無所偏頗，看似是更近於真正的道理。但實際上，子莫之執中卻毫無
變通權衡，而成為固執頑一，這也不是真正地行中正之道。蘆沙藉孟子此處言子莫，表達子
莫為仁義之不及，既非往仁之方向表現、亦非往義之方向表現，只是屈就於二者之中，又執
此屈就不變通，故亦與楊子、墨子一般，皆是不能恰當表現仁義者。最後，蘆沙再以｢葉公
之證羊｣16)，表示子之告發其父攘羊一事，從｢告發盜賊｣一事著眼雖可言｢公正之理｣，但告
發之對象由於是自己的父親，則此有道理之事便淪為偏頗不善了；以及以｢仲子之不食
鵝｣17)，表示陳仲子雖不吃其兄受俸祿而得來的鵝，看似廉潔清高，但這隻鵝卻是他的母親
親自為他料理的，他在聽聞此一剛吃下之鵝是其兄得來，便馬上奔外而傾吐。如此一來，則
｢不食俸祿之食｣原為｢清廉之理｣，但陳仲子此一不食其母苦心為他料理之食，則清廉之理便
流為以不善的方式被表現而出了。蘆沙舉｢葉公之證羊｣、｢仲子之不食鵝｣之例，即是要表
達：檢舉其父攘羊，實際上亦是建基於要矯正不義之舉的公正之理；而嘔吐母親為其料理的
鵝肉，實際上也是根基於不吃受俸祿之食的清廉之理。
基於此，蘆沙已十分清楚地表示：不善者並非外來突然加上，而是在以善為根源下而
不能恰如其分地、無過無不及地表現之，才產生的。所以，指出一表現可能因氣禀材質本身
問題，而有過有不及之狀況，並不影響理對於氣有絕對主宰之義。換言之，氣之應以何種方
式運行，自始即是以不得不聽命於理的方式流行著。不善只是氣在依此方式流行時，沒有完
整、暢通地貫徹此一主宰而已。如兒子自始即知應謹守公正之理、陳仲子亦自始即要貫徹清
廉之理，只是在依此道德之理而行動時，沒有恰當地、徹底地瞭解道德之理，而使得貫徹此
道理時有所差池，才產生了不善。所以，雖然因氣禀本身問題，而使得在氣於貫徹道理時有
不能拿捏份際、出現偏頗的狀況，但這仍不影響性理作為終極之根源者，使得一切事物不得
不依之流行變化之義。即，氣之流行雖有虛欠或激盪震撼之時，但應往何方向、以何種方式
前進，則是不得不聽命於性理而行。故說理雖有不直遂，但仍絲毫不會減損理之主宰力量
的。18)

16) ≪論語．子路≫：葉公語孔子曰：｢吾黨有直躬者，其父攘羊，而子證之。｣ 孔子曰：｢吾黨之直者異
於是。父為子隱，子為父隱，直在其中矣。｣
17) ≪孟子．滕文公章句下≫：匡章曰：｢陳仲子，豈不誠廉士哉？居於陵，三日不食，耳無聞，目無見
也。井上有李，螬食實者過半矣，匍匐往將食之，三咽，然後耳有聞，目有見。｣孟子曰：｢於齊國之
士，吾必以仲子為巨擘焉。雖然，仲子惡能廉？充仲子之操，則蚓而後可者也。夫蚓，上食槁壤，下
飲黃泉。仲子所居之室，伯夷之所築與？抑亦盜跖之所築與？所食之粟，伯夷之所樹與？抑亦盜跖之
所樹與？是未可知也。｣ 曰：｢是何傷哉？彼身織屨，妻辟纑，以易之也。｣
曰：｢仲子，齊之世家也，兄戴，蓋祿萬鍾。以兄之祿為不義之祿，而不食也；以兄之室為不義之室，
而不居也；辟兄離母，處於於陵。他日歸，則有饋其兄生鵝者，己頻顣曰：惡用是鶃鶃者為哉！他
日，其母殺是鵝也，與之食之；其兄自外至，曰：是鶃鶃之肉也！出而哇之。以母則不食，以妻則
食之；以兄之室則弗居，以於陵則居之；是尚為能充其類也乎？若仲子者，蚓而後充其操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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蘆沙此一對於｢不善｣之說明，確實嚴格地遵守了一切事物皆在性理的主宰下活動之
義，很能見出其要努力貫徹｢理之主宰性｣之說。而此一說法，與康德之論｢惡之根源｣似有異
曲同工之妙，見下。

三、康德對｢惡｣的說明
康德主張，道德法則對於人的命令是，即使人生有不樂意遵守道德法則之性好，但仍
不得不無條件地依其命令而行。在這一強調人有不得不服從道德法則之狀況下，康德是如何
說明｢根本惡｣之問題？以下茲就≪單在理性限度內之宗教≫一書要之。

1. 人根源地具備善與惡共處之才能
在≪單在理性限度內之宗教≫中，康德從三個層面說明人天生所具有的三種能力，都
同時包含著善與惡。在這三項才能中，可見善與惡應是共處的關係，而非是分別存在、不能
同時存在的。對於此三種才能的說明，牟宗三要曰：
牟宗三譯者案：此三種才能雖總標為人性中向善之才能，然皆可好可壞，如屬於人之動
物性的才能可使人造成野獸之惡；屬於人之俗情性的才能可使人造成魔道之惡；屬於人之
人格性的才能可使吾人採用善的格言，亦可使人採用惡的格言，可使人尊敬道德法則，亦
可使吾人不尊敬道德法則，惟在此正文中，康德布如此論，只簡單地就向善而言，在開端
綜論中，則向善向惡兼即之。……。19)

康德主張，人本質地具備三種才能，分別是｢動物性才能｣、｢人情性才能｣，以及｢人格性才
能｣。｢動物性才能｣一面，指的是人人皆有去維護自我生命、繁衍子孫延續種族，以及與他
人合作維繫生活的本能。而建基於此一本能，人也可能原本是為了飽飢果腹而變得饕餮無
度、為了延續種族而變得肉欲淫亂，或與他人的關係變得粗暴無法度；在｢人情性才能｣一
處，康德則指出人還有計算理性之本能。這一才能原指的是，人總是會去計算他人與自己在
18) 楊祖漢先生於＜韓儒奇蘆沙對朱子學的理解＞一文，以理爲氣之｢生因｣而非｢憑依因｣，來說明蘆沙此
一｢不善為理之不直遂｣義。他說：｢（蘆沙）以無事理則無是氣，以說明氣不能是無理之氣，故氣之活
動之不合理，並非氣獨自主張。即若無理，氣之不合理之活動亦不可能。如是，則理固然並非惡之生
因，因若如此，是矛盾的；但若不是理，惡之存在亦不可能。故或可如是說：理須是氣之為不合理
之憑依因，無理為氣所憑依，惡亦不可能存在。｣（｢憑依因｣一詞一牟先生的說法，見≪心體與性體
（一）≫附錄｢佛家體用義之衡定｣）（楊祖漢：＜韓儒奇蘆沙對朱子學的理解＞，頁12。）
19) 康德著，牟宗三譯註：＜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善原則之皆內處或論人性中之根惡（基本
惡）＞≪圓善論≫（臺北：臺灣學生書局，1985年），頁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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努力上所得到的成就，並懼怕他人會優越於自己。這種因著競爭的心理而使得人們能在文化
上不斷地往前方展。因此，人情性之才能可說是能促進民族發展之很重要的動力。但此一動
力也常常成為｢最高度的惡毒｣。人們常常也因著這一恐懼他人比我們更優越的心理，而產生
了嫉妒、怨毒，進而造成文化上的迫害；而｢人格性才能｣則指的是，人具有能遵從道德法則
的自由決意。人自身即能給出去遵守道德法則的動力，固然一道德行動並不單靠此一動力即
能充足說明，還須充分展示道德法則的內容才能完備。但康德首先在這裡要指出的是，人天
生具有能去決意採取何種格言，納之為行動之準則之才能的。只是這一採取格言的能力，原
是要說明人天生具有採取道德法則而為善之才能，但在此才能下，人亦可能決意不以道德法
則為最高原則，而導致惡的出現。此亦即是康德此後所要論證的｢根本惡｣的內容。20)
康德認為，人根源性地具有此三種才能，並且由於此三種才能，人天生同時具備能善
又能惡之能力。換言之，在人一族類身上，是可見善與惡是共處的。對此，康德小結地說：
當我們說｢人自然地（本性上）是善的｣，或說｢人自然地（本性上）是惡的｣時，此說者
只意謂：人含有善的格言之採用或惡的格言（違法的格言）之採用之基本根源或終極根據
（對於我們是不可測度或極難透視的基本根源），而人之有此根源，一般地說來，乃由於
其是一人，而結果，這樣，他便因其有此根源，他表示了其族類之性格。21)

康德認為，固然我們可說人生而兼具有｢善與惡｣之特性，但若更精確地說，應是：人生而具
｢兼涵善與惡之格言之才能｣，並且，這一才能包括｢能去作決意並採用｣一才能。因此，比起
直接去指出｢人是善的｣或｢人是惡的｣，康德更傾向去指出人具有｢自由決意｣一根源，並由此
一根源說明這是特為人這一族類所生而有之才能。
在說明人｢生而內在固有｣此三種性能時，康德還進一步說明了｢生而固有｣之義。他認
為，前二種｢生而固有｣義，只指涉我們的某些能力是可在被經驗之前即具備者，但並非表示
他不是在經驗世界中被習得，故是｢生物學｣上的先天固有義，而非｢超越意義｣之先天義。只
有在涉及｢自由選擇之意志｣時，才有｢超越的｣先天義。他說：
當人們說｢一個有此一性向或另一性向為一內在而固有的（生而有的）自然之質｣時，這
並不是意謂此一性向或比一性向不是為人所習得，即不是意謂此一性向或彼一性向不是在
時間中被習得（即意謂從幼年起此人早已存有此一性向或彼一性向）。……。但是此性向其
自身早已被｢有自由選擇作用的意志｣（決意）所接納，因為若非然者，它便不能被咎責。
20) 關於此段說明，詳見 康德著，牟宗三譯註：＜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善原則之皆內處或論
人性中之根惡（基本惡）＞≪圓善論≫，頁81-85。
21) 康德著，牟宗三譯註：＜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善原則之皆內處或論人性中之根惡（基本
惡）＞≪圓善論≫，頁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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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其被接納之主觀根據或原因不能再進一步為吾人所知（雖然我們不能不追問它）；
因為若非然者，另一格言必須被引出，此另一格言即是｢此性向已被納入其中｣的那格言，
而｢其被納入於其中｣復必須有其理由。……。既然不能再進一步為人所知，如此，則因為我
們不能從時間中任何原初的（首始的）決意之活動推出此性向，或毋寧說推演出此性向之
終極來源，是故我們名此性向曰決意之一特徵，它自然地（於人生時）繫屬於此決意。22)

康德認為，當說人｢生而固有｣某些才能時，並不一定意謂這一才能不是透過｢習得｣而來的。
即，｢生而固有｣並不與｢習得｣一概念衝突，｢生而固有之能力｣亦可能是於｢經驗世界中｣習
得，只是這一｢習得｣可能是只在很長的時間，甚至可能是在人類這一族類的遺傳中，才漸漸
於一連串歷史中習成。因此，由於這一才能並不能為我們在時間中任一點上所確立，故才以
｢生而固有｣言之。除此之外，｢生而固有｣也指的是，此一才能並不能在一理性上再找到更根
據的來源。亦即是，我們不能再問｢我為何生而有維持生命的本能｣、｢我為何生而懼怕別人
比我優秀｣，或｢我為何生而能有選擇的能力｣等問題，他們已是不能再被進一步溯源的問題
了。綜合而說，則人的｢動物性才能｣、｢人情性才能｣，及｢人格性才能｣，由於不能在時間上
被確立，也不能於理性上找到更根源的源頭，故說，這些才能是人｢生而固有的終極根據｣
者。
另外，在此段引文中，康德還更進一步地說明人的｢人格性才能｣之特性。他認為，人
生而具備的｢有自由作選擇之意志｣才能，是使得人在道德上有咎責性之因。若人只具備｢動
物性之本能｣及｢人情性之才能｣，則人實際上在道德上是無咎責性的，即我們是不需要為自
己不道德之行動負責的。對於此一才能的內涵，以下會緊接著詳述。
至此，康德已指出善與惡是可｢共存於同一才能｣中的。只是，如｢善與惡共處｣是真，
則豈非表示人的同一行動，可以｢既同時是善的，又同時是惡的｣這一矛盾概念？對此，康德
還有進一步說明，見下。

2. 惡是道德次序的逆反
康德很清楚地指出，善與惡是共處的，但這實際上只的只是同一才能可以有二用。而
在三項本具之才能中，他又特別重視｢人格性才能｣，因為這指的是人生而有去選擇要遵守道
德法則之命令而行，或以滿足感性欲望為格準而行動之才能。人在這一才能下，既同時享有
自由，但同時也表示人需要為自己的行為負責。只是康德也指出，這二動力是同具於人身上
的，一行動中往往同時既是遵守法則的，又是滿足慾望的，如此一來，則人豈非｢同是惡
22) 康德著，牟宗三譯註：＜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善原則之皆內處或論人性中之根惡（基本
惡）＞≪圓善論≫，頁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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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又是惡的｣之矛盾存在？對此，康德還以二動力應是以｢隸屬關係｣存在來說明。即，一
行為雖可能同時蘊含二內容，但何者為主，何者只是附從，這將真正地決定了一行為是善或
惡。而當這一｢隸屬｣的關係是：道德動力被逆反為輔、衝動欲望轉而為主，此時即是｢惡｣之
處了。他說：
現在，由於人自然地會採用那兩種動力於其格言中，並由於他會見到每一種動力（若如
此每一動力真是單獨存在的）即足夠去決定其決意，是故如果格言底區別只依靠於動力底
區別（即只依靠於格言之材質或內容之區別），即是說，只比照動力之為法則所供給抑或
為感性之衝動所供給而有區別，那麼，他必同時既是道德地善的又是道德地惡的，而此是
一矛盾。依此，一個人是否是善抑或是惡之區別並不存於其所採用於其格言中的動力之區
別，但只存於動力之隸屬關係，即是說，存於在那兩種動力中他使哪一種動力為另一動力
之條件（即是說，不存於格言之材質，但只存於格言之隸屬形式）。既然如此，則結果便
是：一個人（甚至最好的人）其為惡只因以下所說之情形而為惡，即：他在採用動力於其
格言中時，他逆反了動力之道德次序；實在說來，他此時採用道德法則是把道德法則和自
私之法則一同採用之；但是由於他又覺得那兩種動力不能一起停留於同等的地位，而是這
一動力必須隸屬於那作為其最高條件的另一動力，是故此時他遂使｢自私以及自私之諸性
好｣之動力成為遵守道德法則之條件；然而實應相反，即道德法則實應當被採用於自由決意
之一般格言中以為唯一的動力，概由於道德法則是｢約制自私以及自私之諸性好之滿足｣之
最高條件故。……。23)

康德主張，｢惡｣並不發生於｢人之廢棄道德法則而行動｣中，即｢廢棄道德法則而行動｣這一存
在是不可能的。因為他認為，每個人生來即不能抗拒地、生而固有地能去認識道德法則，並
將之具於我們身上之本性。因此，在理想上，若無其它動力干擾我們的決意，人之必然地將
只會採取道德法則為我們行動之唯一準則。即人必然地會是｢道德的善｣。但其實，人除了有
採取道德法則為我們行為之動力外，還會因著物理自然的本性而行動，而甚至置此物理自然
之本性，即感性欲望，為一行動所遵守之格言。在此一狀況下，則人雖生來本就能認識道德
法則，但道德法則在此時是毫無作用的，人完全地只以滿足感性慾望即能為一行動之充足動
力。而若人真的存在｢只以滿足感性欲望為一行動之充足動力｣一狀況，則康德認為，人將必
然地在道德上是惡的。
實際上，康德主張這兩種狀況並不真實存在，因為道德法則與感性欲望是同時共存於
我們的｢人格性之才能｣，而不可能存在｢只會依道德法則而行動之絕對的善｣或｢只會依感性
欲望而行動之絕對的惡｣之狀況。人在決意時，是自然地會同時採取兩種動力的。即，我們
在下決定時，並不是單純地只以｢道德法則｣或｢感性欲望｣二者之一為決意的唯一根據，而是
23) 康德著，牟宗三譯註：＜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善原則之皆內處或論人性中之根惡（基本
惡）＞≪圓善論≫，頁99-100。

438⋅第39次 中國學國際學術大會

一決意往往是在二者的共存，既有道德法則所賦予之動力、亦有感性給予之動力下所給出
的。因此，仰賴｢動力的內容｣來判斷一行動是否為道德，是不可能的。但是，如前所述，若
道德法則所賦予之動力與感性欲望所給予之動力是同時存在，那麼豈非將發生｢人同時是道
德的善，又同時是道德的惡｣一矛盾？對此，康德認為人之為善的或惡的，不應由｢行為動力
的內容｣來判別，而應由動力之間的｢隸屬關係｣來判斷才是。換言之，在兩種動力中，何者
是更根本，而何者只是作為另一者之附加條件而存在，才是判斷一行為是善是惡之關鍵處。
舉例而言，當我們在做一決定時，首先考慮的。是｢我本來應如此做｣還是｢我這麼做可以得
到好處｣？固然就結果而言，可能表面上可以是一樣的，但實際上，前者才是真正地具有道
德意涵之行動。換言之，我們可以因著｢本來便該如此做｣而行動時，伴隨著可能帶來好處之
結果；也可以首先考慮｢此一行動可以帶來什麼好處｣，而恰巧此一行動的結果又符合了善的
格言，二者結果之表面可以是一樣的。但只有當我們單靠著｢本應如此做｣、不考慮其它因素
而行動時，此一行動才可說是｢道德的善｣。而後者若以康德之語，則是只具有｢合法性｣、而
不具有｢道德性｣之行動。是故，康德雖主張善與惡可共存於人之本性中，但這只表示人生來
同具有｢以道德法則為主，而在結果伴隨了滿足感性之果｣，或｢以滿足感性欲望為主，而結
果恰巧與善之表面相符｣二者於本性，而並不表示人可｢既同時以道德法則為格言，又以感性
欲望為格言｣。而｢人是善的｣或｢人是惡的｣，就在人之採取何種隸屬關係之決意，此亦即是
人之可咎責之處。24)
依上而論，康德很清楚地表示：惡是發生於我們基於固有的自由決意，選擇去｢逆反道
德法則與感性二動力之關係｣。換言之，人們誤用生而固有的自由決意，去決意逆反道德法
則與感性二動力之關係，即是｢惡｣產生之因。論述至此，｢惡｣的發生原因似已很明瞭了。不
過，康德還進一步申論，｢惡的根源說明｣不能僅止於｢人做了逆反道德法則與感性之二動力
關係之決意｣，因為這尚不能充分表示人何以在可不逆反此一關係的狀態下，卻往往選擇去
逆反二者關係。故他還進一步地以｢人具有性癖於惡之性癖，即偏好去逆反二者之習性｣
一說論述之。以下續論。

24) 事實上，康德也很清楚地表示，｢道德上之善｣與｢道德上之惡｣是不可能同時共存。康德可說是道德的
嚴格主義者。他說：｢在理性之判斷中，僅僅道德法則才是以其自身即是一動力者，而且不管是誰，只
要他使道德法則成為其格言，他就是道德地善的。現在，如果法則在關於一涉及法則的行動中有不能
決定人的有選擇作用的意志（人的決意），則一反對面的動力，必須有影響於人的有選擇作用的意志
（人的決意）；而因為依假設，此反對面的動力之有影響於人之決意只能因人取用之於其格言中始能
如此（取用反對面的動力結果就是逸出道德法則之外，而在取用之於其格言之情形中，他就是惡
人）……在關涉於道德法則中，人的性性絕不會是不相干的，即是說，人的性向總是或善或惡，兩者必
居其一。｣康德著，牟宗三譯註：＜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善原則之皆內處或論人性中之根
惡（基本惡）＞≪圓善論≫，頁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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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性癖於惡
如前所述，惡之發生是由於人基於生而固有的自由決意，作了逆反道德法則與感性之
二動力之關係之決意。但接下來，康德還進一步說明：人雖可選擇逆反道德法則與感性之二
動力之關係，但亦可選擇不去逆反。何以人卻仍往往傾向選擇去逆反二關係之決意？他認
為，這是由於人是｢性癖於惡｣的。即人天生具有偏向去逆反二動力關係之癖好。
在探討｢性癖於惡｣一概念前，這裡首先要說明康德使用的｢性癖｣之意。簡而言之，｢性
癖｣指的是人會去嗜欲、渴望某事，並使自己陷於此一渴望中。康德說：
所謂性癖，我理解為一種性好（習慣性的渴望 concupiscentia）底可能性之主觀根源或根
據，只要當這性好就人一般而言是偶然的時（只要當人類一般易陷入此性好時——依格林
譯）。25)
性癖，恰當地說來，只是｢性向於一種享樂之渴望｣之性向，這所謂一種享樂是這樣的，
即當人們對於它已有經驗時，它即產生一種對於它之性好（性好於它）。26)

牟宗三先生也對｢性癖｣與｢性好｣之差異作出了說明。他說：
康德分辨｢性癖｣（Hang/propensio）與性好（Neigung/inclination）如下：性癖是一種引至
｢嗜欲某種享受｣的先在性向或傾向；換言之，它是某種｢先於其對象概念｣的欲望之激起底
主觀可能性。當那種享受已被經驗過，它便產生一種對於這享受的性好，因而性好即可
被界定為｢習慣性的感性欲望｣。27)

