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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가 윤리적 개념인 恕와 惻隱은 공감 혹은 동감의 맥락

에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서와 측은은 모두 추론이나
상상과 같은 인지적 요소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인지적 요소의 개입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거리를 초래하
고, 이 거리는 공감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만든다.

장자의 濠梁之辯에 보이는 앎은 타자의 체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인지방식이다. 이런 식의 동감에는 개인의

독립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장자의 동감에도 판단의 요소가 개입해 있으므로, 개
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공감과 달리 판단 등의 인지적 요소가 공명현상의 뒤에 적용된
다는 점에서 구분될 뿐이다.

주요어: 공감, 동감, 장자, 기, 심, 공명.

Abstract

Ethical concepts of the Confucianism, such as 恕 and 惻隱, wer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empathy or sympathy. However, Both 恕 and 惻隱 seem to presuppose cognitive
factors such as reasoning and imagination. The involvement of these cognitive factors

leads to the distance between self and environment, and this distance does not guarantee the veracity of empathy. The cognition in Zhuangzi’s 濠梁之辯 is a way to fully experience the experience of other beings. This kind of sympathy may have the problem of not
being able to secure individual independence. However, Zhuangzi’s sympathy involves

factors such as judgement and reasoning, thus securing individual independence. However, unlike Confucianism’s empathy, cognitive factors such as judgment and reasoning
are applied only after re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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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의 동감 -장자는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았을까?1. 들어가는 말

[장자] [추수]편에는 호량지변이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이야기의 대강은 다음

과 같다. 호수를 걷던 장자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말하자, 동행하던 혜시는 다른 존재의 심리적 상태
를 알 수 없다는 가정에 토대해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불필요한
논쟁을 멈춘 장자는 아까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말한다. 1)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는 이런 앎은

의식을 투과하지 않는 즉, 독립된 존재로서의 인식주체를 배제한 즉각적 앎처럼 보인다. 로저 에임스
는 이 점을 명시했다. 에임스에 따르면 이런 앎은 인식주체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상황 의존적이고,

참여적이며, 기술적이기 보다는 해석적인 앎이다. 2) 그는 호량지변의 요지는 모든 앎이 이런 방식으

로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3)

나카지마 다카히로의 견해도 흡사하다. 그는 먼저 구와코 도시오의 견해를 인용한다. 나카지마의 인

용에 따르면 구와코는 장자의 앎이 특정한 시간 속에 놓인 신체, 그 신체에 대해 일정한 관계에 있는
물고기와의 배치관계에 의존한다는 즉, 신체배치를 가진 체험을 통해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았다는

식으로 해석했다고 한다. 나카지마도 이와 유사하게 헤엄치는 것의 유쾌함은 고립된 심적 현상이 아

니고, 신체가 배치된 체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한다. 4) 이런 앎은 내가 소유했다기 보다는 그 상황

에서 발생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는 실제로 물고기의 즐거움이라는 나의 특이한 경험이 내가 호
수에서 물고기와 만난 상황에서 성립되었다고 해석한다. 5)

한센은 앎의 기준에 대한 상대주의적 맥락에서 이 논변을 해석한다. 그는 장자의 앎이 상황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고기가 유영하는 모습에 자신을 대입시켜서 즐겁다고 말했다
는 뜻이다. 6) 혜시의 입장을 심리상태는 오직 직접적 접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앎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라고 해석하고, 이런 입장이었으므로 혜시는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한센은 장자가 복수의 앎의 기준을 인정하는 동시에 혜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로

써 보자면 장자가 보다 논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7) 장자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인지

한 방식에 초점을 맞춰보자. 한센의 해석은 에임스 그리고 나카지마의 해석과 양립할 수 없다. 한센

은 추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하는데, 추론은 그 자리에 없었어도 알 수 있는 앎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추체험처럼 추론이나 상상 등에 의거하는 앎은 고립된 인식주체의 존재와 조화롭다. 상황의존적이
지 않고 참여적이지 않으며 나카지마가 말하는 신체배치가 요구되지도 않는다. 사실 이런 앎 즉, 추