依康德所論，｢性好｣指的是，當人對於｢自我｣一存在感到過於自滿時，便容易產生的｢自我
顧念｣或｢自我貪念｣，即自私或自傲。28)而｢性癖｣則指的是，人具有容易陷入於｢嗜欲於顧念
自我｣、｢享受於自我滿足｣等這一傾向。這一傾向是無對象性地、先天地本具於人的，只當
人們一旦經驗某一事物後，產生對於此事物的依賴或嗜欲，並無可自拔地陷於此一嗜欲中，
25) 康德著，牟宗三譯註：＜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善原則之皆內處或論人性中之根惡（基本
惡）＞≪圓善論≫，頁87。
26) 康德著，牟宗三譯註：＜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善原則之皆內處或論人性中之根惡（基本
惡）＞≪圓善論≫，頁87-88。
27) 康德著，牟宗三譯註：≪道德底形上學之基本原則≫，收於≪康德的道德哲學≫（牟宗三先生全集15）
（臺北：聯經出版社，2003年），頁61。
28) 康德：｢一切性好（這一切性好能被劃歸為一可容忍的系統，在此情形中，它們的滿足即被稱名曰幸
福）總起來構成自我顧念。這自我顧念它或是自我貪戀，即存在於一過度的溺愛個人自己的那自
我貪戀（我愛），或是滿足於個人自己。前者更嚴格一點說，名曰自私，後者則名曰自滿［自
大］。｣康德著，牟宗三譯註：≪實踐理性底批判≫，收於≪康德的道德哲學≫頁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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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性好｣即成為了｢性癖｣。因此可說，性癖是性好的先天根據者，指的是人天生有易於陷於
某一癖好之性向。
只是，如此一說，豈非又回到起點：人們之所以會作逆反道德法則與感性二動力之決
意，亦只是由於生來具備的｢性癖｣一性向。即我們只能不由自主地、受生物性決定地以感性
癖好為行為之主要動力。若此說成立，則康德此處看似更進一步地以｢性癖｣解釋人何以在可
不倒反道德法則與感性欲望二動力之順序下，卻又往往選擇去倒反之原因，但實際上卻反而
更不能說明人之咎責性了。
對此，康德很嚴正地指出：對於說明一不善行為的根源，不能只以｢性癖｣言，同時地
還必須關聯著｢自由決意｣義而言。｢性癖｣不過只說明了人具有｢往此某一方靠攏｣之義，但這
還不保證人們｢必然地｣會往這一方靠攏，故｢性癖｣本身並非惡。因為人還生而固有｢自由決
意｣，可使自己雖有此性癖，但不必然地只能造成此後果。他說：
茲並無所謂｢性癖於道德的惡｣之性癖，因為性癖於道德的惡的性癖必須由自由而發動；
而一種（基於感性衝動的）物理自然的性癖之性癖於自由之任何特殊的使用，或為善而使
用或為惡而使用，這乃是一種矛盾。……。因此，性癖於惡只能當作一道德性的能力而附著
於自由決意中。現在，我們除了自己的行動外，再也沒有什麼東西而可以是道德地惡的者
（是可以被咎責者）。另一方面，所謂性癖之概念，我們理解之為自由決意底決定之主觀
根據，此主觀根據事先於任何行動而存在者，因而其自身並不是一行動。29)
在這裡，我們所要說及的只是那｢性癖於真正的即道德的惡｣之性癖，所謂真正的即道德
的惡，由於其為可能是只當它作為自由決意之一決定時他才可能，而此自由決意之可被判
決為善或惡是只因著其格言，它始可被判決為善或惡，由於是如此云云，是故真正的即道
德的惡必須即存於｢格言之違離道德法則底可能性之主觀根據中｣，而如果此性癖可以被假
定為普遍地屬於人者，則它將被名曰人之對於惡之自然性癖。30)

對康德而言，｢性癖｣本身並不是惡。因為｢性癖｣是物理自然的，指的是人生而具有某種｢傾
向｣。雖然此一傾向是往｢以生理欲望為一行動之主要動力｣之方向靠攏，但這也只是描述人
具有此一靠攏之性向，而｢性向｣本身並非｢道德的善或惡｣。只有當｢性癖｣與｢自由決意｣結
合，方能關聯至道德上之善與惡。即雖我們先在地具有｢以生理欲望為一行動之主要動力｣之
傾向，但這並不構成道德上之善惡，只當我們進一步地選擇順此傾向而行動時，才產生了道
德上的、真正的惡。簡言之，｢性癖｣只是人在作自由決意時，表示人生而俱有往某一方面選
29) 康德著，牟宗三譯註：＜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善原則之皆內處或論人性中之根惡（基本
惡）＞≪圓善論≫，頁91。
30) 康德著，牟宗三譯註：＜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善原則之皆內處或論人性中之根惡（基本
惡）＞≪圓善論≫，頁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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擇之傾向，而此傾向本身並不必然導致不善的行為，故我們不能將｢不善｣咎責於性癖。
不過，不可諱言地，此一性癖確實對於我們的決意給出了很大的誘惑，而且這一誘惑
是｢生而固有｣地、普遍地具於每一個人。故可說：人類｢生來即傾向去選擇以生理欲望為一
行動之主要動力｣，即人｢生而傾向為惡｣，即｢性癖於惡｣。
康德在說明｢性癖於惡｣之內容時，他還以｢三層不同級度｣來細分之。在｢人生來即傾向
去選擇倒反道德法則與感性欲望二動力之順序｣之義下，細涵三層意思。他說：
關於性癖於惡之性癖，我們可思議三層不同的級度：……。
上說第一，人性之脆弱性甚至也被表示於使徒之苦訴中：｢現在我已有意願，但如何去
實行，我卻找不到｣。此即是說，我已把善者（道德法則）採用之於我的自由決意之格言
中，但此善者，依其理念而客觀地言之，雖是一不可抗拒的動力，然而主觀地說來，當格
言要被實行時，它卻是較弱者（與性好相比為較弱者）。
上說第二，人心之不純粹性乃存在於以下所說的情形，即：雖然格言依其對象（目標即
意在於服從法則）而是善的，而且或許在實踐上也是夠有力的，然而此格言卻不是純道德
的，即是說，他並不如其所應當是者那樣單只包含法則以為其足夠的動力，但卻時常（或
總是）在他以外有需於其他動力以助之，助之去決定自由決意——決定之至於義務所要求
者。換言之，那義務性的行動並不是純由義務而作成。
上說第三，人心之邪惡性，或如若你喜歡，也可以說人心之腐敗性，這邪惡性或腐敗墮
落性即是自由決意之性癖於這樣的格言，即他撇開那發自道德法則的動力而不顧而卻單偏
愛 那 ｢不 是 道 德 的 ｣其 他 動 力 。這 種 邪 惡 性 或 腐 敗 墮 落 性 亦 可 被 名 曰 人 心 之 愎 執 性
（perversity），因為它在關涉於自由決意之動力中逆反道德秩序；而雖然合法地善的行動
或可與之相一致，然而道德意向（或心靈之傾向）卻是從根上在這愎執性中被敗壞了的，
因此，在此愎執性中，人即被指名為惡人。31)

康德將｢性癖於惡｣的內容分為三個級度，依次是｢人性之脆弱性｣、｢人心之不純粹性｣，以及
｢人心之愎執性｣。｢人性之脆弱性｣指的是，人因著自由決意在採取格言以作為行動之準則
時，雖就客觀而言，道德法則是人人生而本來即知，並客觀地、本具地作為｢自由決意的對
象｣而存在著。但實際上，人們在作決意的過程中，｢選擇以道德法則作為行動之準則｣與｢選
擇順從性好作為行動之動力｣之二者的機率並不相等，往往選擇後者的機率是更大的。因
此，主觀地說，在｢道德法則｣與｢性好｣二者中，應選擇以何者作為行動之格言時，前者可說
是較弱的；而｢人心之不純粹性｣則指的是，我們雖也能意識到道德法則是作為最高命令者，
31) 康德著，牟宗三譯註：＜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善原則之皆內處或論人性中之根惡（基本
惡）＞≪圓善論≫，頁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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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願意採取道德法則作為我們行動之格言、動力，但卻常常發現我們在一行動裡所採取的格
言，並不｢純是道德的｣。亦即是，我們並不容易只以道德法則自身即為實踐的充足動力，還
往往參雜了其他動力以幫助促成此一行動。例如，我們知道幫助人是天經地義的，並且也時
常很願意這樣做，但同時，我們也會很容易地認為，或許從這個人身上撈一點好處也未嘗不
可。此即是人心的不純粹性；最後一項，是康德最嚴厲批評的｢人心之愎執性｣，這指的是人
有｢去敗壞心靈｣一傾向之邪惡性，即上所述的｢去倒反道德法則與感性欲望二動力之順序｣之
傾向。康德之所以嚴厲批判人心的此一傾向，是因為此一倒反不僅只因為人在以｢感性欲望
為行為之主要動力｣時表現的貪婪、自大（即使人之｢自大｣已為康德所嚴厲批判，因為這表
示人自認為自身是可以尊貴於道德法則的），人們還往往假藉道德之名，作出包裝著貪婪、
自大、表面符於善的合法行動，而並不以為此有任何不恰當處。他認為，這是根本上地敗壞
了心靈，這種腐壞之人心，他稱之為真正的｢惡人｣。人｢性癖於惡｣的最邪惡處，也是在於
此。即：人不僅利用了自由決意去滿足欲望，甚至還因著表面剛好與合法的善的結果相符
合，而以為以欲望作為行為之動力最高原則並無不妥。這對康德而言，已是根本上地墮落了
心靈，亦即是其｢根本惡｣之核心內容。
依此而言，則｢道德上的惡｣之發生的主要原因，可說是人在一行動中，原可以選擇只
以道德法則為行動之唯一充足動力下，但卻選擇滲入道德法則以外之其他動力，並進而去忽
視這一決意實際上已悖離了｢一行動之所以可被稱之為道德的，是因為其只以道德法則為
充足動力｣一義，以表面之合法行動來掩飾這一非道德的行動。在這一概念中，｢自由決意｣
是使得｢根本惡｣得以可能之關鍵處，也是康德在言人是｢性癖於惡｣的同時，又可說明人是可
被咎責的原因。以下即以一段引文，來總結｢根本惡｣之概念，以及此一概念必須建基於｢自
由決意｣一概念才能成立之意：
依是，人性之邪惡性似不甚可被名曰｢惡｣，如果｢惡｣一詞依其嚴格的意義而被理解，即
把它當作一種性向（格言之主觀原則）——性向於去採用惡者（違反法則者曰惡者，即當作
如此惡者看的惡者）於一個人之格言中以為一動力，這樣一種性向而被理解：如果，｢惡｣
是這樣被理解，則人性之邪惡性實不應被名曰惡（因為那邪惡性是惡魔式的邪惡）；它但
只寧可被名曰｢人心之愎執或邪執｣（perversity of heart），此人心之愎執由於其結果之故，
他亦可被名曰一邪惡的心（案愎執久了即成一邪惡的心）。此邪惡的心可與那｢一般言之是
善的｣那意志互相共存，而且他是由人性之脆弱性而發生（此人性之脆弱性是不夠有強力去
遵循其若採用之原則），並與人性之不純淨性結合於一起（所謂不純淨性即是不能因著道
德規律而把行動之諸動力，甚至好意的行動之諸動力，互相區以別）；而這樣，此邪惡的
心最後其極便只注意於由此心而發之諸行動之合法則性，而不注意於此諸行動之實應由法
則而引生，即是說，不注意於法則自身之為唯一的動力。……。此種邪惡的心名曰內在而固
有的罪惡（innate guilt, reatus），所以如此名之，是因為即當自由之使用顯示其自己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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邪惡的心即可在人之生命中被覺察出來，而縱然如此，他卻必須發於自由，因而它可被咎
責。32)

康德主張，一般我們所認為的｢惡｣，指的是人天生具有不作道德行動之本性，即生而便會因
著感性而衝動行事。但他認為，人的這一本性並不能被作為｢惡｣來看待，因這一本性只是作
為｢生物學之特性｣地固有於我們身上。雖然這一特性可能會導致如前所述的，人之｢饕餮無
度｣（因著動物性才能）或｢文化上的迫害｣（因著人情性才能）這種不善之果，但不幸導致
此一後果之本性自身，並不能就被稱為是惡。只有當我們主動地去選擇將此一性向作為行動
之格言，才會構成｢道德上、真正的惡｣。所以，可說真正的惡只能在以｢自由決意｣為前提下
才可能發生。
只是如前文所說，人雖有｢自由決意｣能選擇要以道德法則為行動之準則，或以感性性
好作為行動之動力，但卻往往傾向以後者為主。這一｢傾向｣，康德即名為｢心的愎執或邪
執｣，或因著這一愎執性總是帶來邪惡的後果，故也可名之為｢邪惡的心｣。反過來說，這一
｢邪惡的心｣因為是根源於｢自由意志｣而來，因此它的內涵又與｢一般而言的善的決意｣共存
著。它指的是，人類因著人性的脆弱性及人性的不純潔性，即｢人在決意時不能強而有力地
選擇只以道德法則為格言，又雖願意以道德法則為行為動力，但卻又忍不住在這一決意中滲
雜著滿足某一部份的感性欲望｣一狀況下，又選擇倒轉道法則與感性欲望二動力之順序而為
一非道德之行動時，卻往往仍自以為自己是遵照著道德原則來行動，甚至嘗試說服自己｢得
一點好處未嘗不可，反正此一行為看起來並不錯｣。最終，人們則變得只會重視一行為之外
表是合法的，而忽略一行動只能是由道德法則自身為唯一動力才對。這種包裝著合法行動而
實際上是滿足自己欲望，同時又說服自己這一滿足沒有什麼不可的邪惡之心，康德稱之為
｢內在而固有的罪惡｣。並且此一罪惡只能在人之因著其自由決意作抉擇為前提才可能，故邪
惡之心雖是內在而固有，但我們仍可以被咎責，仍必須為此一罪惡負責。
至於人應如何對此一愎執心導致之罪惡負責，康德主張首先透過｢行動之符合法則｣，
而漸進為使｢心靈之轉向｣，來導正人的此一性癖。這指的是人們首先必須得在認識道德法則
（此一認識是本有所知之認識）下，不得不聽命於道德法則而行動後，漸漸進至了解遵從此
一道德法則而行動是每一個人之義務，雖有不願亦是當該為之事，最後才能真正只以道德法
則作為唯一充足動力而有道德行動。此一部份康德亦續言於≪單在理性限度內之宗教≫後半
部，或這一道德實踐問題亦應再多參其第二批判。唯康德道德實踐工夫之如何可能的討論，
非本文討論核心。此處暫止於康德對｢惡之根源｣的說明，下將對比康德此說與蘆沙對惡的說
32) 康德著，牟宗三譯註：＜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善原則之皆內處或論人性中之根惡（基本
惡）＞≪圓善論≫，頁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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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之異同，以突顯蘆沙在｢惡｣一概念說明上之特色。

四、蘆沙論｢惡｣之特色
如前述已強調，蘆沙理論特色在強調性理的絕對性地位，並且是從一切事物只能以不
得遵從它而流行一處而見。只是，這一主張一切事物皆只能依理流行而存在的說法，要如何
說明｢惡｣之問題呢？對此，蘆沙以｢不善是善之不直遂｣來解釋。簡而言之，不善的發生並非
是根源於性理之外的其它根據，因為這一宇宙生化之世界只有一根源，故即便有｢不善｣發
生，也必需是在性理之根據下而發生的。只是氣質雖是要以性理之命令作為其唯一運作方
式，但卻可能往往受限於自身氣禀材質，而導致不能確實貫徹這一命令，而產生了｢不善｣的
結果。故對蘆沙而言，｢不善｣並非是獨立於善之外而存在，而是與善共存。
蘆沙此說，確實能一方面維持性理之最高主宰地位，又能在某個程度上對｢不善｣作出
說明。只是，這卻可能產生了更嚴重的問題。正如李相益先生所言，｢蘆沙要同時維持理的
純善性與主宰性，在這樣的體系下又同時要說明惡，可能會碰上難關的｣33)。當蘆沙將｢不
善｣之因歸咎於｢氣禀｣，則是否我們還能穩當地說明性理的主宰作用是｢絕對的、必然
的｣？34)而更重要的是，當蘆沙將｢不善｣歸咎於｢食色的氣禀材性｣，則人還需為自己行為之
善惡負責嗎？人還需作德性工夫修養嗎？
針對蘆沙此一論｢惡｣之合理性問題，本文希望透過比較康德論｢根本惡｣之問題來討
論。因為蘆沙與康德在理論上，同樣強調｢性理是作為一切之終極根據｣，也在說明惡之問題
上，主張｢善與惡是共處的｣，但不同的是，康德還提出了惡的說明必須建基於｢自由決意｣的
概念，故二者最終在對於惡之根源的說明上，有了以｢善之不直遂｣及｢惡之性癖｣之二種不同
的結論。透過這一比較，應能更清楚突顯蘆沙論惡之特徵，進而再思考蘆沙理論中對｢惡｣之
詮釋的合理性。以下論之。

33) 이상익 (李相益）：＜奇正鎮 性理學의 재검토＞，頁8。｢기정진의 의도는 한마디로 理의 純善과 理의 主
宰性을 양립시키려는 것인 바, 그러나 그의 체계는 惡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難關에 봉착하고 만다.｣。
34) 關於此一觀點，李相益先生也有言：｢本然之理雖是純善的，但因為氣的過與不及，搭於氣上流行之理
也有會跟的有過與不及之差（或惡）。這一說法的結果就是，氣可以不必跟著理的命令，而且反而可
以對理造成影響，如此一來，則將造成對於理之主宰性的損害。｣（｢本然의 理는 純善하지만 氣의 過不
及으로 인해 氣를 타고 流行하는 理에 過⋅不及의 差(惡)가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은 결국 氣가 理의 命
令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理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뜻이 되어, 이제는 理의 主宰性이 손상되는 것이다.｣）
이상익 (李相益）：＜奇正鎮 性理學의 재검토＞，頁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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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強調道德法則之絕對主宰性
眾所周知，蘆沙的理論特色重在指出理之主宰是絕對的，且其地位是不容有任何概念
與之對舉的。因此，他十分反對先儒一提及｢性理｣之概念，便馬上要關聯至氣質的說法，因
這將可能嚴重影響性理作為最高主宰者之地位。這一極力主張性理至高性的理論特色，也同
樣可見於康德的理論系統。若從兩個面向來理解康德所言之道德法則，應亦有助於理解蘆沙
所言的性理之義。
康德對道德法則的說明，主要有兩個面向。一是具｢先驗性｣，一是作為｢最高動力者｣
而存在。他說：
人人皆必須承認：如果一個法則是真要有道德的力量，即：真可成為一義務底基礎，則
它必須具有絕對的必然性；……因此，人人亦必須承認：義務底基礎必不可在人之自然［人
性］中或在人所處的世界內的環境中去尋求，但只當先驗地在純粹理性底概念中去尋
求。35)

又說：
所謂道德法則乃即是那絕對地發佈其命令者，並且就是那宣佈其自身就是一動力者，就
是最高的動力者。……道德法則卻就是這唯一｢能使我們意識到我們的決意之獨立不依于那
因著任何其他激發力而成的決定（我們的自由）｣者，而且同時他亦是那唯一｢能使我們的
行動之可咎性｣者。36)

對康德而言，道德法則能成為人之行動的唯一根據，它必然得以｢先驗性｣的方式存在。因為
在經驗世界中，一切事物只能以｢偶然性｣的方式存在，但道德法則作為一必然性、普遍性
者，便必須是以超脫於經驗的、先驗的方式存在。故康德主張，道德法則一概念並不能為我
們在經驗世界可尋得，而只能由我們的理性概念中推論而得。除了道德法則具｢先驗性｣一特
徵外，康德也主張，它是作為行動之｢最高動力者｣而存在。這指的是，道德法則只單靠其自
身，便能使我們壓抑自己的性好，而不得不依之而行之特性。換言之，道德法則能讓我們不
受感性欲望誘惑，而只單靠對｢該當如何做｣的認識即能｢如此做｣之力量。並且，當我們對道
德法則有越深刻認識，我們將會因著這一更深刻的認識，而愈加地體認到自身存在的卑下，
35) 康德著，牟宗三譯註：≪道德底形上學之基本原則≫，收於≪康德的道德哲學≫（牟宗三先生全集15）
（臺北：聯經出版社，2003年），頁9-10。
36) 康德著，牟宗三譯註：＜第一章附錄：康德：論惡原則與同善原則之皆內處或論人性中之根惡（基本
惡）＞≪圓善論≫，頁81。

446⋅第39次 中國學國際學術大會

而反過來對法則愈加尊重之、愈加地自主、願意以之為唯一的行動準則。37)
康德對於｢道德法則｣特性的說明，確與蘆沙對｢性理｣之說明有異曲同工之妙。在蘆
沙，亦應可說性理是具｢先驗性｣，並且是作為我們行動之｢最高動力者｣而存在。如前所示，
蘆沙論一切事物之存在是以｢不得不以此一方式流行｣，而在此一｢不得不｣之處，便體悟此即
是性理之作用。即，雖性理之作用並非可見的、不能為我們直接把握，但我們仍能由一切事
物是以合理的方式、而非不合理的方式存在之處，而進一步瞭解到理是超越於我們的經驗、
是先驗存在的，並且是普遍的、作為一切事物存在之最終根據、使得一切事物之不得不以此
一方式運作之最高動力而存在者。
然而，不能忽略的是，當康德在論述道德法則作為｢最高動力者｣一概念時，他還十分
強調此一概念必須與人具｢自由決意｣（或甚至可說是｢自由意志｣）一概念相輔說明。因若只
強調一行為只是某一格言下之產物，而缺乏說明此一行動是在一自由選擇下而有，則人將無
咎責性，不需為自己的行為負責。故康德主張，人除了具有｢依自然因果而行之感性｣，亦應
具超越感性作用之｢智性體｣，具能自我立法，自由決意。他說：
現象中的一物（它屬於感性世界）服從確定的法則，而作為物自身或存有者的同一物超
過於這些法則，這並不包含絲毫矛盾。但｢他必須以這兩種方式設想並考量自己｣之義，就
第一方面而言，係由於他意識到自己是被感覺所觸動的對象；就第二方面而言，係由於他
意識到自己是智性體，亦即在理性底運用中超脫於感性印象（因而屬於知性世界）。
結果，人自以為有一個意志，它不為任何僅屬於其欲望和愛好的事物負責；而在另一方
面，他把他只能不顧一切慾望和感性刺激而做的行為設想為因自己而成為可能，甚至成為
必然。這種行為底因果性存在於作為智性體的他以及一個智思世界底原則的結果和行為之
法則中。他對這個智思世界的確只知道：第一，在那裡，只有理性（而且只是超脫於感性
的純粹理性）制定法則；再者，既然在那裡，僅作為智性體的他是真正的自我（反之，作
為人的他只是他自己的現象），那些法則便直接而定言地加諸他，以致愛好與衝動（因而
感性世界底整個自然）之激發無法損及其意欲（作為智性體）底法則——甚至於它不為這些
愛好與衝動負責，也不將它們歸諸其真正的自我（亦即其意志），但是當他容許它們影響
其格律，而損害意志底理性法則時，卻將他對它們可能有的寬容歸諸其意志。38)

此段康德很清楚地指出：人具有遵守自然因果法則之｢感性｣一面，亦具有超越於自然因果法
則之｢知性｣（｢智性體｣）一面，並且，在此智性體的一面，人們具有能去只依理性而行、不
受感性影響之能力。
康德認為，人在一方面意識到自己會因著｢感性｣而觸動行為活動的同時，一方面也會
37) 此意可見康德著，牟宗三譯註：≪實踐理性底批判≫，收於≪康德的道德哲學≫，頁269-270。
38) 康德著，李明輝譯：≪道德底形上學之基礎≫（臺北：聯經出版社，1981年），頁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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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識到自己能運用｢理性｣來脫離此一感覺衝動，使自己只純依理性而行。因此，在人們同時
為一｢會因著自然因果而行動者｣，同時又會是｢能脫離自然因果而行動者｣。而這將會導致一
結果：人雖不能為｢感覺衝動｣必然會觸發之行為所負責，但人可置自己於完全不顧這一切感
性欲望的刺激，使自己不為此一感覺所誘惑。這指的是，人是不能為｢感性衝動必然地觸發
我們作某行動｣一因果關係負責，但還是必須為｢容許了一行動只依著這一因果關係而有｣負
責。因為，我們並非生來只能被動地按｢餓而食｣、｢寒而衣｣之自然因果行動，我們還具有能
｢不食嗟來之食｣之更高的價值選擇。當我們寬容了自己只因著自然因果而行動、任感性愛好
來影響一切行為，顛倒了本應依著理性所認知的道德法則而行動之格準，人們便需為這一寬
容而負責。因為這是他容許自己以｢自然因果關係｣為藉口，忽略了自己同時還是超脫於感性
世界之智性體，是能完全擺脫愛好與衝動、不受自然因果關係之束縛，而只依純粹理性所認
識的道德法則而行動之存有者。人是必須為自己的這一寬容、放縱所負責。簡言之，人並不
會因著道德法則具有普遍性、作為最高動力而存在，便喪失了人的咎責性。因為人還是一具
有｢自由決意｣之個體，必須為自己行為的善惡負責。
康德的此一說明，確能解決在強調道德法則是作為絕對主宰者而存在的同時，又說明
人的咎責性。而這其中的關鍵即在於他還同時強調人具有｢自由決意｣。此一說明的確是蘆沙
理論中較缺乏說明的部分。39)當蘆沙不斷地要強調性理作為絕對地位、對於一切事物具有完
全地主宰力量，而絲毫不容許氣質可能會主動地給出一不合宜行為之說法時，便很可能會導
致忽略了人具有去｢選擇｣因著接受氣質，即感性欲望的誘惑而行動之脆弱性，而抹除了人必
須因著這一選擇而負責的｢咎責性｣。這一因著對｢自由決意｣說明的不夠而產生的問題，在蘆
沙言｢善與惡共處｣一概念時更鮮明。下續言。

2. 主張善與惡非二根源地並存
蘆沙與康德在說明｢不善｣一概念時，皆同時重視此一概念不能與｢善｣作為二不同之源
而看。亦即是說，善與不善應是共存的概念，言及｢不善｣的產生，即應以｢善｣一概念作為前
提方能有。在蘆沙，他以｢不善為善之不直遂｣說明不善的產生。這指的是一切事物無不在性

39) 楊祖漢先生亦有此疑問。他說：｢若理是超越之所以然，必主宰氣，何以理可以不直遂，而有惡？此恐
怕是要深入討論者。｣他緊接著說，｢蘆沙於此肯定聖人有主於必然，以致其能然之功，此正是人道
所以能繼天立極，參贊化育處，但如此的肯定人事之力，則必須論及人有其自由，若肯定人之自
由，對於理主氣之義，又須作更深微的討論，此則蘆沙未能涉及。｣，認為蘆沙是肯定人具有能主動成
就天道人極之說的，亦即是，他應要論及｢人之自由｣。但若｢人具有自由｣之說成立，則要如何與｢理對
於氣具有絕對主宰｣之義相容，便應在作更進一步深微的討論了。楊祖漢：＜韓儒奇蘆沙對朱子學的理
解＞，頁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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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的主宰下而活動，故｢不善｣亦不應脫離性理之主宰而有，否則便會產生｢二根源｣之弊。但
在性理之主宰下，何以還是有｢不善｣產生呢？這是因為氣質在遵循著性理主宰而行時，還可
能受限於自身材質影響，而導致不能貫徹性理之命令。如以人之乘馬而喻，馬雖能聽從人之
命令而行，但馬仍可能隨時因著自身體質、性格等狀況，而使得在依循命令而行時有不能確
實貫徹之時，或可能在行走途中倒斃，又或可能發狂奔走，雖馬非特意地去干涉人之決定，
但仍產生了人之決定有不能直遂之果。對此，馬雖在貫徹此命令時出了差池，而最終導致人
之命令有不能完整展示者，但人的命令仍是沒有絲毫減弱。
另外，在康德，則區分了人有｢動物性之才能（本能）｣、｢人情性之才能｣，以及｢人格
性之才能｣三者來說明人之善與惡是共處的。｢動物性之才能｣指的是，人生來具有求生存、
繁衍子嗣之本能，或與他人合作之本能，因著此一本能，人類這一族類得以綿延不斷。但同
時的，因為這一求生存的本能欲望，人類可能變得饕餮無度，或為了延續種族而變得肉欲淫
亂，或與他⼈的關係變得粗暴無法；在｢人情性之才能｣則指的是，人生來具有去計算他人與
自己在努力上所得到的成就，而且恐懼他人因著努力而更優秀於我們的欲望。本來因著這一
機制，人類得以不斷發展，文化也能不斷向上進步。但在這一競爭下，人卻往往可能變得嫉
妒、惡毒，而甚至反而造成文化上的破壞；最後，｢人格性之才能｣，則指的是人具有選擇以
道德法則作為行為之格準的本能，但我們也常常因著此一可自由選擇的意志，而往往反而去
選擇以感性欲望作為行為之格準。康德透過這三種才能的說明，表示惡並非獨立於善而另有
根源，而往往是與善共處的。在說明惡之概念時，還必以善之概念為前提才得以論述。此意
實亦同於蘆沙｢不善為善之不直遂｣義。
然而，若再進一步思考，則可見蘆沙所言之｢不善是善之不直遂｣，實應只屬於康德所
言的｢動物性之才能｣及｢人情性之才能｣義，而可能不具有第三種的｢人格性之才能｣。這是因
為，當蘆沙論氣稟材性為善之所以有不直遂之因時，他著重於從｢自然因果的、被動的、消
極的｣角度來說明，而這將導致｢人可以不必負責這一不直遂之結果｣之結論。如前人乘馬之
譬，馬之所以不能直貫人之命令，並非是馬自由選擇地去選擇不遵從人的命令，而只是被動
地受身體材質限制，才發生了癲頗跌倒，或忽而發狂而奔等不可控制的狀況。這一結果由於
並非是馬主動選擇而導致的，故馬並不能為此一後果負責。就蘆沙此論而言，惡的產生不過
是在自然因果下的結果，氣質材質只是作為這一系列的其中一環，人在這之中並沒有選擇的
能力，只能不得不因著此因果關係，而不得不地產生不善的結果。此與康德所言的人之｢動
物性才能｣與｢人情性才能｣似是相似的，對康德而言，人之求生存、延續種族、與他人合
作，或競爭向上等皆是人生而即有的表現，而且皆是在善一意義下之行為，只當此一行為沒
有被順當地表現時，才有｢饕餮無度、肉欲淫亂、粗暴無法，或文化上的破壞｣之種種不善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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產生，但此種種不善也不過是本能欲望在表現時出了差池，是被動地發生之後果，人在這兩
種才能之下並無作選擇的自由。
然而，實際上，康德主張真正邪惡的根源，應從蘆沙理論中可能缺發說明的第三種｢人
格性之才能｣來說。因為，此一才能指的是，人生而有去選擇逆反道德秩序之決意。在康
德，前二者嚴格而言，只能算是｢生物學上的惡｣，而不能算是｢道德上的惡｣，只當人們具有
能依著理性以道德法則作為行動之準則時，卻又放棄理性給出的立法，選擇接受感性誘惑，
將滿足感性欲望作為行動之格準，才是真正的道德上之惡。這一說明可能正是蘆沙理論中極
少論及的部分。在康德，他從三種層次來說明人在｢人格性之才能｣下所可能產生的惡的原
因。一為人之脆弱性，這指的是人在選擇應依著理性給出的道德法則而行，或順從感性衝動
而行時，後者的力量實是更大、更容易被選擇為一行動之格言。二為人之不純粹性，這指的
是人往往雖意欲遵從道德法則而行，但也常說服自己｢得點好處未嘗不可｣，而使得一行動已
非單只以道德法則即為充足動力。這一因著理念之差，而加入其它動力來促成一行動，便不
足以被稱為是｢道德行動｣，而至多只能被稱為是一｢合法性｣的行動。在這二種人生而固有的
性癖之下，將促使人更容易選擇去逆反道德法則與感性欲望之動力順序，即康德說的第三種
的｢人心之邪惡性｣，亦即是他最嚴格批判的｢愎執之心｣。愎執之心被康德形容為是｢心靈的
敗壞｣，因為人們往往在受感性欲望影響而選擇逆反道德秩序的同時，卻又說服自己滿足一
點感性欲望亦未嘗不可。這一忽視一道德行為實際上只能以道德法則自己作為其充足動力，
而只求行為結果上看起來還是符合一道德行為即可的心態，即是康德所言的人心的邪惡性。
甚至，他批判人們往往假藉道德之名，而包裝著滿足自大、貪婪等欲望，並以為這一結果只
要仍與善之行動的結果相符，就沒有不妥。漸漸地，人們便只注重一行為之結果是否合法，
而不問此一行動之格準的問題，並以為此無任何不當。此即為康德所言｢心靈的敗壞｣義，亦
是｢根本惡｣之確義。
關於康德主張的｢人心之邪惡性｣義，確實少見於蘆沙的理論系統中。相較於康德之正
視人有不足處，蘆沙更強調在道德法則的貫徹下，人之行動實際上即是性理之具體表現。人
只應順著本具的性理而行動，即可自然表現為善。故基本上，比起人之可能受氣性材質影響
而有善之不直遂的狀態，他更強調人之行動的主宰性。他說：
在天曰太極陰陽，在人曰心性，此物事之外便無他物事，故曰即太極即陰陽者此也。若
就其中分別天人而言之，則在人之心性猶在天之太極陰陽。⋯⋯太極生兩儀是混同說，混
同說則造化本原在理，故歸重於理，而曰太極生兩儀。心統性情是人身上說，自人身而
言，而動作運用為主，故歸重於心，而曰心統性情。蓋理本無二致，而立言各有地頭，務
先通大義，則頭頭玲瓏若隨語生解，則節節礙掣無有了其矣。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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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段是蘆沙要表示｢太極與陰陽｣之關係，或｢性與心｣之關係都是｢無二｣的。之所以可以是
｢無二｣，必須順著前文論｢理之妙運｣來理解。從陰陽之化或天地萬物之生而言，由於一切事
物之變化無不是太極妙運之表現，故言｢太極之理｣即馬上關聯至陰陽之氣的變化，而言陰陽
之氣的流行即馬上知此即是太極之具體作用；若從心之作用的角度而言，則可說心所表現之
一切道德活動，實際上即是性理之妙用下的具體表現，而言即性理之妙運，則又不得不從心
的具體活動中來體悟。故說｢太極與陰陽｣及｢性與心｣的關係皆是｢無二｣的。41)
這種從太極妙運的角度觀陰陽或萬物之生化，以及從性理的作用觀心之活動，進而說
｢即太極即陰陽｣及｢心理無二｣，是建基於理對於一切具有絕對主宰力之理論，所自然發展出
的說法。只是，既然｢性與心｣無二致，並且從｢性理之作用｣一角度而說｢性與心無二致｣，更
能充分展示一切活動無不是在性理之主宰作用下而有，則何以還會有｢心｣統性情之說，從
｢心｣來表示統攝主宰義一說法呢？對此，蘆沙指出這只是由於所要論述之範圍不同的關係。
若是從天地的角度而言，便會著重於說明天地如何生化，以及萬物之生之本源處。故在此一
宇宙論的說明中，便會強調｢理｣或｢太極｣的作用；但若從人的角度而言，則應重在說明人之
如何實踐、如何應對世界，這種以道德實踐為主的論述，故從｢心｣的角度來詮釋才能說明得
更清楚。由此而有心統性情、以｢心｣作主宰的說法。不過，蘆沙也指出，實際上，只要能通
澈道理，了解在天與在人二處之所以有不同的立論，不是因為義理上的差異，而是由於論述
對象的差異，那麼無論是歸理而論，或歸心而論，在緊扣｢心理無二致｣之義而言，則歸太極
而論亦能是歸陰陽，歸心而論亦即是歸於性理的。
基於以上蘆沙對於心的說明，可以很清楚地看出他對於人心的描述，更是從正面的、
積極的角度詮釋，在強調心只能在不得不遵從性理下活動才能存在之義，可說他是主張：心
的活動實際上亦即是理之主宰的具體表現。這一肯定心的正面作用、心具能主宰一切事物之
說法，確與康德對於人心有愎執性之論述有很大的差異。不僅如此，蘆沙對於心的描述，亦
是著重於它與性理之作用無二之義，並且如他一貫所主張的，一切皆是在此一主宰下活動。
所以，如康德所論的，因著｢自由意志｣之基礎而有的根本惡問題，在蘆沙理論中也就很難被
看到。也因此，在蘆沙理論中，人之｢咎責性｣一問題，確實也是很難被說明的。
40) 奇蘆沙：＜答羅致文＞≪蘆沙集≫卷十，≪韓國文集叢刊310≫，頁237b-c。
41) 關於此義，亦可見於其＜猥筆＞：｢氣之順理而發者，氣發卽理發也。循理而行者，氣行卽理行也。理
非有造作自蠢動，其發其行，明是氣爲，而謂之理發理行何歟？氣之發與行，實受命於理。命者爲主
而受命爲僕，僕任其勞而主居其功。天之經，地之義，是以言逝者如斯時，直言逝者，未嘗言乘氣如
斯；言乾道變化時，直言乾道，未嘗言乘氣變化；言太極生兩儀時亦然，言誠者物之終始時亦然。｣簡
言之，蘆沙認為，氣之流行變化，無不是受命於性理而表現的。因此，在這一｢氣之全幅流行無不充塞
理之主宰運用｣義下，｢氣之流行｣不只可被視為是涵攝於｢理之流行｣之義，實際上更可說是無異於｢理
之流行｣了。（奇正鎮：＜猥筆＞≪蘆沙先生文集≫，卷十六，≪韓國文集叢刊310≫，頁371c-37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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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結論
蘆沙以｢善之不直遂｣說明｢不善｣，確實能很大程度地排除了氣質對於性理的影響，維
持性理作為最根據者的地位。因為，在這一說法下，氣只能作為一被動者而存在，而只是以
不得不遵從性理之主宰的方式存在。因此，即使氣質受限於自身材質，在遵循性理主宰而活
動時，發生了不能順遂地貫徹此一主宰之時，它也不是主動地去影響一行為應如何進行，而
只是被動地、不得不地按照自然因果關係而得到這一結果。對蘆沙而言，感性的氣質作用在
一道德行動中是不具有任何力量的，若具有力量而能影響一行動之方向，便表示氣質具有與
性理相抗衡之力量，而動搖了性理作為最高主宰者之地位。故此說確能相當程度上地對｢不
善｣給出說明，同時又維持了性理的主宰地位。
無獨有偶，康德對於道德法則的重視也是眾所皆知的。因此，藉助康德對道德法則的
說明，應是有助於蘆沙對理的說明。在康德對於道德法則的說明中，其中有兩項特性十分重
要。一為其先驗性，另一是它是作為一｢最高動力者｣而存在的。這指的是，道德法則是普遍
的、不為我們在經驗世界中所能認知者，而只能透過理性來進一步肯定之，並瞭解到它是作
為一切行動的最終根據以及最高動力之存有。這一對道德法則的說明，似亦與蘆沙對性理的
說明是相符合的。即，在蘆沙，他也十分強調我們只能從具體事物的｢不得不以此方式流行
變化｣中，來把握性理的主宰義。故性理並不能為我們在經驗中所能直接把握的，這與康德
言道德法則具普遍性、先驗性，是相似的。此外，蘆沙也強調，當我們對一切事物何以只能
以此方式流行、而不以其他方式流行有所了解時，將同時也會承認一切事物之上還有一絕對
主宰者存在、而使得一切事物是以｢不得不然｣的方式存在。即性理是作為｢最終根據或最高
動力｣而存在之義。
只是，依此而論，由於一切事物皆無不在性理（或道德之理）的主宰下活動，則人之
｢咎責性｣一問題，應如何解決呢？即，人是否便不必為自己的行為負責？如此一來，則人還
需要作道德修養的 工夫嗎？
對此，康德還進一步說明，道德法則雖作為人之行動的最高動力者，但因著人們還生
而具有能自由選擇之決意，故人能夠去逆反道德秩序，使得道德法則雖作為最高動力者存
在，但我們卻可選擇以感性欲望作為一行動的格準。此外，他也指出，人生而有偏向於去選
擇以感性欲望作為行動之格準一傾向，即人是｢性癖於惡｣的。但即便如此，我們仍能透過實
踐理性對道德法則的認知，依著理性所認識的道德法則而行動。因此，如一行為者選擇讓自
己順著此性癖而行動，則他是必須為自己的此一行動負責的。只是關於此一部份的說明，確
實是較少見於蘆沙理論中的。在蘆沙理論中，他更強調的是性理對於一切事物的絕對支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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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為避免影響性理的主宰性地位，他極力撇除氣質在一理論系統中的地位，不允許氣質有
絲毫的影響性。這固然能將性理的意義推向更高的層次，但不可忽視的是，這確實也相對地
導致了｢不善｣的說明應如何安置，以及人之歸咎性等問題。
但儘管如此，這並不妨礙他作為朝鮮後期重要大儒之地位。蘆沙作為退溪學派之重要
儒者，透過他的主理論述，實能對我們在退溪學派｢理發｣說的理解上有很大的助益。不僅如
此，透過蘆沙對性理主宰義的理解，來思考朱子｢道德之理｣的意涵，再對照當代新儒學的朱
子學研究成果，確有更多值得再思考、探究之處，不管是對於當代新儒學的推進，或是朱子
學研究的發展，必然將會有很大幫助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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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논문은 명대 양명후학의 대표인물을 왕기(王畿, 號 龍溪，1498-1583), 섭표(聶豹, 號 雙江,
1487-1563), 구양덕(歐陽德, 號 南野, 1496-1554)의 세 인물로 설정하고, 이들의 공부론 상에서의
개념어 운용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오카다 다케히코(岡田武彥)의 3파분류법에 의하면 양명후학
은 현성파(現成派), 귀적파(歸寂派), 수증파(修證派)로 분류되며, 위에서 언급한 세 인물은 각 학
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인물로 평가된다.1)
양명후학의 양명학 이해는 한 가지로 통일되지 않았고, 저마다의 특색 있는 학파로 발전하였다
고 보는 것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왕기, 섭표, 구양덕 3인을 대표로 하면, 이 중 왕기와 섭표의
이론적 특색은 대립점에 서 있고, 구양덕의 이론은 비교적 양자의 이론을 절충하는 양상으로 귀결
된다. 왕기는 ‘현성양지(見成良知)’를 강조하며 양지는 모든 사람이 자연히 갖춘 본체로서 ‘무공부
(無工夫)’의 치지가 곧 격물임을 주장하는 데 이르는 반면, 섭표의 귀적설(歸寂說)은 미발 본체에
대한 강한 신뢰와 추구를 전제로 한 이론을 전개하여 중요한 것은 적으로써 치지하는 것이며, 이미
발한 ‘의념’에서의 공부는 필요 없다는 관점에서 ‘격물무공부(格物無工夫)’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한편 구양덕은 통상 왕기와 섭표의 극단의 성격을 절충해놓은 이론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체용론
으로 보자면 왕기와 같이 즉체즉용적 성격으로 왕수인의 이론을 이해하는 반면, 왕기의 극단으로
치달은 것을 경계하는 성격을 보인다. 이렇듯 동일한 양명학의 이론에 대한 양명후학 3인의 이해
는 저마다의 분명한 특징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양명후학의 분파 현상의 근저에는 필자가 기왕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체용일원(體用一源)’이라는 보편명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깔려있다고 본
다.2) 여기에서 필자는 양명후학은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체용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
문에 각기 다른 이론을 구성하였다고 본다. 이렇듯 양명후학이 서로 다른 체용 이해를 기반으로 하
여 구체 공부론상에서 각기 다른 이론을 발전시켜나간 것은 필연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기본 입장
이다. 본문은 바로 체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공부론 상에서, 구체적으로 ‘격물’이
라는 개념 이해에 있어 왕기, 섭표, 구양덕 3인을 중심으로 한 양명후학의 이해가 어떠한 특징을

1) 양명후학의 구분 방식으로는 전통적으로 명유학안의 지역별 구분법이 널리 차용되었다. 이후 지원푸(嵇文
甫, 1895～1963)의 좌파와 우파로 나누는 시각, 오카다 다케히코(岡田武彥)의 현성파, 귀적파, 수증파의 3파로
나누는 시각이 널리 알려졌고, 최근에는 치엔밍(錢明)의 현성론(見成論)과 공부론(功夫論)의 양대 계통과 현
성론에 속하는 허무파(虛無派)와 일용파(日用派), 공부론에 속하는 주경파(主敬派), 주정파(主靜派), 주사파
(主事派)의 5개 유파로 나누는 시각이 학계에 보고되었다. 본문은 이 중 오카다 다케히코의 3파 구분법을 차용
한다.
2) 박현정, ｢양명후학 섭표 歸寂說의 體用一源 연구｣, 양명학 제49집, 2018. 박현정은 본문에서 이를 ‘체용일
원(體用一源)의 다함의성(多含義性)’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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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지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양명후학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비교적 몇몇의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
면 비교적 잘 알려진 후학에 대해서는 왕기(王畿)와 전서산(錢德洪, 號 緒山, 1496-1574), 이외에
는 섭표(聶豹) 및 왕간(王艮, 號 心齋, 1483-1540)이나 이지(李贄, 號 卓吾, 1527-1602)등 태주학파
(泰州學派)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3)4) 또한 본문의 연구 주제와 비교적 강한 연관성을 가진 연
구논문으로는 이상훈의 논문을 들 수 있다.5) 이상훈은 ｢陽明後學의 陽明學적 普遍性과 特殊性｣
(2011)에서 “후학들의 다양한 논점과 견해들은 왕양명의 양지학 속에 내포되어 있는 기본적인 틀
(보편성)의 범위 내에서 각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양명학적인 보편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양명 후
학들의 양명학에 대한 이해는 왕양명 양지학에 대한 변용으로도 이해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일종
의 특수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양명후학에 있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
적한다.6) 또한 ｢陽明後學의 致知格物 含義｣(2013)는 “致知格物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 속에서 치지와 격물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독창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7)며 양명후학
의 치지격물 이해가 상이했음을 밝히고 이들의 치지격물에 대해 분석한 글로, 논문의 기본 문제의
식상 본문과 매우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이상훈의 논문은 후학의 구분방법으로 명유학안(明儒學案)의 분파 구
분 방식을 따랐다는 점에서 본문의 후학 구분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이상훈은 후학의 격물관
해석에 있어 왕기와 전덕홍을 대표로 하는 ‘절중학파(浙中學派)’, 왕간과 왕동(王棟，號 一庵，
1509-1581) 중심의 ‘태주학파(泰州學派)’, 섭표와 나홍선(羅洪先，號 念蓭，1504-1564)를 중심으
로 ‘강우학파(江右學派)’로 구분하는 것을 논의의 기초로 한다. 또한 본문은 체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 양상을 바탕으로 격물의 구체적인 공부론상에서의 인식도 달라졌다고 보는 반면, 이상훈의
연구에서는 양명학의 양지 이해를 양명후학의 보편성으로, 각자의 상이한 공부법에 대한 이해를
특수성으로 보는 한편(2011), 양지심체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결국 각 학파의 치지격물에 대한 이