론적 지식은 마음을 중심으로 보는 앎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부합한다. 이와 반대로 에임스와 나카
지마의 해석은 앎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상이하고, 오히려 앎에 있어서 몸의 기능을 중시하는 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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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지의 관점과 부합한다. 체화된 인지에서 몸은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최소한 보조적 역할을 한

다고 말해진다. 몸이 단순히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은 몸이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몸의 상태를 바꿨을 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런 입장의 적절한 예다. 거울뉴런과

같은 생물학적 토대에 의해 타인에게 공감하는 경우라면, 몸 그 자체가 인지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
해야 할 것이다. 8)

앎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한센의 해석이 그럴 듯해 보일 것이다. 추론을 통해 아
는 외에 어떤 방식으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을까? 그러나 그의 해석은 [장자]전체와는 어울

리지 않는다. 본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자는 추론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상적인 인지방식을 말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량지변에서 장자가 자신이 극복해야 할 인지방식을 방어해야 할 이유가 무엇
이겠는가? 역으로 에임스와 다카히로의 해석은 호량지변에 보이는 인지방식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에임스와 다카히로의 해석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에임스와 다

카히로는 참여적인 신체를 통한 앎에 관해 말하면서도, 그런 앎이 어떤 앎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
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고립된 마음이 앎을 소유한다’와 같은 앎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상반되는 인지적 특
성을 나열할 뿐이다. 이런 태도는 상관된 몇 가지 문제점을 초래한다. 먼저, 그들은 장자의 인지에 관

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화된 인지를 말하면서 장자를 예거할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 그 결과 그들의 논의는 체화된 인지의 논의를 소개하는 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셋째, 장자를 단순히 체화된 인지의 예로 소비함으로써 장자가 소개하는 인지방식의 특성

에 대해서 고찰하지 못하고, 결국 인지에 관한 논의 자체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이상의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자의 개념과 이론에 보다 천착할 필요가 있고, 인지에 관한 춘추전국시기
의 논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대 인지과학의 논의를 참고하되 중국철학의 지평에서 장자의 개념으로 장자의 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호량지변에서 장자가 옹호하는 인지는 추론이나 상상 등의 인지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특별한 인지방식이되, 다른 인지방식과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제

안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心에 대한 유가와 도가의 태도를 개관한 후, 心과 氣를 통한 인지의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기를 통한 인지방식의 기제를 고찰할 것이다. 끝으로 기를 통한 인지
가 전반성적 인지과정으로서 심을 통한 인지와 결합될 수 있다는 해석을 보여줄 것이다. 본고의 해석

은 장자의 인지방식과 그에 기반한 장자의 수행론 및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현
대의 인지에 관한 연구와 공감과 동감에 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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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에 대한 유가와 도가의 입장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고달프게 하고, 그의

근골을 수고롭게 하며 그의 체와 부를 주리게 만든다.” 10) 체는 육체요, 부는 피부다. 굳이 체부라고 표

현한 데는 이유가 있다. 체라고 할 때보다 체부라고 할 때 표피의 어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표피라는
어감을 강하게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무릇 지는 기의 장수요, 기는 몸을 채우는 것이다.” 11) 몸이

일종의 그릇과 같음을 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체부라고 하면 육체라고 할 때보다 그릇의 의미전달

이 수월하다. 志(之+心)는 定向된 마음 즉,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12) 결국 맹자
의 인간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체, 기, 심의 셋이다. 맹자는 이 중에서도 심을 중시한다.

공손추가 물었다. “이미 지가 이르면 기가 따른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그 뜻을 견지하고 기운

을 흔들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지가 한결같으면 기를 움직인다. 기
가 한결같으면 지를 움직인다. 이제 저 뛰고 넘어지고 하는 것은 기인데, 도리어 그 마음을 요동
치게 한다. 13)

정향된 마음인 志는 심을 대표한다. “귀와 눈 같은 감각기관은 생각하지 않아서 외물에 가리 운다.