3) 왕용계 관련 저서로는 선병삼, 양명학의 새로운 발견(왕용계 철학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이 있고,
전덕홍 관련 저서로는 김세정, 양명학파 전덕홍의 양지철학,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이 있다. 양명후학
관련 논문으로는 대표적으로 김세정, 서강휘, 선병삼, 임홍태, 이상훈, 정인재, 홍성민, 황갑연 등의 논문을 살
펴볼 수 있다.
4) 여기에서 ‘태주학파(泰州學派)’라고 지칭한 것은 전통적으로 국내의 연구가 명유학안(明儒學案)의 학파 구
분방식을 주로 차용하였기 때문이다.
5) 이상훈의 다음의 두 논문은 본문의 문제의식과 상당부분 관련이 깊다. 陽明後學의 陽明學적 普遍性과 特
殊性｣, 대동철학 제57집, 2011., ｢陽明後學의 致知格物 含義｣, 동양철학연구 제74집, 2013.
6) 이상훈, ｢陽明後學의 陽明學적 普遍性과 特殊性｣, 대동철학 제57집, 2011, 153-156쪽.
7) ｢陽明後學의 致知格物 含義｣, 동양철학연구 제74집, 2013,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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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2013). 따라서 본문의 연구는 기왕의 이상훈의 연구와 학파 구
분의 측면과 체용관의 차이를 기반으로 한 공부론의 분석이라는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통상 양명후학은 자신들의 모든 양명학적 근거를 왕수인의 언급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개념적
원용뿐 아니라 전습록(傳習錄)의 특정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양명학 이해를 설명하곤 한다.
또한 상대방이 양명학 개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할 때에도 역시 왕수인의 특정 개념
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여 잘못을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이들이 ‘양명후학’으로 통칭되는 까닭은 공
통적으로 왕수인의 이론을 계승하였다 자임하며 왕수인의 용어로써 자신의 양명학 이해를 전개하
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동일한 왕수인의 개념과 발언을 기초로 하면서도 이들의
양명학 이해는 분명히 상이한 노선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기의 근본 원인
은 어디에 근원하는가? 양명후학의 각 분파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의 이해에서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가? 본문은 이러한 분기의 근본 원인을 체용관의 차이로, 이러한 차이점을 가장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점으로 넓게는 양명후학의 분파 양상의 시발점을 왕수인의 개념어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운용에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좁게는 특히 ‘격물’을 중심으로 한 공부론
상에서의 개념어 운용 양상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양명학 이해의 특징과 상호간의 이견
이 발생한 지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 분석의 대상은 양명학 공부론의 대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격물(格物)’로 설정하고,
격물이 가지는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과의 관련성까지를 포함한다. 왕기는 심
(心), 의(意), 지(知), 물(物)이 모두 무선무악하다는 기본 인식 위에 양지는 그 자체로 완전한 현성
양지(見成良知)이므로 격물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양지가 사욕에 가려
진 때에는 양지를 바로잡는 격물공부가 치지의 실제적 착수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구양덕에 있어
서 치지와 격물은 즉체즉용적 성격에서 둘이자 하나이지만 격물의 실천을 강조한다. 치지와 격물
이 통일적인 구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부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양
지의 스스로 속임이 없고(無自欺)하고 항상 스스로 만족하는(恆自慊) 성격은 치지와 격물에서 동
일하게 나타나지만, 이미 발현된 의식상에서 착수하는 공부의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
면, 섭표는 격물은 공부삼을 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치지 그 자체의 공부라고 보기
때문에 적으로 돌아가(歸寂) 적체(寂體)를 구하는 본체공부를 중시한다. 이렇듯 양명후학의 공부
론에 있어 격물의 의미는 그 중점을 달리하고 있으며, 본문은 격물을 중심으로 한 양명후학의 개념
어 인식 및 운용의 차이가 그들의 양명학 이해의 차이를 구체화시킨다고 본다.
본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먼저 양명후학의 바탕이 되는 왕수인의 격물에 대해 살펴본 후 왕
기, 섭표, 구양덕 3인의 격물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후학들이 입론 근거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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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왕수인의 격물이 가진 함의를 살펴보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가늠해 본다. 또한 양
명후학 3인의 격물 이해가 각자 어떠한 방식으로 상이하게 전개되었는지를 문집에서의 언급을 바
탕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양명후학의 공부론이 어떠한 성격으로 전개되었는
지를 밝히는 단초이자 ‘양명후학의 개념어 운용 차이 분석’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Ⅱ. 왕수인의 격물관(格物觀) 분석
기본적으로 왕수인은 주희의 격물을 부정하고 심즉리(心即理)에 기반한 격물을 주장한다. 주희
의 격물이 외재하는 객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궁리(窮理)의 과정을 의미한다면, 왕수인은 심
즉리의 기반 위에 심 밖에는 어떠한 이치도 없고(心外無理), 심 외에는 어떠한 물도 없다(心外無
物)는 기본 입장을 가진다. 왕수인에게 있어 격물은 마음의 올바르지 않은 상태를 바로잡아 올바
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는 이러한 격물의 이해에서 일찍이 주자학의 즉물궁리(即物窮理)
를 ‘밖에 힘쓰고 안을 버리는 것(務外而遺內者)’이라 비판하며,8) 자신이 말하는 격물치지는 중점
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닌 양지에 있다고 말한다.9)
그는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마음의 의념을 바로잡는 것을 격물로 본다. 따라서 왕수인의
격물은 마음속에 있는 이치가 현실에서도 역시 어그러짐 없이 바로잡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왕수인에게 있어서는 이 격물이 곧 치지(致知)이자 성의(誠意)이며 정심(正心)
이 되는 통일적인 구도를 이룬다. 그래서 그는 그의 최후저작인 대학문(大學問)에서 격물, 치지,
성의, 정심을 한 가지의 일(一事)로 언명한다.10) 또한 그의 이러한 이해는 나정암(羅整菴)에게 보
낸 편지에서도 자세히 나타난다.
리(理)는 하나일 뿐이다. 그 리가 응취한 것으로써 말하면 성(性)이라 하고, 그 응취의 주
재로써 말하면 심(心)이라 하고, 그 주재의 발동으로써 말하면 의(意)라 하고, 그 발동의 명
각(明覺)으로서 말하면 지(知)라 하고, 그 명각이 감응하는 것으로써 말하면 물(物)이라 한
다. 그러므로 물에 대해 말하면 격(格)이라 말하고, 지에 대해 말하면 치(致)라고 말하고, 의
에 대해 말하면 성(誠)이라 말하고, 심에 대해 말하면 정(正)이라 말한다. 정이란 이것을 바
르게 하는 것이며, 성이란 이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며, 치란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며, 격
이란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모두 이른바 ‘리를 궁구하여 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窮理
8) 王陽明全集 卷二，｢傳習錄中｣(제137조목)，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53쪽: 若謂卽物窮理, 如前
所云‘務外而遺內者’, 則有所不可耳.
9) 王陽明全集 卷二十六，｢大學問｣，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1070쪽: ‘致知’云者，非若後儒所
謂充廣其知識之謂也，致吾心之良知焉耳.
10) 王陽明全集 卷二十六，｢大學問｣，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1069쪽: 格致誠正修者，是其條理
所用之工夫，雖亦皆有其名，而其實只是一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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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盡性)’이다.11)

통상 주자학에서의 성(性)은 심(心)과 구분되는 것으로 심은 성과 정을 통섭한다(心統性情)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심과 동치될 수 없다. 그러나 왕수인에게 있어 리(理)
와 리가 응취한 성(性)은 마음(心)이 주재하는 것으로, 마음이 곧 리이며 성이 된다. 그리고 이 마
음의 발동의 측면에서는 다시 의념(意)이 되고, 발동에서의 가장 순수한 상태인 명각(明覺)은 양지
(知)가 되며, 이 명각이 감응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념이 바로 물(物)이 된다. 따라서 왕수인이 말하
는 물(物)은 주자학에서의 객관 사물의 의미를 완전히 탈각한 다분히 주관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여기에서 그는 다시 물(物)에 대한 격(格), 지(知)에 대한 치(致), 의(意)에 대한 성(誠), 심(心)에 대
한 정(正)이 모두 ‘리를 궁구하여 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窮理以盡性)’이라고 말한다.
결국, 왕수인은 마음의 이치가 바로 성이며, 이것을 드러내는 격물, 치지, 성의, 정심을 하나의
구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격물에 관한 왕수인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격물에 대한 논의는 성의로 발전되고 최종적으로 치지(치양지)로 귀결됨에 따라 그의
마지막 저작인 대학문은 그의 철학적 최후 견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왕수인 격물설의 최종 구도의 인식 아래 왕수인의 격물에 대한 초년의 기본 인식을 고찰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격(格)’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보통 ‘이르다(至)’이지만 여기에 내포된 실제
적 의미는 ‘바로잡다(正)’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격(格)’자의 뜻을 ‘지(至)’로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문조의 묘당에 이르렀다(格于
文祖),12) ‘묘족이 이르렀다(有苗來格)’13) 등은 ‘지(至)’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문조의 묘
당에 이르렀다”는 것은 반드시 (순임금의) 순수한 효심과 성실함 및 공경함이 사람과 귀신
사이에서 하나라도 그 리를 얻지 않은 것이 없어야 ‘이르렀다(格)’고 말한다. 또한 완고한
묘족은 실로 (우임금의) 문덕(文德)을 크게 펼쳐서 베푼 뒤에야 ‘이르게(格)’ 된 것이다. 그
런즉 또한 ‘정(正)’의 의미를 겸하고 있어, ‘지(至)’자로만은 그것을 다할 수 없다. “그 그릇
된 마음을 바르게 한다(格其非心)”, “대신이 임금의 마음의 그릇됨을 바로잡는다(大臣格君
心之非)”와 같은 종류는 한결같이 모두 그 바르지 않음을 바로잡아 바름으로 돌아가게 한다
는 뜻이니, ‘지(至)’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14)
11) 王陽明全集 卷三，｢傳習錄下｣(제174조목)，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86-87쪽: 理一而已. 以其
理之凝聚而言, 則謂之性; 以其凝聚之主宰而言, 則謂之心; 以其主宰之發動而言, 則謂之意; 以其發動之
明覺而言, 則謂之知; 以其明覺之感應而言, 則謂之物. 故就物而言謂之格; 就知而言謂之致; 就意而言謂
之誠; 就心而言謂之正: 正者, 正此也; 誠者, 誠此也; 致者, 致此也; 格者, 格此也. 皆所謂窮理以盡性也.
본문의 전습록(傳習錄) 조목 구분은 陳榮捷, 王陽明傳習錄詳注集評，重慶：重慶出版社，2017(1983
년 초판 인쇄)을 따른다.
12) 書經, ｢堯傳｣ 제14절. ‘堯임금 始祖의 文廟에 이르렀다’는 말
13) 書經, ｢大禹謨｣, 末節. ‘禹임금 시대의 異族인 苗族이 禹의 文德에 복종하여 이르렀다’는 뜻
14) 王陽明全集 卷二，｢傳習錄中｣(제137조목)，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54쪽: ‘格’字之義, 有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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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수인은 ‘격(格)’의 의미를 ‘바로잡다(正)’의 의미로 보고, 격물이란 마음의 올바르지 않음을 없
애고 다시 원래의 마음이 가진 본체의 올바름으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본다.
격물은 맹자의 ‘대인이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다’의 ‘격(格)’과 같으니, 이는 마음의
올바르지 않음을 없애 그 본체의 바름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15)
격은 바로잡는 것이다. 그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아, 올바름으로 돌이키는 것이다.16)

왕수인은 이러한 격물을 기본으로 삼아 치지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격물을 마음의 올바르
지 않은 상태를 바로잡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공부의 첫걸음으로 삼았다.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
는 위선거악(為善去惡)이 실질적으로 나의 양지를 사사물물에 미치게 하는 치지(致知)의 착수처
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왕수인에게 있어서의 공부의 중점은 격물에 있고, 치지로
나아가기 위한 우선적이고 현실적인 기본 단계로 인식된 것은 격물에 대한 그의 최종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그 양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또한 어찌 그림자만 있어 잡을 수 없고 공중에
매단 듯 실질이 없는 것을 일컫겠는가? 이는 반드시 그 일의 실질이 있다. 그러므로 치지는
반드시 격물에 달려 있다. 물(物)이란 일(事)이며, 무릇 의념의 발함은 반드시 그 일(事)이
있고, 의념이 있는 바의 일을 일컬어 물이라고 한다. 격이라는 것은 바로잡는다(正)는 것으
로, 그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음으로써 바름으로 돌이키는 것을 일컫는다. 바르지 않은 것
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악한 것을 제거함(去惡)을 말한다. 바름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為善)을 말한다. 이것을 격(格)이라고 한다.17)

격물이 공부의 완성을 위한 현실적인 착수처라는 표현은 전습록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18)
‘至’字訓者, 如‘格于文祖’, ‘有苗來格’, 是以‘至’訓者也. 然格于文祖, 必純孝誠敬, 幽明之間, 無一不得其
理, 而後謂之格. 有苗之頑, 實以文德誕敷, 而後格, 則亦兼有‘正’字之義在其間, 未可專以‘至’字盡之也.
如‘格其非心’, ‘大臣格君心之非’之類, 是則一皆正其不正以歸於正之義, 而不可以‘至’字爲訓矣.
15) 王陽明全集 卷一，｢傳習錄上｣(제7조목)，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7쪽: 格物，如≪孟子≫‘大
人格君心’之‘格’，是去其心之不正，以全其本體之正.
16) 王陽明全集 卷一，｢傳習錄上｣(제86조목)，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28쪽: 格者，正也. 正其不
正，以歸於正也.
17) 王陽明全集 卷二十六，｢大學問｣，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1071쪽: 然欲致其良知，亦豈影響
恍惚而懸空無實之謂乎？ 是必實有其事矣. 故致知必在於格物。物者，事也，凡意之所發必有其事，意
所在之事謂之物. 格者，正也，正其不正以歸於正之謂也. 正其不正者，去惡之謂也。歸於正者，為善
之謂也. 夫是之謂格.
18) 王陽明全集 卷二，｢傳習錄中｣(제174조목)，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86쪽: 格物者, 大學之實
下手處, 徹首徹尾, 自始學至聖人, 只此工夫而已.⋯⋯ 夫正心誠意致知格物, 皆所以修身, 而格物者, 其
所用力, 實可見之地. 王陽明全集 卷三，｢傳習錄下｣(제317조목)，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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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왕수인 공부론의 전반적인 구도는 통일된 구도이지만 공부의 구체적인 순서에 있어서
는 격물을 가장 우선적으로 위치시킨 것 같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치지하면 이미 격물을 한
것이라고도 하고, 양지의 실현이 치지이고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되는 것이 격물이라고 말하기도 한
다. 이러한 언설은 언뜻 격물은 공부의 실제적 착수처이자 입문처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공부를
위한 수단적 공부라는 느낌, 혹은 격물이란 치지가 이루어진 후의 효험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격물은 치지의 공부이다. 치지를 알았다면 이미 격물을 안 것이다. 만약 격물을 알지 못
했다면 치지의 공부도 아직 알지 못한 것이다.19)
내가 말하는 치지격물은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가 바로 이른바 천리이다. 내 마음의 양지의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
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고,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격물이다.20)

이러한 표현은 상술한 바와 같이 심(心), 의(意), 지(知), 물(物)은 하나의 물(一物)이고, 격(格),
치(致), 성(誠), 정(正)은 하나의 일(一事)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공부론상에서의
격물, 치지, 성의, 정심은 차등 없는 하나의 일이 된다.21) 격물이 곧 치지이고 치지하면 곧 격물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공부의 순서상에서도 역시 격물이 현실적인 착수처가 될 수 있다는 점
은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격물을 해야만 치지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 것 같다.
왕수인의 격물관은 초년의 정념(正念)의 의미에서 점차적으로 나의 양지가 모든 사물에 실현되
는 치지(致知)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되면서 위선거악의 현실 문제에서 초월적인 경계로 전개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더라도 왕수인은 격물이 성의와 어떻게 다른지, 격물과 치
지가 정확하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왕수
인의 이론은 일견 아리송하게만 느껴진다. 모든 것을 통일적 구도로 설명하였다가도 각각의 조목
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상정하여 초월적 경지와 현실에서의 실천 방면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도 같다. 바로 왕수인의 이러한 설명 방법은 후학들에게 있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
쪽: 誠意功夫, 實下手處在格物也.
19) 王陽明全集 卷二，｢傳習錄中｣(제148조목)，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67쪽: 格物是致知工夫，
知得致知，便已知得格物。若是未知格物，則是致知工夫亦未嘗知也.
20) 王陽明全集 卷二，｢傳習錄中｣(제135조목)，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51쪽: 若鄙人所謂致知格
物者, 致吾心之良知於事事物物也. 吾心之良知, 卽所謂天理也. 致吾心良知之天理於事事物物, 則事事物
物皆得其理矣. 致吾心之良知者, 致知也. 事事物物皆得其理者, 格物也.
21) 王陽明全集 卷二十六，｢大學問｣，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1069쪽: “蓋身、心、意、知、物
者，是其工夫所用之條理，雖亦各有其所，而其實只是一物. 格、致、誠、正、修者，是其條理所用之
工夫，雖亦皆有其名，而其實只是一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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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기게 된다. 대표적으로 왕기(王畿)와 전덕홍(錢德洪)의 사무설(四無說)과 사유설(四有說)은
왕수인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22)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왕수인은 모두를 긍정하며 상호보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근기가 뛰어난 상근자(利根之人)는
왕기의 해석을, 그 이하의 근기를 가진 사람들(其次)에게는 전덕홍의 해석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모두 인정하면서 결국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이다.23)
그렇기 때문에 후학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초월적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양지의 초월적이고
통일적인 색채를 강조하게 되고, 사욕과 악(惡)을 제거하여 양지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에 중점을
둔 사람은 실제적 공부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 양지의 초월적이고 통일적인 성격이 공부로써 도
달할 수 있는 경지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선험적인 경지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
며 저마다의 학파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후학들의 분기는 공부론에서 가장 적확하게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들의 공부론 이해의 첫 단추는 바로 격물에 있다. 다음 장은 대표
적 후학 3인의 격물에 대해 살펴보겠다.

Ⅲ. 양명후학 개념어 운용 양상 비교
물론 왕수인의 기본 구도에 입각하면 격물, 치지, 성의, 정심은 모두 하나의 일이므로 차등 없는
하나의 공부로 보아야 하지만, 후학들이 왕수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그 중점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술하였다시피 본문은 기본적으로 그 근원적 이유를 그들이 가진 체용
관(體用觀)의 차이에서 연원한다고 본다.24)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본장에서는 양명후학의
22) 왕수인의 심, 의, 지, 물에 대한 가르침을 사구교(四句教)라 한다. 사구교에 대한 왕기와 전덕홍의 이해는 왕
양명전집의 ｢전습록｣, ｢연보｣와 더불어 왕기집(王畿集)의 ｢천천증도기(天泉證道紀)｣에 수록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전습록의 기록을 인용한다. 王陽明全集 卷三，｢傳習錄下｣(제315조목)，上海：上海古籍出
版社，2011，133쪽: 汝中擧先生敎言曰: 無善無惡是心之體, 有善有惡是意之動, 知善知惡是良知, 爲善
去惡是格物. 德洪曰: 此意如何? 汝中曰: 此恐未是究竟話頭. 若說心體是無善無惡, 意亦是無善無惡的意,
知亦是無善無惡的知, 物是無善無惡的物矣. 若說意有善惡, 畢竟心體還有善惡在. 德洪曰: 心體是天命之
性, 原是無善無惡的. 但人有習心, 意念上見有善惡在, 格致誠正修, 此正是復那性體功夫. 若原無善惡,
功夫亦不消說矣.
23) 王陽明全集 卷三，｢傳習錄下｣(제315조목)，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133쪽: 二君之見, 正好相
資爲用, 不可各執一邊. 我這裏接人, 原有此二種. 利根之人, 直從本源上悟入. 人心本體, 原是明瑩無滯
的, 原是箇未發之中. 利根之人, 一悟本體, 卽是功夫, 人己內外, 一齊俱透了. 其次不免有習心在, 本體受
蔽, 故且敎在意念上實落爲善去惡. 功夫熟後, 渣滓去得盡時, 本體亦明盡了. 汝中之見, 是我這裏接利根
人的; 德洪之見, 是我這裏爲其次立法的. 二君相取爲用, 則中人上下, 皆可引入於道. 若各執一邊, 眼前
便有失人, 便於道體各有未盡.
24) 왕기, 섭표, 구양덕 3인의 체용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왕기와 구양덕은 왕수인의 ‘작용으로
써 본체를 구한다(因用求體)’와 ‘즉체즉용(即體即用)’을 강조하여 본체가 곧 작용이고, 작용이 곧 본체라는 측
면에서 양지를 이해한다. 즉, 양지의 본체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은 동일한 본체의 서로 다른 측면(一體兩面)이
라고 본다. 반면, 섭표는 ‘체가 서면 용은 저절로 생긴다(體立而用自生)’와 ‘본체를 세워 이로써 그 작용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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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3인의 공부론 인식의 출발점인 격물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들의 격물 이해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현성파의 왕기는 이러한 왕수인의 일사
일물(一事一物)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만의 현성양지론(見成良知論)을 제창하는 한편,
귀적파의 섭표는 ‘가장 근원적인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격물은 결국 치지공부
(본체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효험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수증파의 구양덕
은 현실에서 양지를 실현함에 있어 위선거악하는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고, 격물
을 공부의 실제 착수처로 보았다.
이렇게만 봐도 후학들의 격물 이해는 분명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실제로 격물치지의
공부론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양명학 이해의 쟁점에 관하여 왕기와 섭표, 섭표와 구양덕은 각각 논
변을 진행한 바 있다.25) 본 장에서는 이들의 논쟁에서의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 그들의 격물 이해
의 차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1. 왕기와 섭표의 격물(格物) 논쟁
왕기는 왕수인의 고제(高第)로, 왕수인 사후 전덕홍과 더불어 왕문(王門)의 스승 역할을 할 만
큼 대표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섭표는 왕수인 생전 왕수인을 한 번 본 적 있지만 직접적
인 가르침을 받지는 못한 사숙(私淑) 제자였는데, 왕수인 사후 왕기와 전덕홍의 인득을 받아 왕문
으로 인정받았다.26) 후학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왕기와 섭표는 양명학 이해에 있어 상반된 경향성
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이론적 특징을 체용의 틀로 살펴보면 왕기는
양지 그 자체의 온전한 능력을 신뢰하여 양지의 활동성과 양지 본체가 동일함을 주장하는 반면, 섭
표는 양지의 작용보다 양지의 본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귀적설(歸寂說)을 주장하기에 이른
다. 두 사람의 차이는 왕수인의 공부론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극명하게 나타난다. 왕기는 양
지는 현재 그 자체로 온전하며 이 온전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공부라고 보는 반면, 섭표
달한다(立體以達其用)’를 중심으로 본체 중심의 체용구도를 확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체용관의 차이
는 ‘체와 용은 하나의 근원’이라는 ‘체용일원’이라는 보편명제가 ‘어떻게 하나의 근원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서
로 다른 이해에 근원한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은 박현정, ｢양명후학 섭표 歸寂說의 體用一源 연
구｣, 양명학 제49집, 2018 참조.
25) 본문의 후학 관련 원문은 기본적으로 陽明後學叢書，北京：鳳凰出版社，2007을 인용한다. 왕기와 섭표
의 논변은 王畿集 卷六，｢致知議略｣⋅｢致知議辯｣과 聶豹集 卷四，｢答王龍溪｣⋅｢答王龍溪｣에서,
섭표와 구양덕의 논변은 聶豹集 卷八，｢大歐陽南野太史三首｣와 歐陽德集 卷一，｢寄聶雙江(三)｣과
卷五，｢答聶雙江(二)｣에서 보인다. 기본적으로 왕기의 언설은 王畿集을, 섭표의 언설은 聶豹集을, 구
양덕의 언설은 歐陽德集을 인용하고 같은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기술은 병기한다.
26) 王陽明全集 卷三十五，｢年譜三｣，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1438쪽: 按，豹初见称晚生，后六
年出守苏州，先生已违世四年矣。见德洪、王畿曰：“吾学诚得诸先生，尚冀再见称贽，今不及矣。兹
以二君为证，具香案拜先生。”遂称门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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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지의 본체만이 진실된 양지이기 때문에 이 본체를 향한 직접적인 ‘본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왕기는 격물을 치지의 실하수처(實下手處)이자 치지 그 자체로 보는 반면, 섭표는 격
물은 치지라는 본체의 공부가 바로서면 저절로 완성되는 부차적인 공부로 보았다. 왕기는 섭표의
격물에 대해 ｢答聶雙江｣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른바 치지가 격물에 있다는 것은 격물이 바로 치지의 실제적으로 힘을 쓸 곳이고, 안
과 밖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한다. 만약 공부는 단지 치지라고만 하고, 격물은 공부
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유폐는 물을 끊어버리는(絕物) 것에 이르니 곧 선가와 불가의 학
이다. (반면) 다만 치지가 격물에 있다는 것만 알고, 격물이 바로 그 미발의 양지를 실현한
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유폐는 물을 좇는 것(逐物)에 이르니 지리한 학문이 된다. 쟁
점이 되는 것은 아주 작은 티끌과 같으나 천리의 차이가 실로 여기에서 시작되니 살피지 않
을 수 없다.27)

왕기는 ‘치지만을 중시하고 격물은 공부삼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물을 끊어버리는(絕
物)” 도가와 불가의 학문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한 더 나아가 ‘치지가 격물에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둘을 구분하여 보기만 하고, 격물이 곧 치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물을 좇는것(逐物)”이라
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왕기는 치지와 격물은 하나의 공부이고 이 둘 중 치지만을 중시하거나 격
물이 치지로 가기 위한 방편 내지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격물을 이해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즉, 왕기가 보기에 섭표의 격물은 치지를 근간으로 한 부차적인 공부에 불과한데, 이것은 내외를
구분한 우를 범한 것이라고 보았다. 흔히 후학들 사이에서 왕수인의 종지(宗旨)를 잘 나타내는 표
현으로 양지에 대한 ‘무전후(無前後), 무선후(無先後)’, ‘무내외(無內外)’, ‘무동정(無動靜)’를 들
수 있다. 이는 왕수인의 이론 구조가 구분을 주로 하지 않고 원융(圓融)한 경지를 추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왕기는 우선 섭표의 격물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러한 양명학의 기본
공식을 따르지 않고 안팎을 구분하여 치지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양지는 곧 미발의 중(中)이고, 발이중절의 화(和)로, 이는 성인들의 깨달음의 제1의(第一
義)니 이른바 전후내외가 없는 혼연일체의 것이다. 만약 양지의 전에 별도로 미발을 구한다
고 하면 불가의 침공의 학이 되고, 양지의 밖에 별도로 이발이 있다고 하면 세간의 유자들
의 의식의 학이 된다. 혹 감으로 적에 돌아가거나, 혹 적으로 감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받은
병이 비록 같지는 않으나 그 양지의 종지를 얻지 못함에 있어서는 하나일 따름이다.28)
27) 王畿集，卷六，｢答聶雙江｣，北京：鳳凰出版社，2007, 199쪽：所謂致知在格物，格物正是致知實用
力之地，不可以內外分者也。若謂工夫只是致知，而謂格物無工夫，其流之弊，便至於絕物，便是仙
佛之學。徒知致知在格物，而不悟格物正是致其未發之知，其流之弊，便至於逐物，便是支離之學。
爭若毫釐，然千里之謬，實始於此，不可不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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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는 양지는 무선후내외, 혼연일체인데 이를 구분하는 태도는 왕수인의 종지가 아니라고 비판
한다. 이는 적과 감을 둘로 나누고 귀적을 주장하는 섭표의 귀적설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섭
표는 심체의 전체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실로 무선후내외의 혼연일체의 것이지만 양지를 실현하는
실제 공부에 있어서는 경중의 구분이 없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즉, 공부에 있어서도 내외, 선후를
나누지 않는 것은 마치 “한밤중에 물고기 새끼를 먹음에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夜半喫魚兒，
無頭無尾)”29) 분별없는 것임을 지적한다.
“아직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먼저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응했다고 하여 나중된 것이 아니
다”는 본래 심체를 말한 것인데 그대는 이를 공부로 여겨 말한다.30)
적(寂)은 성의 체이고, 천지의 뿌리인데 “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연 밖에 있는가? 감
정의 용은 형기의 자취인데 “밖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연 안에 있는가? ⋯⋯ 내가 일찍이
비유하기를 마음은 병기의 총포와 같고, 소리가 나는 격사는 발(發)이고, 도화선의 불은 감
(感)이고, 화약의 온축됨은 미발의 적(寂)이라고 하였다. 지금 다만 격사의 이로움이 족히 위
협하고 흩어지게 할 수 있음만 알고, 그 화약을 갖추는 데에 일삼는 것을 잊는다면 총은 아
무 소용없는 기구가 될 것이니, 다시금 소리가 들리겠는가? ⋯⋯ 이는(무선후, 무내외) 모두
전체적인 것으로 공부를 말한 것이니, 백척일관의 나무 심음을 논함에 지엽의 풍성함에 근
원하지 않는 것은 근본이 성대하기 때문이고, 근본이 성대한 것은 물주고 북돋는 것이 쌓였
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내외선후의 설이다.31)

28) 王畿集 卷六，｢致知議略｣, 北京：鳳凰出版社，2007，130쪽: 良知即是未發之中，即是發而中節之
和，此是千聖斬關第一義，所謂無前後內外而渾然一體者也。若良知之前別求未發，即是二乘沉空之
學；良知之外別有已發，即是世儒依識之學。或攝感以歸寂，或緣寂以起感，受症雖若不同，其為未
得良知之宗，則一而已。
聶豹集 卷十一，｢答王龍溪｣（致知議略）, 北京：鳳凰出版社，2007，375쪽: 良知即是未發之中，
即是發而中節之和。未應非先，已應非後。即寂而感行焉，寂非內也；即感而寂存焉，感非外也。此
是千聖斬關第一義，所謂無前後內外而渾然一體者也。若謂良知之前別求未發，即是二乘沉空之學；
良知之外別有已發，即是世儒依識之學。或攝感以歸寂，或緣寂以起感，受病雖不同，其為未得良知
之旨，則一而已。
29) 聶豹集 卷十一，｢答王龍溪｣, 北京：鳳凰出版社，2007，390쪽: 性無內外，姑未深辯，但前既以寂為
未發之中，先天之學，夫未發對發言，先對後言，寂對感言，體對用言，卻又謂之無內外，無先後，
不幾於自食其言乎？妄意尊見，諺謂“夜半喫魚兒，無頭無尾”。
30) 聶豹集 卷十一，｢答王龍溪｣, 北京：鳳凰出版社，2007，390쪽: “未應非先，已應非後”，本是言心
體，尊兄必以為說工夫。
31) 聶豹集 卷十一，｢答王龍溪｣（致知議略）, 北京：鳳凰出版社，2007，376쪽: 寂性之體，天地之根
也，而曰“非內”，果在外乎？ 感情之用，形器之跡也，而曰“非外”，果在內乎？⋯⋯ 竊嘗譬之：心猶
兵器之銃砲也；響聲之激射，發也；引線之火，感也；硝磺之內蘊，未發之寂也。今徒知激射之利足
以威敵，而忘其有事於硝磺具，則銃為啞器，可復有相繼之聲乎？ ⋯⋯ 是皆以統體言工夫，如以百尺
一貫論種樹，而不原枝葉之碩茂，由於根本之盛大；根本之盛大，由於培灌之積累。此鄙人內外先後
之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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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표에게 있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근본 요인은 지엽의 풍성함이 아니라 뿌리의 튼튼함에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배관(培灌)의 실제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포의 격발시의 소리가 적을 위협하는 것만을 믿고, 화약을 온축하는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양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섭표는 무엇이 급
선무인지 아는 실제적인 공부의 태도가 바로 양지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본 것이고, 그것을 바로
근본의 공부인 치지 공부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사고 위에서 왕기에 대한 섭표의 평가는｢寄王龍
溪二首｣의 언설에서 잘 나타난다.
그대가 학문을 논하는 것은 매번 지나치게 고원한 것에 병통이 있고, 또한 깨달은 후의
속박에서 벗어남을 힘쓴다. 선인들의 말을 거치지 않아도 들으면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주위
사람들이 모두 기울어진다. 이를 비유하자면 단 이슬(甘露)은 입을 즐겁게 하지만 다만 늘
상 먹는 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세간에 일찍이 몇 사람이나 벽곡(辟穀: 곡식을 먹지 않
고 솔잎, 대추, 밤 등을 날마다 조금씩 먹고 사는 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격물을 논
함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갈등하고 얽매이니, 원컨대 그대는 이러한 견해를 한 번에 씻어 비
워내어서 다만 말을 주고받는 자신제우(子臣第友)의 사이에 날마다 실제를 구하길 바란
다.32)

우선 섭표는 왕기의 이러한 견해는 지나치게 고원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섭표가 보기에 왕기
의 견해는 실제적인 공부의 차원이 아닌 초월적인 경지에서만 논리를 전개시킨다는 것이다. 때문
에 공부의 실제적인 측면을 간과한 채, 깨달은 후의 해방(解縛)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
러한 왕기의 이론은 한 순간 사람들의 귀를 홀리고 입을 즐겁게 할 수는 있어도 항상된 진리로 여
겨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는 격물에 있어서는 오히려 얽매이고 번뇌한다고 지
적한다. 섭표에게 있어서 공부의 높은 차원은 치지인데 왕기의 고원함을 추구하는 이론적 경향이
격물의 인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섭표는 보다 근본적인
공부는 치지로, 실제적인 경지에서 그릇된 의념이 바로잡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지의 실현이 완
성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격물은 치지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섭표의 치지를 강조하는 입장은 다
음의 문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치지는 지선에 이르는 온전한 공부이다. 격물은 지선에 이르는 묘용이다. 의념은 물에 감
하여 지에서 생겨난다. 진실되게 한다는 것은 그 따름을 말하고, 바로잡다는 것은 그 변화를
말하고, 실현한다는 것은 그 고요함을 말한다. 적으로써 감에 묘응하는 것에 대한 감으로써
32) 聶豹集 卷八，｢寄王龍溪二首｣, 北京：鳳凰出版社，2007，266-267쪽: 兄論學，每病過高，又務為悟
後解縛，不經前人道語，聽之使人臭腐俱化，四座咸傾，譬之甘露悦口，只是當飯吃不得。世間曾有
幾人可辟穀耶？至論格物，卻乃葛藤纏絆，願兄將此等見解，一洗而空之，只於辭受取與，子臣第友
之間，日求實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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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이르는 것은, 만분의 일과 같다.33)

‘치지는 지선에 이르는 온전한 공부(致知者，止至善之全功)’라는 표현은 섭표가 치지를 근본
적인 공부라고 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준다. 섭표는 치지가 근본이고, 격물은 이에 따른
묘용(妙用)으로 보았다. 따라서 섭표에게 있어 격물 공부는 당연히 치지 공부에 비해 부차적인 공
부가 되는 것이고,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은 치지공부 그 자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왕기는 치지와 격물은 떨어질 수 없는 개념으로, 치지는 격물에 있음을 명확히 지적
한다. 왕기의 논법에 따르면 바로 양지는 적연의 체이고, 이 적연의 체가 감응하여 발용된 것이 바
로 물이 된다. 양지는 무선후내외의 혼연일체이므로 적연의 체와 발용의 물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
에 “치지는 격물에 있다(致知在格物)”고 말한다.
양지는 적연의 체이고, 물은 감응된 바의 용이며, 의념은 그 적감이 탄 바의 기미이다. 양
지는 물과 선후로 나눌 수 없으므로 “치지는 격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치지공부는 격
물에서 발용되는 것으로 대학의 명덕(明德)이 친민(親民)에서 발용된다고 하는 것과 같으
니, 친민을 떠나서는 다른 (명덕의) 학문이 없다.34)

그리고 이어서 왕기 자신의 격물은 양지의 천칙이 사사물물에 실현되는 것, 즉 치지와 동일한
것임을 강조한다. 양지는 완전무결한 천연의 법칙이고, 양지와 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것이므로
완전한 양지의 천칙이 물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격물이며 치지라는 것이다.
양지는 천연의 법칙이고, 격(格)은 바로잡는 것이며, 물은 일(事)과 같다. 격물이라고 하
는 것은 이 양지의 천칙을 사사물물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물이 그 칙을 얻은 것을 격이라
하니, 천칙 외에 별도의 일단의 바로잡는 공부가 있는 것이 아니다.35)

33) 聶豹集 卷三，｢大學古本臆說序｣, 北京：鳳凰出版社，2007，53쪽: “致知者，止至善之全功。格物
者，止至善之妙用。意也者，感於物而生於知也。誠言其順，格言其化，致言其寂也。寂以妙感，感
以速化，萬而一者也.”
34) 王畿集 卷六，｢致知議辯｣, 北京：鳳凰出版社，2007，133쪽: 良知是寂然之體，物是所感之用，意則
其寂感所乘之幾也。知之與物，無復先後可分，故曰“致知在格物”。致知工夫在格物上用，猶云≪大
學≫明德在親民上用，離了親民更無學也。
聶豹集 卷十一，｢答王龍溪｣, 北京：鳳凰出版社，2007，387쪽: 良知是寂然之體，物是所感之意，
用則其寂感所乘之機也。知之與物，無復先後可分，故曰“致知在格物”。致知工夫在格物上用，猶云明
德工夫在親民上用。離了親民，更無明德之學也。
35) 王畿集 卷六，｢致知議辯｣, 北京：鳳凰出版社，2007，133쪽: 良知是天然之則，格者正也，物猶事
也，格物云者，致此良知之天則於事事物物也。物得其則謂之格，非於天則之外別有一段格之之功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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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양지의 천칙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치지이며 곧 격물이 된다. 따라서 왕
기가말하는 격물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의 격물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위선거악하는 태도로서
의 격물이 아닌 치지와 등치될 수 있는 초월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왕기는 격
물을 부차적인 공부로 말하는 섭표의 이론을 정면적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왕
기의 구체적인 공부법은 한 생각을 스스로 돌이켜 보아(一念自反) 양지의 온전함을 그대로 드러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지는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왕기에게 있어서 격물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양지를 그저 드러내어 실현시키는 것이 된다.
내가 양지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 더러운 것이 없어, 비록 지극히 어두워지
고 가려지더라도 진실로 한 생각을 스스로 돌이키면 본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와
달의 밝음에 비유하자면, 가끔가다 구름과 안개에 가려진 것을 어둡다고 할 뿐이지, 구름과
안개가 걷어지면 밝은 본체는 바로 드러나니 원래 일찍이 상한 바가 없다. 이는 원래의 모
든 사람이 지금 당장 갖추어져 있고, 손댈 필요 없는 본령의 공부이다.36)

왕기는 비록 현실에서 양지가 사욕에 가려지더라도 ‘한 생각을 스스로 돌이키면(一念自反)’ 밝
고 밝은 양지의 본래 모습을 바로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양지는 ‘모든 사람에게 당장 갖추어져
있는 것(見在具足)’이고, ‘인위적인 노력 없이 (不犯做手)’이러한 양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
로 본령의 공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왕기는 치지 이외에 허명부동의 체를 설정하고 여기에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섭표의 귀적설은 오류라고 본다.
지금 만약 독지(양지)를 발로 여기고, 보고 듣는 것에 속한다고 여겨 별도로 하나의 허명
부동의 체를 구하여 주재로 삼은 후에 귀복(歸復)의 학을 한다면, 그 치지가 성학의 온축함
을 다하기에 부족하다고 의심하는 것이니, 곧 분명한 말이 아닐 뿐이다.37)

섭표 역시 왕기가 말하는 현재양지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역시 공부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섭표가 보기
에 왕기가 말하는 일념자반은 그 자체로서 완성된 공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단지 공부의 시작이
라고 본다.
이(왕기가 앞서 말한 내용)는 이러한 이치가 있지만 너무 쉽게 말할 따름이다. ⋯⋯ 어찌
36) 王畿集 卷六，｢致知議辯｣, 北京：鳳凰出版社，2007，134쪽: 愚則謂良知在人，本無污壞，雖昏蔽之
極，苟能一念自反，即得本心。譬之日月之明，偶為雲霧所翳，謂之晦耳，雲霧一開，明體即見，原
未嘗有所傷也。此原是人人見在具足、不犯做手本領工夫，(무공부의 공부)人之可以為堯舜、小人之可
使為君子，捨此更無從入之路、可變之幾，固非以為妙悟而妄意自信，亦未嘗非中人以下所能及也。
37) 王畿集 卷六，｢致知議辯｣, 北京：鳳凰出版社，2007，136쪽: 今若以獨知為發,而屬於睹聞，別求一個
虛明不動之體以為主宰，然後為歸復之學，則其疑致知不足以盡聖學之蘊，特未之明言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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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념자반하여 그 본심을 얻을 때가 없겠는가? (그러나) 해와 달이 구름과 안개에 가리면 또
한 반드시 우뢰와 바람이 움직여 흩고, 비가 적시고 해가 말린 이후에 구름과 안개가 비로
소 걷힌다. 내가 그것을(가려진 양지를) 밝히는 것은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타
고난 자질이 뛰어나지 않은 자(困心衡慮)라도 백배의 공을 들인다면 인자(仁者)와 지자(智
者)에 가까워 지지 않는 자는 드물 것이다. 만약 일념자반을 (공부의) 나아가는 처음이라고
말한다면 가하다.38)

이에 따르면 섭표는 왕기의 논법은 공부의 순서와 절차를 말하지 않고 너무 비약적으로 설명한
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그의 일념자반의 공부는 공부의 완성이 아닌 공부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
다. 섭표는 그의 논리상 치지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격물은 치지의 효험에 지나지 않으므로, 근본
으로 돌아가고 명을 회복하는(歸根復命) 학문이 곧 치지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의견은 끝
내 좁혀지지 않는다.
허명부동의 체는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다. 보지 않는 바에도 계신(戒愼)하며 듣지 않
는 바에도 공구(恐懼)하면 비로소 근본으로 돌아가고 명을 회복하는(歸根復命) 학문을 말할
수 있다. 근본으로 돌아가고 명을 회복하면, 비로소 치지를 말할 수 있다.39)

이렇게 보면 왕기와 섭표는 서로 완전히 다른 구도에서 격물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본 구도의
분명한 차이로 인해 그들의 격물치지의 간격은 좁혀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왕기는 양지는 무선
후내외의 혼연일체이므로 적연의 체와 발용의 물을 구분할 수 없어 격물과 치지를 구분할 수 없다
고 본다. 따라서 격물은 양지의 천칙이 사사물물에 실현되는 것, 즉 치지와 동일한 것이다. 반면,
섭표는 공부에 있어서는 순서와 절차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치지를 지선에 이르
는 온전한 공부라고 본다. 따라서 그는 격물은 치지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나타나는 효험으로 보았
다. 다음절에서는 섭표와 구양덕의 격물논쟁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겠다.

2. 섭표와 구양덕의 격물(格物) 논쟁
구양덕은 3파구분법에 따르면 수증파(修證派)에 속하는 인물이다. 3파 구분법 상 수증파의 대표
38) 聶豹集 卷十一，｢答王龍溪｣, 北京：鳳凰出版社，2007，391쪽: 是則是有此理，特言之太易耳。⋯⋯
豈無一念自反而得其本心之時乎？日月為雲霧所翳，亦必雷動風散，雨潤日暄，而後雲霧始開。愚之
可使為明，柔之可使為強，非困心衡慮，百倍其功，而能庶幾於仁智者，鮮矣。若謂一念自反為進為
之端，則可也。
39) 聶豹集 卷十一，｢答王龍溪｣, 北京：鳳凰出版社，2007，392쪽: 虛明不動之體，不睹不聞是也。戒慎
不睹，恐懼不聞，始可以言歸根復命之學。歸根復命，始可以言致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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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은 추수익(鄒守益, 號 東廓, 1491-1562)과 구양덕으로, 오카다 다케히코는 수증파가 왕수인의
본체공부론의 종지를 잘 전수받았다고 평가하며 ‘정통파(正統派)’라고도 지칭하였다.40) 이 중 추
수익은 명유학안에서도 왕문의 정통이라고 높이 평가된 인물이다.41) 그런데 본문이 추수익이 아
닌 구양덕을 중심으로 수증파의 격물관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섭표와 직접적인 논변을 벌였던
수증파의 인물이 바로 구양덕이기 때문이다. 구양덕의 공부 이해는 섭표에게 보낸 답신서인｢答聶
雙江(二)｣에서 잘 나타난다.
나의 본체, 공부, 효험은 진실로 뒤섞일 수 없다. 그러나 본체는 공부의 모범이고, 효험은
공부의 방증이다. 양지는 본래 보지 않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삼가고, 듣지 않는 곳에서도 두
려워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항상 스스로 만족함이 있다. 공부 역시 반드시 계신공구하
고, 스스로를 속임이 없고 항상 스스로 만족함이 있다. 과연 능히 계신공구 할 수 있다면, 스
스로를 속임이 없고 항상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곧 효험이 될 것이다. 양지는 본래 문리가
밀찰하고, 모든 사물은 각각 그 법칙이 있다. 과연 문리가 밀찰할 수 있다면 모든 사물이 그
법칙을 가지는 것은 곧 효험일 것이다. 양지는 본래 조금도 치우침과 이지러짐이 없고, 내외
동정 선후가 없는 혼연일체이다. 공부 역시 반드시 치우침과 이지러짐이 없어 내외 동정 선
후가 없는 혼연일체여야 한다. 과연 능히 치우침과 이지러짐이 없어 내외 동정 선후가 없는
혼연일체이면 이는 효험일 것이다. 그러므로 공부를 쓰지 않으면 본체를 따를 수 없고, 공부
가 본체에 합하지 않으면 본체공부가 아니며, 공부함에 효험을 얻지 못하면 또한 일찍이 공
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공부는 본체를 모범으로 삼고 효험을 방증으로 삼되, 본체와
효험을 따라 이를 공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본체효험을 공부로 여기는 것은 양지가 능히
스스로 실현될 수 있다(知能自致)고 하는 것이다. 감응변화는 진실로 모두 양지의 물이나,
감응변화를 좇아 이를 공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감응변화를 공부로 여기는 것은 물이 본래
스스로 바로잡힌다(物本自格)는 것이다. 그런즉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지 사람이 도를 넓
히는 것이 아니다. 이 어찌 오직 지엽적인 것에만 집착하여 본원에서 벗어날 뿐이겠는가?
(완전한 오류이다)42)
40) 岡田武彥, 王陽明與明末儒學，（吳光⋅錢明等譯），重慶：重慶出版社，2016, 142쪽.
41) 明儒學案, 師說, ｢鄒東廓守益｣, 北京: 中華書局, 2008, 8쪽：东廓以独知为良知，以戒惧谨独为致良知
之功，此是师门本旨，而学焉者失之，浸流入猖狂一路。惟东廓斤斤以身体之，便将此意做实落工
夫，卓然守圣矩，无少畔援。, 明儒學案, 師說, ｢羅近溪汝芳｣, 北京: 中華書局, 2008, 12쪽：乃其学实
本之东廓，独闻戒惧谨独之旨，则虽谓先生为王门嫡传可也。
42) 歐陽德集 卷五，｢答聶雙江(二)｣, 北京：鳳凰出版社，2007，186쪽: 竊意本體、功夫、效驗，誠不可
混。然本體是功夫樣子，效驗是功夫證應。良知本戒慎不睹、恐懼不聞，無自欺而恆自慊。功夫亦須
戒慎恐懼，無自欺而恆自慊。果能戒慎恐懼，無自欺而恆自慊，即是效驗矣。良知本文理密察，物物
各有其則。果能文理密察，物物各有其則即是效驗矣。良知本無少偏倚乖戾，無內外、動靜、先後，
而渾然一體。功夫亦須無偏倚乖戾，無內外、動靜、先後，而渾然一體。果能無偏倚乖戾，無內外、
動靜、先後，而渾然一體，即是效驗矣。故不用功夫，即是不循本體；功夫不合本體，即不是本體功
夫；用功不能得效，亦即是不曾用功。故用功以本體作樣子，以效驗作證應，而不可遂以本體效驗作
功夫。以本體效驗作功夫，是謂知能自致也。感應變化，固皆良知之物，而不可遂以感應變化作功
夫。以感應變化作功夫，是謂物本自格也。則是道能弘人，非人弘道也。此豈惟著在枝節，脫卻本原
而已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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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덕은 본체, 공부, 효험은 구분 없이 뒤섞을 수는 없지만 하나의 구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본체는 공부의 모범이라는 것은 공부는 본체에 합일되는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효험은 공부의 방증이라는 것은 효험을 통해 공부의 실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부는 독립된 성격을 가져, 본체와 효험을 공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구양덕은 공부가 본
체를 좇아 본체의 경지와 동등하게 되는 것과, 반면에 효험 자체를 공부로 여겨서 집착하는 것 둘
다를 경계한 것이다. 즉, 구양덕은 본체, 공부, 효험을 통일적인 구도에서 바라보며 이들이 혼연일
체라고 인식한 점에서는 왕기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혼연일체이면서도 또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본체로서의 공부 그 자체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다.43)
이러한 구양덕의 공부에 대한 입장은 공부를 본체의 경지와 뒤섞어 말하는 왕기의 견해와 공부
를 단지 효험으로 여기는(여기서는 섭표의 본체공부가 아닌 격물 이해 지칭) 섭표의 견해를 모두
경계한 것 같다. 즉, 본체와 효험 사이에 공부 영역의 명확한 자리매김을 강조함으로써 그가 폐단
으로 여긴 양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격물 이해에 있어서도 구
양덕은 왕기나 섭표에 비해 비교적 본체, 공부, 효험의 통일적 구도를 말하면서도 다시 또 격물치
지의 공부 그 자체의 역할을 중시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구양덕의 격물 이해는 격물이
곧 치지의 실제임을 강조한다.
선사(왕수인)께서 대학고본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움직인 후에 불선함이 생기나 본체의
지는 일찍이 알지 못함이 없다. 의는 그 움직임이고, 물은 그 일이라 하셨다. 그 본체의 지를
실현함에는 움직임에도 불선함이 없다. 그러나 그 일에 나아가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또한 그 지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치지라는 것은 성의의 근본이고, 격물이라는 것은
치지의 실제이다.44)

바로 격물이 치지의 실체로, 치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공부라는 것을 말한다. 물에 나아가 그것을
바로잡는 격물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치지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는 격물공부에 대한 신
뢰와 치지라는 경지에 대한 격물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본체, 공부, 효험을 셋이
면서 하나라고 말하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구양덕은 물과 양지, 격물과 치지가 두 가지
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43) 岡田武彥, 王陽明與明末儒學，（吳光⋅錢明等譯），重慶：重慶出版社，2016, 142쪽: 오카다 다케히
코는 구양덕의 이러한 태도를 본체와 공부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의 관계(二而一，一而二)로 보
았을 뿐 아니라, 본체⋅공부⋅효험을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의 관계로 보았다(三而一，一而三)고
말한다.
44) 歐陽德集 卷五，｢答聶雙江(二)｣, 北京：鳳凰出版社，2007，186-187쪽: 先師≪大學古本序≫中謂，動
而後有不善，而本體之知未嘗不知也。意，其動也；物，其事也。致其本體之知，而動無不善。然非
即其事而格之，則亦無以致其知。故致知者，誠意之本也；格物者，致知之實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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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지(知)는 일(事)을 체로 여기고, 일은 지를 천칙으로 여기니, 모두 그 지를 따를 수
없으면 지는 그 지극함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치지는 격물에 있고, 격물로 치지한 연후
에 온전한 공부가 된다. 후세의 격물을 공부로 여기는 자는 헤아리고 의습하는 데에 빠지면
서도 치지의 물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치지를 공부로 여기는 자는 또한 (불가의) ‘원각(圓
覺)’, ‘진공(真空)’과 가까워지고 격물의 양지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 그러므로 격물치
지의 학은 헤아림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한 공허에 떨어지지 않는다.45)

양지는 일(事), 곧 물(物)과 하나이고, 격물과 치지는 떨어질 수 없는 한 가지의 공부라는 것이
다. 따라서 격물만을 공부로 여긴다면 그 바로잡음에만 집착하게 되고(揣摩義襲), 치지만을 공부
로 여긴다면 고원한 경지만을 추구하여 허무에 빠진다고 본다. 이는 “의념을 성실히 하는 것을 일
삼지 않고 다만 격물만을 일삼는 것을 지리하다(支)고 하고, 격물에 힘쓰지 않고 다만 의념을 성실
히 할 것에만 힘쓰는 것을 허(虛)라고 한다.”46)는 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구양덕은
치지는 격물로부터 가능하고, 격물은 치지 한 이후에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한다. 따라서 자신이 말하는 격물치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공부가 아닌, 격물과 치지의 불리부
잡(不離不雜)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본 구도 위에 구양덕은 격물은 양지를 좇아 그 양지의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항상 스
스로 만족하는(勿自欺而恆自慊)” 성격을 좇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러한 경지의 치지가
실현된다고 본다. 즉 구양덕이 말하는 양지의 실현이란 양지의 勿自欺而恆自慊한 성격을 항상 드
러내는 것이고, 이것으로써 물에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격물이 된다.
수신의 요점은 치지일 뿐이다. 치지의 실제는 격물일 뿐이다. 치지는 그 지식의 넓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안으로 돌아보아 항상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치’이다. 격물은
이왕의 것을 널리 보거나 장래의 일을 가정하여 말하고 사색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시청언동, 희노애락, 감응수작의 물이 양지의 속일 수 없는 것을 좇아 예가 아닌 것을 고쳐
예로 회복시키고, 중에 지나친 것을 절제하여 중에 나아가게 한다면 각각 거기서 그 바름을
얻지 못함이 없다.47)

45) 歐陽德集 卷四，｢寄聶雙江(三)｣, 北京：鳳凰出版社，2007，132-133쪽: 夫知以事為體，事以知為則，
不能皆循其知，則知不能皆極其至。故致知在格物，格物以致知，然後為全功。後世以格物為功者，
即入於揣摩義襲，而不知有致知之物；以致知為功者，又近於‘圓覺’、‘真空’，而不知有格物之知。⋯
⋯ 故格物致知之學，既不失於揣摩，而亦不墮於空虛。
46) 歐陽德集 卷五，｢答聶雙江(二)｣, 北京：鳳凰出版社，2007，187쪽: 不事於誠意，而徒以格物者，謂
之支；不務格物，而徒以誠意者，謂之虛。
47) 歐陽德集 卷十，｢林平泉贈言｣, 北京：鳳凰出版社，2007，289쪽: 修身之要，致知而已矣。致知之
實，格物而已矣。致知，非增廣其知識之謂也。不欺其獨知，而內自省，常自慊焉，斯致矣。格物非
泛觀已往，懸擬將來，而講說思索之者也。吾心視聽言動、喜怒哀樂、感應酬酢之物，一循良知之不
可欺者，改非禮以復禮，節過中以就中，而無不各得其正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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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양덕은 지식의 확충이 치지가 아님을 말하며, 自慊이 치라고 보았다. 바로 이러한 양
지의 勿自欺而恆自慊을 좇기만 하면 격물이 되며, 실제 물 상에서 양지를 따라 위선거악하려는
실제 격물공부가 다시 勿自欺而恆自慊한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듯 그의 격물은
그 양지의 본래 성격을 담지하고 있지만 실제 사물상에서 勿自欺而恆自慊을 좇는 공부에 착수해
야만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양덕의 격물은 단순히 치지와 동일한 경지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실천적인 공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양덕에게서의 치지란 섭표가 말하는 것처럼 미발에서 고요함을 주장하는 것으
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발동한 의식상에서 양지를 실현하는 실제적인 과정이 된다. 감응
변화하는 의식의 발동 역시 양지 그 자체의 활동이고, 또한 감응변화만이 양지를 알 수 있는 단서
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이해는 그의 인용구체(因用求體)와 즉체즉용(即體即用)을 중시하는 체
용 이해에 근원한다.48)
대저 양지의 감응변화는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과 희노애락과 같은 류이다. 양지
가 없다면 감응변화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그러나 감응변화가 아니라면 또한 그 이른바
양지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치지는 그 감응변화의 지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감응변화의
지를 실현하면 반드시 그 감응변화는 보지 않는 곳에서 계신하고 듣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
하며 그 밝고 속일 수 없음을 자세히 살피니, 이로써 그 분을 징벌하고 그 욕구를 막고 그
허물을 고친다.49)

그러나 섭표는 분명한 근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부만이 진정한 공부라고 보기 때문에 구양덕의
언급은 지엽말단에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근본적인 ‘감응변화가 유래하는 지’를
실현하는 치지가 중요한 것이지, 부차적인 ‘감응변화하는 지’를 실현하는 것은 해와 달의 비춤만을
좇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섭표의 원천과 물줄기의 비유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본체를 향한 직접적인 치지 공부는 원천을 파는 것이고, 구양덕이 말하는 것과 같은 감응변화에서
치지하는 것은 마치 물줄기에서 원천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당신의 뜻을 보건대, 마치 원천은 여러 물줄기들(江淮河漢)의 유래하는 바이지만 여러
48) 歐陽德集 卷五，｢答聶雙江(二)｣，北京：鳳凰出版社，2007，192쪽: 師≪答汪石潭書≫謂，“君子之
學，因用以求體。”謂非別有寂然不動、靜而存養之時。謂且於動上加功，勿使間斷, 動無不和，即靜
無不中，而所謂寂然不動之體, 當自知之。此可見致中功夫, 不離乎喜怒哀樂，而所謂中立和出者，體
用一原，非若標本源委，有彼此之可言也。
49) 歐陽德集 卷五，｢答聶雙江(二)｣, 北京：鳳凰出版社，2007，186쪽: 夫良知之感應變化，如視聽言
動、喜怒哀樂之類。無良知，則感應變化何所從出？然非感應變化，則亦無以見其所謂良知者。故致
知者，致其感應變化之知也，致其感應變化致知則必於其感應變化，而戒慎不讀、恐懼不聞，密察其
昭然不可欺者，以懲其忿、窒其欲、遷其善、改其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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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줄기가 아니라면 또한 그 이른바 원천을 볼 수 없다는 것과 같다. 본래 원천을 판다는 것
은 그 여러 물줄기들이 유래하는 근원을 판다는 것이지, 여러 물줄기들을 원천으로 여겨 이
것을 판다는 것이 아니다. 근본은 지엽화실(枝葉花實)의 유래하는 바이다. 근본을 배양하는
것은 그 지엽화실의 유래하는 근본을 배양하는 것이지 지엽화실을 근본으로 여겨 이것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감응변화가 유래하는 지를 실현하지 않고 감응변화하는 지에
나아가 그것을 실현한다면, 해와 달의 빛이 반드시 비추는 곳을 구하여 그것의 저명한 광대
함을 버리는 것이다. 어떠한가?50)

섭표는 구양덕과 같이 감응변화의 지에 대한 실현을 치지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
한다. 즉, 본체와 공부를 즉체즉용적인 구도에서 이해했던 구양덕과는 달리 섭표는 본체는 도달해
야 할 경지로, 공부는 치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섭표에게 있어 치
지는 본체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공부이며 또 한 편으로는 격물할 수 있는 근본으로, 이는 귀적(歸
寂)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귀적하면 감이수통(感而遂通)의 경지가 그 결과로서 수반된다고
본다. 따라서 섭표의 격물은 거울이라는 심체를 잘 닦는 치지공부(磨鏡)가 완성되면 저절로 그 거
울이 모든 사물을 잘 비추어 내는 것(鏡之照)과 같다.
치지는 내 마음의 허령본체의 양을 충만히 하여 그로 하여금 적연부동하게 하는 것에서
는 유불이 한가지이다. 그러나 우리 유자의 치지는 격물에 있는데, 석씨는 사물의 감응을 모
두 내 적체의 환망으로 여겨 모든 것을 끊어내어 절멸시키므로 유자의 감하여 천하의 원인
에 통한다(感而遂通天下之故)와 아주 작은 차이가 천리의 차이가 된다. 대개 감이수통천하
지고는 곧 격물이고, 명덕을 천하에 밝히는 것이고, 천지만물을 일체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
므로 치지를 거울을 가는 것(磨鏡)에 비유하면 격물은 거울의 비춤(鏡之照)이다.51)

그러나 구양덕에게 있어 이러한 섭표의 구분은 그가 가장 경계했던 학문적 태도였을 것이다. 구
양덕은 감응변화의 지로 치지할 수 있고, 다시 치지로 인해 감응변화가 계신공구(戒慎恐懼)하여
바로잡히게 된다고 본다. 이는 바로 본체와 공부를 구분하여 보지 않는 것이다. 즉, 본체란 공부로
써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공부와 완전히 구별된 것이 아니고, 공부 역시 본체이자 공부라는 것은
원천과 물줄기같이 분명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치 물과 물의 흐름이 나누어질 수 없듯 본
50) 聶豹集 卷八，｢答歐陽南野太史三首｣, 北京：鳳凰出版社，2007, 242쪽: 仰體尊意，似云原泉者江淮
河漢之所從出也；然非江淮河漢，則亦無以見其所謂原泉者。故浚原者，浚其江淮河漢所從出之原，
非江淮河漢為原而浚之也。根本者，枝葉花實之所從出也。培根者，培其枝葉花實所從之根，非以枝
葉花實為根而培之也。今不致感應變化所從出之知，而即感應變化之知而致之，是求日月於容光必照
之處，而遺其懇象著明之大也。何如？
51) 聶豹集 卷八，｢答歐陽南野太史三首｣, 北京：鳳凰出版社，2007，248쪽: 夫致知者，充滿吾心虛靈本
體之量，使之寂然不動，儒與釋一也。而吾儒之致知乃在格物，而釋氏以事物之感應，皆吾寂體之幻
妄，一切斷除而絕滅之，比之儒者感而遂通天下之故，則毫釐千里矣。蓋感而遂通天下之故，即是格
物，即是明明德於天下，即是以天地萬物為一體。故致知譬之磨鏡，格物鏡之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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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공부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한다.52) 여기에서 구양덕의 양지와 이에 이르는 치지에
대한 이해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구양덕은 즉체즉용의 체용관을 바탕으로 양지와 치지는 둘이
자 하나임을 말한다. 때문에 양지를 도달할 영역으로, 치지를 양지에 도달하기 위한 길로 여긴다면
양지와 치지를 완전히 둘로 나누어 이해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보았다.
내가 보기에 오늘날 기습을 본성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양지의 본체를 알지 못함으로 말
미암는 것이다. 양지의 본체를 알지 못하면 치지의 공부도 실제로 의거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 폐단을 구제하고자 하려면 반드시 직접 양지 본체의 자연유행이 (인위적으로)
힘쓰는 바가 없는 것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따를 바를 알게 한 후에야 실제로 그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니, 실제로 그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도리어 그
양지를 도달할 영역으로 여기고, 치지를 들어가는 길로 여긴다면 둘로 나누는 것을 면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이해를 얻지 못한다.53)

이렇게 보면 왕기와 섭표의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섭표와 구양덕 역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
히지 못하고 분명한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양덕은 기본적으로 공부가 양지본체, 그
리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효험과 즉체즉용적 구도에서 혼연일체라고 본다. 그러나 공부와 본
체를 뒤섞어 인식하는 왕기의 이해 혹은 공부와 본체를 구분하여 보는 섭표의 태도 중 어느 한 쪽
으로 치우치는 것을 분명히 경계했다. 그는 치지와 격물은 혼연일체이지만 또 한 편으로 치지하기
위해서는 위선거악의 격물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즉, 그는 공부와 구분된 도달해야 할 경
계로서의 치지가 아닌 치지는 곧 격물의 완성 그 자체이며 여기에는 격물의 실제적인 실천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Ⅳ. 맺음말: 양명후학 개념어 분석의 의의
양명후학은 공통적으로 왕수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동시에 왕수인 이론에서 중점을 둔
바에 따라 자신의 양명학 이해의 특징을 구성한다. 특히 상술한 세 인물은 각자의 이론적 중점이

52) 歐陽德集 卷五，｢答聶雙江⋅第二書｣，北京：鳳凰出版社，2007，192쪽: 來教謂，某良知感應變化
之說，似以源泉為江、淮、河、漢之所出。然非江、淮、河、漢, 則亦無以見其所謂源泉者。此非鄙人
意也。夫源委與體用稍異, 謂源者委所從出可也，謂非委則以無見源，源豈待委而後見乎？蓋源與委猶
二也。若夫知之感應變化，則體之用; 感應變化之知，則用之體。猶水之流，流之水; 水外無流，流外
無水。非若源之委, 委之源，源外無委，委外無源，首尾相資, 而非體用無間者也。
53) 歐陽德集 卷二，｢答陳明水｣, 北京：鳳凰出版社，2007，42쪽: 鄙意則謂，今之認氣習為本性者，正
由不知良知之本體。不知良知之本體，則致知之功未有靠實可據者。故欲救其弊，須是直指良知本體
之自然流行，而無所用力者。使人知所以循之，然後為能實用其力，實致其知。不然，恐卻其以良知
為所至之域，以致知為所入之途，未免歧而二之，不得入門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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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이 구별되는 인물로, 양명학의 공부론 이해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인다. 본문은 그 대표적인 공
부론의 개념을 격물로 설정하여 대표적인 후학 3인을 선정하여 이들의 격물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현성파의 대표 인물인 왕기는 그의 현성양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양지는 그 자체로 완
전무결하며 완전한 양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치지이며 곧 격물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왕
기는 일념자반(一念自反)하여 양지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기만 하면 이것이 치지이며 곧 격물이라
고 본다. 반면, 섭표는 격물은 공부삼을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치지 그 자체의 공부라
고 보기 때문에 적으로 돌아가(歸寂) 적체(寂體)를 구하는 본체공부를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섭
표에서의 격물은 공부의 실제 착수처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효험에 불과하게 된다. 구양덕
은 왕기와 마찬가지로 치지와 격물이 통일적인 구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부의 영역이 명
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양지의 스스로 속임이 없고(無自欺)하고 항상 스스로 만족하는
(恆自慊) 성격은 치지와 격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이미 발현된 의식상에서 착수하는 공부의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왕수인의 격물을 해석함에 있어 후학들 각자의 의견은 분명히 다른 노선으로 전개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근본원인은 그들이 견지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인 체용에 대한 이해가 달
랐기 때문이고, 이를 그간으로 격물에 대한 입장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본문은 대표
적인 양명후학 3인의 격물 이해 양상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이론적 색채를 구별해 보았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양명후학간의 분명한 구별은 양명학 개념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양명후학의 격물 이해에 대한 분석은 양명후학의 이론이 어떠한 성격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밝히는 단초로서 ‘양명후학의 개념어 운용 차이 분석’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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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에서의 ‘해석다양성’에 관하여] 토론문
김 혜 수 (부산대)

박현정 선생님(이하 논자)의 ｢양명학에서의 ‘해석다양성’에 관하여 - 왕기, 섭표, 구양덕의 격물
관 비교를 중심으로｣(이하 본문)는 양명후학의 공부론 차이점, 특히 왕기⋅섭표⋅구양덕 사이의
양명학적 격물(格物)⋅치지(致知) 등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본문에서 논자는 먼저 격물을 비롯한 대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왕수인의 해석을 설명하고 있
다. 논자에 의하면 왕수인의 격물은 ‘사물을 바로잡다’의 의미인 ‘정물(正物)’로, 마음의 올바르지
않음을 없애고 다시 원래의 마음이 가진 본체의 올바름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러한 격물이 바로
양지를 실현한 치지(致知)이자 성의(誠意)이며, 정심(正心)인 것이다. 따라서 왕수인의 격물과 치
지, 그리고 성의⋅정심의 의미는 하나로 일관된 구도로 설명된다. 그 이유는 왕수인이 도덕활동의
직관성과 자발성을 강조한 맹자의 양지(良知)⋅양능(良能)을 대학을 해석했기 때문이다. 맹
자의 유자입정(孺子入井) 고사에서 한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들어가려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우
리는 그 어린아이를 위기에서 구해줘야 한다는 무조건적이고 직관적인 마음이 일어나 올바른 행
위, 즉 도덕행위를 일으킨다. 바로 이것이 왕수인이 생각하는 격물이다. 만약 그와 같은 마음과 행
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물을 올바르게 바로잡은 격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격물은 도덕적
으로 옳은 판단과 행위가 대상에게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격물은 양지를 실현한 치지
이자 의념을 참되게 한 성의이며, 마음을 올바르게 바로잡은 정심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러한 왕수
인의 격물 및 대학에 대한 해석은 타당성 지닌다. 또한 왕수인의 격물은 도덕활동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공부의 의미를 지닌다. 논자는 바로 왕수인의 격물 개념이 공부론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양명후학이 갈라져 구분되는 지점을 공부론이
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공부론 이해의 출발점이 격물이라고 제시하였다.
양명학 분파에서 현성파 왕기와 귀적파 섭표, 그리고 수증파 구양덕과 같이 격물에 대한 상이한
이해 및 다양한 해석은 왕수인의 사구교(四句敎)에 대한 왕기와 전덕홍의 이견, 즉 사무설(四無
說)과 사유설(四有說)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왕수인이 공부 방법론의 측면에
서 왕기의 사무설과 전덕홍의 사유설을 모두 수용하는 했기 때문에 격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
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논자는 ‘체용일원(體用一源)’에 대한 왕기⋅섭표⋅구양덕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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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격물관 역시 상이하다고 설명하면서, 왕기⋅섭표⋅구양덕의 격물에 대
한 논쟁을 통해 서로 비교⋅분석하였다. 논자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은 본문의 독창성과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보여준다.
이어서 논자가 비교⋅분석한 왕기와 섭표의 격물 논쟁, 그리고 섭표와 구양덕의 격물 논쟁을 종
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1) 왕기의 격물관
왕기의 관점에서 양지는 하나인 주체가 본체[적(寂)⋅선(先)⋅내(內)]와 작용[감(感)⋅후(後)⋅
외(外)]의 두 측면을 하나로 원융하면서 내포하는 일체양면(一體兩面)⋅즉체즉용(卽體卽用)⋅인
용구체(因用求體)의 체용논리를 통해 현성양지(現成良知)로 설명되는데, 양지 그 자체는 천칙(天
則 : 선천적인 도덕법칙)으로서 완전하고 순수지선(純粹至善)한 본체이다. 그리고 그 양지는 실질
적으로 감응하여 작용하는 그 곳, 즉 물(物)에서 곧장 온전히 실현된다. 따라서 양지는 그 자체로
완전무결한 본체이면서 언제든 사물에 감응하면 곧장 그 올바름을 드러낸다. 이것이 사물을 바로
잡은 격물이며, 양지를 사사물물에 실현한 치지이다. 결국 왕기의 격물은 본체와 작용이 이미 한
몸인 양지, 즉 현성양지이자 치지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격물은 공부가 될 수 없으며, 양지에
대한 별도의 인위적인 노력과 공부 역시 필요치 않게 된다. 단지 하나의 생각으로 몸소 돌이킴, 즉
일념자반(一念自反)으로써 양지의 온전함을 그대로 드러내면 될 뿐이다. 일념자반이 공부의 시작
이자 완성으로 삼는다. 섭표는 이것을 초월적인 경지에 치우쳐 깨달은 후의 해방에만 집중한 것이
라고 공격하면서, 지나치게 고원하면서 비약적인 왕기의 공부론을 비판한 것이다. 섭표에 의하면
공부에는 순서와 절차,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섭표의 격물관
섭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양지에 본체와 작용의 구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작용은 본체로부터
비롯되고 본체는 작용의 근거가 된다는 체입이용자생(體立而用自生)의 체용논리로 양지와 치지,
그리고 격물을 설명하였다. 섭표의 입장에서 양지는 진실하고 온전한 본체이자 적체(寂體)로서 미
발(未發)의 중(中)이다. 섭표는 바로 이러한 양지 본체를 중시하면서 미발의 중인 적체(寂體)로 돌
아가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공부가 바로 양지를 실현하는 치
지, 이른바 치양지이다. 치지 그 자체는 지선에 이르는 온전한 본체공부이며, 그 시작이 곧 근본으
로 돌아가서 천명을 회복하는 귀근복명(歸根復命)이다. 치지를 통해 양지 본체의 근본으로 돌아갔
을 때, 자연히 그 효험 및 효과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섭표가 말하는 효험은 바로 사물을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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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격물이다. 이러한 격물은 치지 공부가 달성되어 드러난 부차적인 작용으로서의 효험일 뿐이지,
그것이 양지 본체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왕기는 섭표가 양명학의 기본 공식
인 원융한 상태의 양지 이론에 위배되었다고 비판하고, 구양덕은 섬표의 양지 본체와 치지 공부,
그리고 격물 효험을 하나로 통일된 구도에서 설명하지 않고, 단지 명확하게 구분하려고만 했다고
비판하였다.
3) 구양덕의 격물관
구양덕에 격물에 대한 관점은 왕기와 같이 인용구체(因用求體) 및 즉체즉용(卽體卽用)의 체용
논리를 기반으로 삼았다. 구양덕은 양지⋅격물⋅치지, 그리고 본체와 공부를 하나의 통일된 구도
에서 설명하고 있다. 구양덕의 관점에 따르면 양지는 본체로서 그 작용인 치지와 구분되지만 양지
와 치지는 본래 하나의 일이다. 그 이유는 치지는 양지를 안으로 돌아보고 항상 그곳[양지]에 만족
하는 것이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지는 양지 본체에 합일되는 경지, 즉 양지가 실현되며, 이
것은 섭표가 말하는 바와 같이 미발의 고요함[적(寂)]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의식이 이미 발
동한 감응변화 속에서만 양지 그 자체의 활동 및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양덕이 생각
하는 치지는 이발한 의식에서 양지를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치지를 위한 실천
적⋅실제적⋅실질적인 공부가 바로 격물 공부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양덕의 격물은 양지의 단서가
드러나는 이발의 상태에서 양지에 의거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공부이다. 이러한 격물의
완성이 바로 치지이다. 따라서 치지는 반드시 격물 공부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양덕
은 섭표가 본체로서 양지와 공부로서 치치, 그리고 그 효험으로서 격물로 구분한 것을 비판한 것이
다.
이러한 구양덕의 해석은 체용일원의 논리구조에서 양지⋅치지⋅격물이 하나로 통일된 구도에
있지만, 공부론의 측면에서 양지 본체와 치지, 그리고 격물이 서로 구분됨을 보여준다. 이것은 구
양덕이 왕기와 섭표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절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은 각주⋅인용[원문번역]⋅용어 사용 등 수정 및 보강되어야 부분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 부분은 논문의 기술적⋅형식적인 부분이므로 토론의 열외일 것이다. 하지만, 본문은 논자의 문
제의식과 연구목적이 뚜렷하고 논의의 전개도 비교적 잘 작성되었다. 이에 특별히 본문의 내용 및
주장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소지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명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본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 물음에 대해 논자의 견해
및 가르침을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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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본 논문에서 제기된 왕기와 섭표, 그리고 구양덕의 공부론은 송대 유학의 도남학과 호
상학, 선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 도남학의 미발체인은 마치 섭표의 공부론과 흡사
하고, 호상학의 이발찰식은 구양덕, 그리고 선불교의 돈오돈수적 수행관은 왕기의 공부론과 매우
흡사하다. 왕기와 섭표, 그리고 구양덕의 공부론이 선불교⋅도남학⋅호상학과 어떠한 사상적 관
련, 이를 테면 공부론의 연원이나 영향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자의 견해 및 가르침을 청한다.
두 번째, 양명학의 공부론에서 인간은 누구나 양지를 갖추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도덕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출발점 역시 온전한 양지를 갖춘 선한 도덕존재이다. 만약 양
지가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하여 자발적으로 악을 제거하는 도덕능력임을 인정한다면, 인간은 결코
악해질 수 없고 그러면 결국 공부의 의미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론자는 왕기의 주장이 더 양
명학의 기본 입장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섭표나 구양덕 역시 양지의 완전성을 긍정하기 때
문에 궁극적으로 공부 방법의 부분을 미흡하다. 공부의 취지 및 목적 중 하나는 미완성의 단계에서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지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완성된 도덕본
체이다. 따라서 토론자의 입장에서 이 양지에 대한 공부는 결국 무용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인간의 신체 및 육체에서 나오는 인욕의 억제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즉 인욕은 실존적으로 양지를 실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이 선하게 되려면 인욕을 제거하는 공부는 필요하다. 토론의 소지
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욕을 제거하는 공부의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만약 공부의 주체
가 양지에 있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미 완전체인 양지가 결코 인욕의 실현을 제지할 것이다.
하지만 실존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인간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반대로 공부의 주체가 인욕에
있다면 악의 근원인 인욕이 어떻게 양지를 실현해낼 것인가? 혹시 인욕의 능력에 양지에 대한 자
각 및 실현을 돕는 무언가의 힘이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의 능력이 있어 양지에 대
한 자각 및 실현을 돕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양지 본체에 대한 도덕적 위상은 격하될 것이다.
결국 양지의 실현은 인욕의 제거이며, 인욕의 제거는 양지의 실현이라는 구도의 논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토론자는 이러한 양지와 인욕의 관계에 대한 양명학의 실질적인 공부 방법론
을 토론의 문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자의 견해 및 가르침을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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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奮程
(臺灣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博士後研究)

目
前言
第一節
第二節
第三節
第四節
代結論

次

國家/國族主義建構的顯題化
建構溫和的國族主義或新天下主義的方式
康有為派的國族建構：以唐文明的論述為例
曾昭明命題：中華儒教帝國

前言
隨著近年中國的崛起，清末開始的救亡圖存看來已經不是個問題，問題反而是中國在
當代崛起，像是中國威脅論與中國的國家定位問題隨之浮現，具體的問題像是中國在當今的
國際秩序中應該扮演哪種角色。這個所謂的｢中國因素｣1)是各方關注的問題。各地學者們思
考的是，｢中國因素｣或｢中國模式｣2)的正反兩面意義，持反面意見的人認為｢中國因素｣意味
著霸權的國族主義甚至帝國主義侵略。但是，持正面意見的學者則主張中國崛起確立了一種
深具啟發性的｢中國模式｣，可以克服現代性的困境，像是國族主義下的國際衝突。其中，中
國大陸學者多認為｢中國模式｣可以有正面的意義，儘管他們的基本立場有所不同，但都不約
而同地希望從傳統的｢天下｣概念中創發出一套｢新天下主義｣的論述說明中國崛起的正面意
涵，正面肯定儒家思想在其中扮演了重要的角色。但是在相反陣營的學者們反而認為儒家思
* 本文用｢國族主義｣而不用｢民族主義｣翻譯英文的｢nationalism｣，我設想的情況是，國族指一個國家內包
含了多個民族，而非單一民族的情況。但是有時候會根據脈絡而使用｢民族主義｣一詞。另外，本文基
本上以Ernest Gellner的研究理解｢國族主義｣，他以｢文化｣與｢組織｣作為理解｢國族主義｣的關鍵，而｢國族
主義｣是｢一種政治信條，主張文化的相似性就是最基本的社會關係連帶，無論人與人之間是否有權威
關係存在，權力的基礎是建立在團體成員全都屬於同一個文化或國族｣。Gellner的另一種說法是：｢國族
主義基本上是一項政治原則，主張政治與國族的組成單元，兩者必須等同一致。｣（Gellner，2001：1）
1) 吳介民在2012年出版的≪第三種中國想像≫讓｢中國因素｣在台灣受到熱烈的討論。
2) 中國大陸官方的說法，如習近平選擇用｢中國智慧｣與｢中國方案｣。（梁治平，201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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想才是中國模式的國族主義擴張的核心。要如何正確地理解儒家的角色，是本文關心的問
題。本文的論述架構如下：第一節指出對於中國大陸的學者來說，國家或國族建構是個怎樣
的問題，必須滿足什麼條件。第二節舉出一些具體的國族建構的方式。3) 第三節以唐文明
的論述為例，指出這可能是最順理成章的建構方式。第四節會以曾昭明的研究為出發點，指
出前述的各種建構方式最終都讓儒家被設計成中華帝國的核心，這並非儒家之福。本文的結
論是，缺乏當代新儒家的心性儒學作為支撐的政治儒學論述，最終就算成為官方的意識型
態，也不過是一套治術，失去了儒家真正的精神。

第一節 國家/國族主義建構的顯題化
中國崛起是一個不爭的事實，而被認為對現行世界秩序造成威脅。但是，中國未來的
走向對中國大陸學者來說其實並未成定論，因為作為一個國家的中國還在建構中，大家都在
爭奪定義｢中國｣的話語權。中國的自由派有的圍繞著民族或國族主義的問題來理解中國的國
家建構，追問究竟是哪種國族主義才是當今中國應該主張的？從國族主義的角度切入理解
｢中國｣。劉擎就認為，（劉擎，2009）中國崛起的事實讓人們重新思考｢中國｣的意涵，因為
從救亡圖存開始學習西方，原初意義的｢中國｣已經不復存在。自晚清以來，在學習的過程
中，就一直從西方的角度理解｢中國｣，從而在現今有著中國主體性建立的問題。如果說中國
崛起意味著｢中華文化的偉大復興｣，這會不會也意味著複製了西方現代性的問題或危機，從
強大走向野蠻，陷入西方西伐利亞主權民族國家的體系中，接受強權即公理的邏輯。因此，
他區分｢富強的邏輯｣與｢文明的邏輯｣，後者是克服西方現代性。既然要找出克服西方現代性
的文明邏輯，又必須有別於西方的範式，建立中國的範式，基本上無可避免地必須回到中國
的傳統文化中尋求資源。
從國族主義的角度切入與從中國傳統文化找資源，對自由派來說可以是並行不悖的兩
條線。在中國，國族主義通常以愛國主義（patriotism）的方式顯現出來，（楊毓團，2016：
21）對劉擎來說，這種愛國主義式的國族主義必須有所改造，這意味著，自由派的中國論述
將定位在特定的愛國主義式的國族主義之上，即自由主義的愛國主義或國族主義，中國式的
國族主義對治的是兩種負面的因素，第一是近百年來的民族創傷記憶，第二是國家一體化造
成的認同單一化傾向。如果基於這兩種負面因素而有的國族主義將會極端與危險的，隱然指
向未經改造的國族主義會危及國際秩序。劉擎訴求Habermas、Jan-Werner Müller與Maurizio

3) 梁治平的＜想像｢天下｣：當代中國的意識形態建構＞可能是目前最全面檢視各種天下論述的文章，他
以或短或長的篇幅檢視了十幾種天下論述與相關的批評。參閱梁治平（2018：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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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oli等人的想法來構想中國的自由主義式國族主義，基本上就是一種憲政的愛國主義：｢公
民的認同與忠誠首先應當依據對共用政治原則和價值的認知與承諾，而不是民族的自然屬性
（種族、語言、宗教、文化與歷史）。｣（劉擎，2014：236）如此建構的愛國主義似乎就有
劉擎想要的成果，首先，國家利益的特殊重要性或優先性不再是理所當然的，而是有條件的
和需要以理由證成的。換言之，反對國家利益高於一切的絕對正當性，反對次級群體必須讓
位於國家或民族整體價值。第二，這是一種溫和的愛國主義，它堅持公民對國家有特殊的義
務，但是這種義務並非道德上無限制的。第三，這種溫和的愛國主義某種程度還是信奉祖國
或民族的優越性，也承認其他國家與民族也有同等的正當自我優越的要求和主張，拒絕唯我
獨尊的｢民族優越論｣，反對把其他民族視為低下劣等，承認國際正義的基本原則。筆者認為
劉擎的問題在於，第一，中共統治下的中國目前並非一個民主的國家，採用預設了民主政治
體制而有的憲政民主意義的愛國主義論述看來是一廂情願的作法，根本不切實際。第二，劉
擎隱然區分了兩種國族主義，憲政公民（civic）的國族主義與種族文化的（ethnocultural）國
族主義，而認為後者是有害的，才需要用憲政政治原則馴化它，改造為好的公民的國族主
義。當然，因此衍生的問題是，究竟這兩種國族主義是否涇渭分明，各自是鐵板一塊，本文
之後會討論此兩個國族主義的問題。論者如高全喜（2014）就曾指出中國大陸的自由派忽略
了對中國來說，關鍵的反而是國家建構的問題，在思考國家建構問題之前就把西方的自由主
義的各種主張照單全收是有問題的，是一種幼稚病。高全喜的看法其實指出了，中國大陸自
由主義的國族主義構想必須預設了中國大陸已經是憲政民主國家，但是高全喜並沒有明言中
國的國家建構一定朝向憲政民主制度走去。高全喜強調的是建立一個大一統中國的主體性，
此中涉及兩岸四地與國內少數民族的主權與治理問題，就必須顯題化國家建構的問題。
總而言之，第一，中國大陸學界有著一個國家建構或國族建構的共識；第二，各個學
派的學者都強調這種建構是中國主體性的建構；第三，這種國族建構立足在對某種國族主義
的理解之上；第四，國族建構作為中國大陸學界的一個共識基本上預設了一個大一統的中國
或中華民族建構；第五，對於中國國族主義的理解對中國大陸學者而言，必須滿足起碼兩個
條件：一、中國主體性，因此必須從傳統文化找到資源，基本上就是｢天下｣與｢夷夏之辨｣這
兩個概念；二，中國式的國族建構不能是侵略性或排他性的國族主義。

第二節 建構溫和的國族主義或新天下主義的方式
自由派的許紀霖的論述（2012）是其中一種嘗試。許紀霖比對｢以中華文明為核心的天
下主義｣與｢以西方為中心的文明論｣，以及｢以中原文化為標準的夷夏之辨｣與｢社會達爾文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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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為基礎的種族論｣。許紀霖認為，中國之所以從前者走向後者，很大程度是因為晚清開始
的西方侵略，最終蛻變成激進的與排他的民族主義。這種近代的蛻變其實與中國傳統的天下
觀念與夷夏之辨背離。許紀霖指出：｢天下乃是放之四海而皆準的禮儀秩序，不僅適用於一
朝一國，而且是永恆的、絕對的仁義價值與禮樂規範。天下之價值來自于超越的天道而從西
周開始，天就被認為是內在地具有德性的，天道與人道是相通，天意通過民意而表達，天下
也就因此擁有了既是超越的、又是世俗的倫理價值。｣（2012：66-67）而｢夷夏之辨｣則是｢文
明性分野，區別的是與天下價值關連的文明之有無。｣（2012：67）在這種架構下就建構出
許紀霖的｢新天下主義｣（2014），並且可以回應中國的內部與外部近年來同樣面對嚴峻的局
面：國內是民族與宗教衝突、分離主義與恐怖活動；國外則是邊境領土之爭的戰爭危機，以
及各國民族主義意識的高漲讓區域戰爭的可能性日漸提高。許紀霖認為這些危機的本源是極
端的國族主義，一旦它成為國家的最高價值，就會帶來毀滅性的災難，而應以｢新天下主義｣
取代之。根據上述的框架，這種源自中國古代傳統智慧的新天下主義聚焦在天下秩序是一種
價值文明秩序，是普遍的、無所謂西方還是中國的，不侷限在特定的民族或國家或學術思
想，是全人類的價值。與這種天下主義相關連的｢夷夏之辨｣不是敵我關係，也不是種族概
念，而是文明概念。夷與夏的不同只在於有沒有信奉天下主義的普遍文明價值，而這種文明
價值不是先驗決定的價值，而是可後天學習的價值，特定的文化只是實然的事實，但是文明
卻是應然的價值。既然是這樣一種普世的文明秩序，他所建構的就不是中國特定文化意義下
的國族與國家構想，而是要尊奉天下主義，否則就是只是建立我們與他者之別，而無法有普
世的人類價值。許紀霖在主張上述普遍意義的新天下主義的時候，他同時不否定中國需要實
現民族與國家的復興夢想，更重要的是實現民族精神的世界轉向，這其實意味著中國文化中
的天下主義具有的是普遍價值的文明，只是新天下主義加入了傳統天下主義沒有的新元素。
首先，傳統的天下主義在地理上是一差序格局，是以中原為中心的萬邦來朝的朝貢系統。新
天下主義則要克服這種等級意義的天下秩序，為了實現去中心與去等級化的國際秩序。新天
下主義引入的是｢民族國家主權平等原則｣，對外，在國際上沒有種族文化上的華夏與蠻夷之
分，國與國之間是平等的關係，承認彼此的自主與獨特性。對內，在中國國內秩序中漢族與
少數民族在法律身分上都是平等的，尊重與保護不同民族的文化獨特性與多樣性。第二，新
天下主義的普遍意義在於，它不是將某一特殊的文化文明提升到普遍文明的地位，不追求特
定文明在國際秩序上具有支配性地位，而是一種｢共用的普遍性｣。許紀霖在論述上是以中國
的朝貢系統為例，說明傳統天下主義的不適當，但是他針對的其實是西方文明。他反對在當
代應該以西方文明的遊戲規則為普遍標準，他認為新天下主義的共用普遍性是各種文明與文
化之間的｢重疊共識｣。雖然許紀霖借用羅爾斯（John Rawls）的｢重疊共識｣來說明何謂｢共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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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普遍性｣，但是他卻顛倒使用羅爾斯的構想。羅爾斯認為在民主憲政國家的國內應該在不
同的宗教、哲學與道德信念之間尋求重疊共識，而建立政治自由主義的秩序，而在國際卻以
普遍人權法建立全球秩序。許紀霖則反過來主張，國內的秩序需要的是一種有實質內容的公
共價值，不能以重疊共識為基礎。但是在多元文明與民族文化的國際社會卻是要尋求重疊共
識，不能以西方文明的人權標準作為秩序的標準。許紀霖的構想其實是一種杭廷頓式
（Huntingtonian）的國內與國際秩序觀點。具體而言，他認為當今中國國內需要的是一個具
有同一性的國族認同，多民族的國家無法通過民主制度來解決多元文化的衝突；根據歷史經
驗，一旦政治民主化，統一的國家就面臨崩解的危險。許紀霖在國內秩序或正當性問題上否
定用民主程序來回答，而用兩方面的方式回應，第一就是｢憲法愛國主義｣，平等尊重各個民
族與國民，以憲法為核心強化國族認同。第二則是讓儒家成為漢民族的文化認同，同時保護
少數民族的獨特性與認同，這就是統一在中華民族名義下一體又多元的國族建構。4)
在同一個知識氛圍下，劉悅笛（2017）也以類似的方式建構｢溫和民族主義｣，看起來跟
許紀霖的建構很像，只是劉悅笛的這種國族主義宣稱不要走許紀霖高舉的新天下主義的路
線。劉悅笛的國族主義建構也有不少問題。劉悅笛說：｢所謂溫和民族主義，即以理節
情的節制，把握情理合一的度的民族主義。它分爲對外與對內兩個層面：在對外節制方
面，表現爲把握適度融入世界主義之度。……在對內節制方面，表現爲把握適度收斂民族
鋒芒之度，變成爲民生與民權所限制的民族主義。如果沒有民生爲根基，民族主義就會
犧牲民生；如果沒有民權爲前提，民族主義就會傷害民主。｣（2017：389）
首先，很奇怪的是，劉悅笛跟某些中國大陸的自由派一樣，忘記了中國目前還不是一
個民主國家，｢傷害民主｣從何說起？同樣犯下了高全喜指責自由派的幼稚病。其次，劉悅笛
主張，｢在此基礎上所體現出的中國式民族主義新路，對內應該是複綫式發展的民族主
義，多數民族與各個少數民族共生協進。對外則是以儒家的等差愛爲準則的民族主義，
而不是以墨家的兼相愛 爲標準，更不同於以歐美爲中心的那種看似平等等愛、實則差之
遠矣的國際地緣政治體系。｣這樣的主張衍生兩個問題：一、在一個大一統中國的情況下，
內部的多個民族如何｢共生協進｣？只有民生沒有民主的情況下如何調和？二、就對外或在國
際上，劉悅笛除了主張採用儒家的差等愛為原則的國族主義外，也主張中國式的國族主義走
的是｢大同之路｣，用以區隔｢新天下主義｣，而區別兩者之處在於，｢大同不是以本我文化
爲中心的，而天下則預設了中土的本我。……從本質上看，天下大同中的天下是天下
4) 梁治平指出，趙汀陽的天下論述與許紀霖的同異：｢（兩人）的思考始於對現實世界的不滿，而且這種
不滿也與這個時代的民族國家意識有關。不同的是，前者的不滿針對的是民族國家時代世界的無序狀
態，後者的不滿卻首先指向中國，指向中國崛起過程中所面臨的日益嚴峻的內、外緊張局勢。｣（梁治
平，2018：121）本文因篇幅關係，在此暫時不處理趙汀陽最引人注意的｢天下體系｣論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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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公的，而一天下中的天下則藏有偏私，這一點恰恰被人們所忽視了。進而觀之，無
論是當今的世界主義背後所預設的歐美中心主義，還是中國古代墨、荀

所主張的一同天

下或一天下背後隱匿的本土中心主義，其實皆非中正之論。｣（2017：393-394）劉悅笛的
溫和國族主義一方面主張儒家差等愛原則，另一方面主張大同無偏私（同時否定｢一天
下｣），但是這其中存在著不一致的地方，畢竟劉悅笛也承認他所否定的｢一天下｣也來自先
秦儒家。筆者認為，劉悅笛的溫和國族主義建構需要釐清的地方比他想要解決的更多，在此
不一一羅列出來。
不管是｢新天下主義｣或是｢大同之路｣，都是同樣在利用中國傳統文化中的儒家思想的
某些概念建構一套符合當今中國的國家方略。另一個例子是楊肇中（楊毓團）的嘗試，在此
對他的論述做一些疏理，希望對眾多利用儒家資源建構出的國族主義或天下論述的可能性有
更多的掌握。楊肇中論述的特別之處在於，他主張中國傳統中早就有民族主義，其特徵是：
｢富有文化普世主義意識的天下主義觀念｣（2016：21），因此，中國的民族主義不是與受
西方影響後的近代產物。對於作為中國傳統的民族主義的｢天下主義｣，楊肇中有如此定義：
｢然而，何謂天下主義呢？在文化、政治意義上，它主要體現為：一套基於以中原為中
心、其他區域為次第邊緣的地理空間想像之上的具有普世特質的大一統的政治文明體
系。｣而這樣理解的｢天下主義｣內含的是一套文化價值體系，以｢夷夏之辨｣的價值判斷表達
出來。基於孟子｢用夏變夷｣的說法，因此，中國獨特的天下主義式民族主義具備普世的意
涵，可以包容他者，夷文化融合到夏文化之中。楊肇中認為，根據這樣理解的中國傳統的國
族主義（天下主義）相較於西方近代強調｢種族｣與｢政治權利｣的民族主義更具有包容性或
｢極強的伸縮性｣（2016：24-25），儘管歷史上有著各個民族的衝突，但最終卻融合成為近代
的｢中華民族｣。楊肇中指出，西方的民族主義雖然有普世主義的面向，卻是負面的：｢頗具
偽善性。譬如，以美國為代表的西方國家，其慣用的手法是：私心自用地推行具有普世主義
特性的所謂自由民主政治文明來最大限度地貪攝非正當的利益，以滿足其民族國家自身發展
的需要。｣（2016：26）。
相較於許紀霖與劉悅笛的國族主義建構方式，楊肇中從一開始就主張中國有著獨特的
國族主義，而且是好的國族主義，即天下主義，只是或顯或隱出現在中國歷史中，在中國強
盛的朝代如漢唐，就有明顯的天下主義，在積弱的宋朝，天下主義就隱藏起來，而出現近乎
西方的民族主義。中國式的國族主義有著獨特的文化平等性，不是從先天的種族血緣，而是
從後天可改造的文化意涵去理解。西方的國族主義卻是進化論的民族國家建構，對人類造成
不幸。總而言之，楊肇中在中國傳統好的－西方壞的國族主義的二元框架下主張，當今中國
的國族主義建構就不能根據西方的壞的國族主義模型建構，而應該回溯中國傳統的天下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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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為建構模式。
整個國族建構的方向，如果不從提出的時間次序上看，自由派的許紀霖開始到劉悅笛
到楊肇中，都挪用中國古典的｢天下｣觀念與｢夷夏之辨｣來進行國族建構，進而重整國際秩序
為天下秩序。他們都淡化人們一般而言對民族主義的理解而有的疑慮，像是侵略性，以及民
族主義使得國際秩序變成一個叢林。
以上各種論調都有其難以自圓其說的地方，尤其對中國大陸的自由派來說，處境其實
頗為尷尬。首先，為了確立中國主體性，他們不得不用中國傳統的儒家觀念，諸如｢天下｣與
｢夷夏之辨｣這些觀念去建構國族構想。第二，但是作為自由主義者，他們又不得不用憲政自
由的觀念去約束民族主義的可能危害。第三，更重要的是，自由派的確有著高全喜批評的，
中國既然並非民主憲政國家，又何來憲政的國族（民族）主義或愛國主義？但是自由派卻無
法真的高舉國家建構，畢竟在政治上作為一個國家的中國已經成立已久。

第三節 康有為派的國族建構：以唐文明的論述為例
相較於中國大陸自由派，大陸新儒家的論述更沒有包袱，可以完全不用考量政治上國
家建構的問題，而只是考量文化上的國族建構問題。這一點在大陸康有為派（康派）唐文明
的論述上可清楚看到。
對唐文明來說，在建構國族的過程中最核心的概念是｢夷夏之辨｣，他認為這概念有三
重意涵：｢教化意義｣、｢種族意義｣與｢地理意義｣（唐文明，2013：52），但是，跟其他的論
述一樣，夷夏之辨的教（文）化價值意涵是他最重視的。雖然在唐文明的論述中，夷夏之辨
的教化意義才是他的核心，不過，其他兩種意涵也是如影隨形的隱藏在後面，甚至可以說是
教化意涵的前條件。這首先是因為教化預設了被教化的對象，也就是在中華民族這一國族之
內的，漢族以外的其他民族，這是教化意義預設了種族意義。第二，教化的範圍必然是在政
治中國地理範圍下的各個民族。
唐文明的國族建構論述從晚清開始的歷史抓出一條明確的線索，即無論是以孫中山為
首的民族革命派或以梁啟超為代表的君主立憲派，他們都共同支持以漢民族為首的中華民族
作為單一單位的國族（內含滿、蒙等民族）。這個單一國族的政治載體就是從中華民國到中
華人民共和國的政治上統一的國家。唐文明用馬戎的｢政治一體，文化多元｣（2013：62）指
稱這種現狀。唐文明並不滿足這種現況，即國家建構完成，但是國族建構卻還是進行式，他
指出：｢我們更應當思考的，是在承認文化多元的前提下的文化一體的可能性，是一種能夠
超越、容納、成全多元文化的文化機制的可能性。｣（2013：63）這個從｢政治一體，文化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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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進至｢政治一體，文化一體｣的關鍵還是在於｢夷夏之辨｣。如果說其他論者沒有明說出｢夷
夏之辨｣背後其實是一套漢文化中心的國族建構規劃，作為（大陸新儒家）康派的唐文明就
明確地指出：｢現在我們說，漢族之所以具有極強的包容性和融合力，之所以能夠成為中華
民族的凝聚核心，其文化上的根源就在於在漫長的歷史中造就了漢族的那個有著自己所主張
的普世價值，也因此具備了巨大的接納和吸收能力的教化傳統，即儒教。我們將現代以來中
國人對這一點的認識稱為中華民族的教化自覺。｣（2013：70-71）這裡所謂的｢自覺｣其實就
是｢建構｣（2013：57）。對於中國在政治上的國家建構問題，唐文明稱之為｢秦始皇－李斯
問題｣（2013：74），而文化融合論或一體化的問題，唐文明稱之為｢漢武帝－董仲舒問題｣
（2013：75-76），而後者看來必須要從國家層面開始進行，是從上而下的教育問題。
從最簡單的國族主義意涵來看，即｢國族主義基本上是一項政治原則，主張政治與國族
的組成單元，兩者必須等同一致。｣（Gellner，2001：1）中國的政治現實（一體）與國族文
化（多元）現實還沒達到同步的情況，我們可以說政治現實先行一步，國族文化的一體化還
沒完成。唯有兩者同步後，中華民族的國族主義才算是成立。Gellner認為｢國族主義乃是關
於政權正當性的理論｣，即政治權力必須掌握在同一個國族的人之手上，如果由外族掌握了
政治權力，是必要推翻該政權。既然如此，那當國家是一個多民族的國家，儘管在政治上統
一，主權獨立且有完整的疆域，問題的解決方式可能是，第一，把國內的所有民族融合成同
一個國族。或第二，讓國內的各個民族分別獨立成為不同的主權獨立的國家。第一種選擇無
疑是中國大陸學者們的必然選項。

第四節 曾昭明命題：中華儒教帝國
當康派學者如唐文明主張中華民族的國族建構是以漢文化－儒家建立的儒教作為文化
機制，並且由國家推動建構，又如何可以如他所宣稱的那樣：｢容納、成全多元文化｣？在當
前的政治現實下看來是不可行的，畢竟中國大陸還不是一個民主國家，由國家來推動的以單
一民族文化價值的一體化自然帶來很大的一慮。台灣的曾昭明就曾撰文＜歧路徘徊的中國
夢：民族國家或天下帝國＞討論中國大陸學者的國族建構作為｢中國因素｣的問題。基本上，
曾昭明在文中同意台灣政治學者吳介民把中國現行的政經體制定調為｢以民族復興為號召的
黨國體制｣（曾昭明，2014：30）。曾昭明以幾個命題來說明現在的中國國族建構，第一個
是｢班納迪克˙安德森－吳介民｣命題，（曾昭明，2014：32-33）即中國正從傳統帝國轉型為
現代民族國家的過程中，在完成之後就會成為現行國際秩序的其中成員。第二個是｢漢娜˙鄂
蘭－柄谷行人｣命題，（曾昭明，2014：34-35）即中國的民族復興是偽裝成為建構民族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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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帝國建設｣方案。曾昭明認為上述兩個命題的關鍵差異在於帝國建構有神聖文化作為其核
心，這個神聖文化就是｢儒教｣，有著｢化夷狄為華夏｣的文明使命。筆者認為，這樣的理解可
以稱為｢曾昭明命題｣，即中國大陸的國族建構是儒教帝國的方案。相較於唐文明的國族建構
構想，曾昭明的理解走的更遠。唐文明頂多只是一種在現存政治主權國家的疆域完整下進行
國族建構，即｢政治一體、文化一體｣，但是曾昭明認為建構中的中華帝國有著帝國的特徵，
他引用Michael Hardt與Antonio Negri的說法：｢帝國的統治不知邊界為何物｣。曾昭明擔心的
是，這種以神聖文化為使命建構出來的帝國，為了建立信仰共同體，最終沾滿血腥。
筆者認為，曾昭明對這種帝國式的國族建構的擔憂甚至恐懼並非沒有理由。除了說，
唐文明的｢政治一體，文化一體｣或｢文化融合論｣本身如何可以避免一體化或融合過程當中的
族群壓迫的問題之外，還有以儒教作為國家教化的正當性問題，即為什麼在一個多元文化的
國家內應該要以漢文化－儒家作為教化的標準。學者如劉悅笛主張的｢溫和民族主義｣或類似
的解消民族主義有害疑慮的方案，不會因為這樣的國族建構加上了｢溫和｣兩字就可以消除他
人的疑慮。另外，楊肇中的論述中指出中國傳統的天下主義｢極強的伸縮性｣（2016：24-25）,
這樣的陳述可能更不利於宣稱中國的國族主義建構是善意的，並不會造成威脅，可能被理解
為要建立不知道｢邊界｣為何物的帝國。
劉悅笛與楊肇中兩位都把中國的國族主義定位為溫和的或好的國族主義，根據這些論
述，中國的國族建構似乎可以避免像曾昭明命題所指控的帝國主義的問題。只是，我們怎麼
能判斷某種型態的國族主義就是溫和的（好的），其他型態的國族主義卻是極端的（壞的）
國族主義？
在學界，國族主義以二分法的方式區分公民的（civic）國族主義與種族文化
（ethnocultural）的國族主義，前者被歸為理性的、好的，後者則是不理性的、壞的。種族文
化的國族主義者通常信奉該社會成員有著共同的祖先，以有著共同的起源、語言、宗教等事
情為榮。而公民的國族主義者卻是聚焦在共同居住疆域的家園，以及信奉其國家與公民社會
制度，而產生出特殊的國族性格與公民文化，不管成員源自哪個種族，都同在一個命運共同
體中。種族文化的國族主義被形容為是｢往回看的｣（backward-looking），公民的國族主義是
｢往前看的｣（forward-looking）。但是公民的國族主義是否一定是好的，種族文化的國族主義
是否一定是壞的，卻不一定。根據David Brown的研究，像是在印尼蘇哈托（Suharto）的統治
時代，就是威權方式表現的公民國族主義，（Brown，2000：54）我們不能因為那時候的印
尼是公民的國族主義就說那是好的國族主義。很多的國族主義其實同時包含了公民與種族文
化的形式，這意味，單一化處理某種國族主義是誤導的作法。我們看回去中國大陸的情況，
現行的國族建構方案雖然很大程度訴諸古代儒家的一些概念，主要像是｢天下｣與｢夷夏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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辨｣，但是這些方案不只是往回看中國的傳統，也有著希望不同種族文化的國家成員凝聚為
共同國族的一份子，成就一個命運共同體的構想，如唐文明；又像是自由派的劉擎希望中國
的國族主義有著自由主義的憲政元素，劉悅笛構想中的國族主義是以民權作為基礎，楊肇中
認為儒家政治與西方的法治與憲政可以對話，並且因此可以重建儒家的國家論述（楊肇中，
2018：24-25）。中國大陸的國族建構方案這樣看來是以｢前後一起看｣（backward & forwardlooking）的方式出現，就著它既是國家公民的，又是種族文化的，很難說它是溫和的還是極
端的。筆者認為，關鍵點在於中國大陸不是一個民主國家，沒有一個成熟的公民社會監督政
府，溫和還是極端存乎中國大陸的黨與政府的一念之間。
根據上段的論述，曾昭明命題的疑慮很難因為國族理論建構者說其建構是溫和的或好
的國族主義就可以打消。曾昭明命題的成立與否，很大程度依賴於中華帝國的核心是儒教神
聖文化有著｢化夷狄為華夏｣的文明使命。關於這點，筆者希望透過反對把｢儒家理解為儒教｣
而稍微解消曾昭明命題的疑慮。李明輝教授在討論台灣的｢中華文化基本教材｣爭議的時候，
反對謝世民與陳瑞麟主張｢儒家是一種宗教｣，李教授指出：｢但無論我們如何理解儒家，我
們至少無法否認一項事實：在中國歷史上，儒家從未建立一個教會與一個神職團體。這是儒
家與一般宗教根本不同的地方。｣（李明輝，2014：276）曾昭明命題中蘊含的中華帝國是一
種政教合一（Caesaropapism）的構想，正如李教授指出：｢（政教合一）這個概念預設強大的
教會之存在。中國的儒家既無教會，如何會有政教合一或政教分離的問題呢？｣（李明
輝，2014：277）李教授否定儒家是一般而言的宗教，儒家既沒有教會組織，又沒有政教合
一的問題，神聖文化的推動｢化夷狄為華夏｣的文明使命看來是個假命題。這似乎就可以解消
曾昭明命題中｢中華帝國｣實際上等於｢中華儒教帝國｣的疑慮。
無論是中國大陸國族建構的學者或是反對這種國族建構的台灣學者，都認為儒家在其
中扮演著重要的角色，大陸學者認為儒家的角色是政權正當性的來源，而台灣學者會認為儒
家扮演著帝國擴張的理論依據，即化夷狄為夷夏。筆者認為這對於當代新儒家來說應該是把
儒家拖下水的作法。上述李明輝教授從歷史的角度指出儒家並非一般而言的宗教，我們據此
可以說，論者無法把儒家合理地理解為中華帝國的國教，不能拖儒家下水。歷史學者葛兆光
也從歷史證據的角度分別批評了新天下主義者與康派的論點。（葛兆光，2015）新天下主義
者將古代的夷夏之辨理想化，但是無論是｢天下｣、｢夷夏｣這些概念必然有著地理上的中心與
四方，族群的我（中心）與他（邊緣），文化上的文明與野蠻，政治上的尊卑差別。葛兆光
批評天下主義者只抽取古代典籍中的片段來進行創造的詮釋，脫離了特定的語境與歷史背景
來理解古代典籍只是反歷史的歷史想像，表現出的只是浪漫的情懷與崇高理想，如此引申下
的天下秩序與系統就是一種｢烏托邦｣。葛兆光憂慮的是這種以｢新天下主義｣為名的浪漫情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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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崇高理想，有可能變質成為偽裝成世界主義的民族主義，而不只是｢世界主義｣的同名詞，
一旦這種構想成為官方意識型態並在政治上落實，就很有可能會造成戰爭。在另一方面，葛
兆光針對大陸新儒家康派｢回到康有為｣的說法提出批評，否定康有為的｢三世說｣與｢大同｣的
說法可以成為未來世界的制度，康有為的主張必須放置在大清帝國的多民族國家中才能獲得
理解，即他最終肯認的是大清帝國在政治統治上的合法性，如果康派延續了康有為的構想，
最終要建構的國族與國家還是傳統意義的帝國。葛兆光的結論其實同於曾昭明命題中的疑
慮，即國族建構帶來的是帝國重建的壓迫與侵略。
不過，即使我們可以從歷史的角度駁斥國族建構的論述有任何符合歷史真實的面向
（儒家不曾是一個西方般的教會組織，又或是康派脫離歷史脈絡理解的康有為主張並非事
實），但是，中國大陸的國族建構除了有｢往回看的｣（backward-looking），也有｢往前看的
（forward-looking）｣的面向，它不只是種族文化的國族主義，也是一種命運共同體的國族主
義。歷史的真相可能對國族建構者來說並不重要，重要的是讓國族建構中的種種要素，例如
具備國家教化功能的儒教成為真實（making true）。如此一來，我們要如何防止曾昭明命題
中的中華儒教帝國的實現？可能是我們之後必須考量的問題。

代結論
李明輝教授曾批評國族建構的工程，｢所謂國族建構就是要建構中國成為一個民族國
家。可是民族國家這個概念完全是近代西方文化的產物，是1648年≪西伐利亞和約≫簽訂
之後，與西方國家主權的概念結合起來的產物。……況且民族主義在西方已造成無窮的禍
害，兩次世界大戰都是民族主義造成的，其副產品就是帝國主義和殖民主義。目前在西
方，民族主義與

國家主權的概念都在鬆動，最明顯的例證就是歐盟的成立。｣（李明

輝，2016：10）李教授的憂慮其實同於曾昭明對於建構中華帝國的憂慮，都憂慮國族建構的
後果是帝國主義的擴張。但是，一旦國族建構與主權（包含著疆域完整）的概念結合在一
起，我們更擔心的反而是中國大陸國內其他民族必須根據儒教為標準被一體化（同化）的可
能後果。
因為中國大陸國家意識型態面臨挑戰，所以各家高舉儒學大旗競爭國家意識型態的位
置。筆者認為對當代新儒家而言，以儒學為核心進行國族建構是誤入歧途的方案，對儒家本
身並沒有任何幫助。當代新儒家尤其是在牟宗三先生的理解下，5)國家建構並未完成，但這

5) 當代新儒家唐君毅、牟宗三與徐復觀三位先生對於國族與國族主義的看法有分歧，但是對於開出民主
的立場一致的。對於新儒家內部的分歧將另文討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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並不是說需要建構一個｢政治一體，文化一體｣的國族，而會認為建立民主國家才是中國的
出。牟宗三在≪道德的理想主義≫中提出｢儒學第三期之發揚｣（牟宗三，1985：2），其中
涉及｢政治之現代化｣（1985：2）也就是關於國家體制方面主要有兩點，一點就是｢民族國
家｣作為實現歷史文化的憑藉，（1985：6,

11）另一點則是民主政治，它作為牟宗三著名的

｢三統之說｣的其中一統，即政統：｢政統之繼續，此即由認識政體之發展而肯定民主政治為
必然｣。（1985：序6）筆者認為民族文化與民主是新儒家政治正當性的兩根支柱。6)牟先生
的理論方案，是用｢心性儒學｣以某種方式，即良知之自我坎陷的方式證成民主。正是因為當
代新儒家有著心性儒學的面向，而康派沒有心性儒學作為基礎，成為這兩者的分野。若儒學
真的成為了官方意識型態，可能就像余英時所說的｢死亡之吻｣7)，儒家被官方收編，如同在
漢朝，儒家就只是｢儒術｣或｢政治化的儒家｣，即統治國家之術，而不再具有獨立性與批判
性。這是所有當代儒家應該最擔心的事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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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於梁奮程先生所撰 [國族主義與天下──兼論新儒家的立場] 的評論
李 演 都 (韓國中央大學)

梁先生在此文章中，對於現今中國大陸所強調的｢國族主義｣進行重新檢討，並從新儒
學的角度來分析國族主義的負面影響。梁先生提出：以國族主義爲基礎的政治儒學是一種缺
乏儒家基本精神的政治理念，也是一種政治策略而已。同時梁先生指出中國在現今國際政治
秩序中扮演什麼樣的角色。國族或民族主義問題不僅在中國和臺灣，而且對韓國和日本來說
是一個至關重要的、值得研究的主題。特別是目前中美貿易戰爭、韓日經濟戰給東亞地區的
政治經濟情況帶來負面影響，可以說東亞的和平繁榮面臨着嚴重的挑戰，也同時急需東亞知
識學界的反思和討論。從這種角度來看，梁先生的這一篇文章在學術思想上爲我們帶來很大
的啓發，也富有現實意義。藉此，筆者想與梁先生討論若干問題，請您多指教！
一、本文的中心概念是｢國族主義｣。梁先生在此文章中將｢國族主義｣和｢民族主義｣區分
開來。｢國族｣是指一個國家境內的多民族的通稱，即以文化認同性爲根底的政治共
同體，而與同一民族概念有所區別。就多民族國家中國而言，｢國族主義｣一詞比｢民
族主義｣更符合於現實。一般來說，中國人自稱｢中華民族｣，那麼｢中華民族｣是否國
族主義之一種？請問您所說的｢國族主義｣與｢民族主義｣或｢中華民族｣有什麼不同？
二、東亞地區的民族主義自從近代民族危機中演變下來的。中國和韓國的民族主義曾在
近代西歐列強及日本帝國主義的侵略中，爲｢救民救國｣精神的發芽和反帝運動起到
了重要的影響。與此相反，現在中國的國族主義已經成爲｢中國崛起｣的政治理念。
｢民族主義｣有正負兩面：民族主義作爲克服自己民族危機的方法可以發揮積極的作
用，也同時隱藏著不少對他民族和他國的排他性、威脅性。然而，中美在軍事、政
治、經濟上霸權爭奪的情況下，官方呼籲並鼓吹以儒學及文化的認同性爲中心的共
同體意識，從某種角度來看，似乎是不可避免的選擇。對中國國族主義（民族主
義）的批判應該要考慮這一問題，您如何看待？
三、在中國和韓國當代社會中，儒學成爲像｢遊魂｣似的存在：除了作爲學界學術的｢儒
學｣之外，我們從現實世界中很難找到儒學的因素。目前中國大陸的政治儒學確實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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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濃厚的政治性色彩，但我們仍然使儒學停留在文化學術領域裏，是否正確？如有
儒學對現實政治制度和現實生活的積極作用和因素，就應該積極開發和適用。英美
國家爲中心的當代民主代議制也存在著不少問題，我們可以試圖摸索東亞傳統儒學
對現實政治制度的適用或應用。您如何看待這一問題？謝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