물과 물은 교차하면 서로를 당길 뿐이다. 심장이라는 기관은 사려한다. 사려하면 얻고 사려하지 않

으면 얻지 못한다.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능력이다.” 14) 심의 사려하는 기능은 욕정을 제어하고 도덕
성의 발현을 조장한다. 선악을 판단하고, 판단의 결과를 행동으로 옮긴다.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도

심이 몸의 군주라고 했다. “이, 목, 비, 구, 형은 각각 접하는 바가 있어서 서로에게 능력을 주지 못한

다. 이것을 일러 천관이라고 한다. 심은 가운데의 비어 있는 곳에 있으면서 감각기관을 다스린다. 이

것을 일러 천군이라고 한다.” 15) 감각기관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맹자는 욕구가 감관에 뿌리를 내리

고 있다고 말했다.

몸에는 귀천이 있고 대소가 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해치면 안 된다. 천한 것으로 귀한 것을 해

쳐도 안 된다. 그 작은 것을 기르면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면 대인이 된다... 맹자가 말했다. 대

체를 따르면 대인이 되고, 소체를 따르면 소인이 된다. 모두 사람인데 어떤 이는 대체를 따르고 어
떤 이는 소체를 따르는 것은 왜입니까? 이목의 감각기관은 사려하지 않아서 사물에 가리운다. 사

물과 사물이 만나면 서로를 끌어당길 뿐이다. 심장이라는 기관은 사려한다. 사려하면 깨우칠 수
있다. 사려하지 않으면 깨우치지 못한다.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다. 16)

귀와 눈 같은 감각기관에도 성향이 있고, 심장에도 성향이 있다. 그러나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의
성향은 단순한 욕구이고, 심장에 있는 성향은 도덕성이다. 맹자는 육체로서의 몸을 체라고 했으므로
130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

대체라고 할 때는 체의 귀한 것 즉, 도덕성이 소재한 심장과 도덕성자체를 가리킨다. 17) 심장의 사려하

는 기능은 판단 즉, 몸에 산재하는 특정 성향이 일어날 때 그것을 구현해도 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무엇을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심장이 아닌 몸의 다른 부위는 그런 성

향을 발현시킬 뿐이다. 그러나 심장은 사려함으로써 특정 성향을 구현해도 되는지 판단한다. 순자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유가의 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사려하는 기능을 하는 실천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덕경]은 다르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단단
하게 한다. 18)

생명을 더하는 것을 요망하다고 하고, 마음이 기를 부리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19)

인용문에는 심보다 기가 중요하다는 점이 가정되어 있다. 이런 입장은 [열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몸은 심에 합치하고 심은 기에 합치하며 기는 신에 신은 무에 합치한다.” 20) 이 글은 수양론의

단계적 발전을 보여주는데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은 ‘無’이지만, 과정에 있어서 ‘心’과의 결합을
경유해 ‘氣’에 합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심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근거는 없지만 기를 보다

중시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미 말했듯이 도덕 판단의 주체로서 심은 성향의 발현을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모종의 기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장자는 이런 마음을 고
착된 마음 즉, 成心이라고 칭하고 폄하한다.

무릇 그 성심을 따라 스승으로 삼는다면 누구에게라도 스승이 없겠는가? 어찌 반드시 세상의 무

궁한 변화를 알아서 마음으로 그런 이치를 기준으로 취하는 이들만 성심으로서의 스승이 있겠는
가? 어리석은 이도 함께 성심을 지니고 있다. 아직 마음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시비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월 땅에 갔는데 어제 이르렀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된다. 21)

[제물론]에서 장자는 몹시 크지만 약해서 쓸 수 없는 박의 무용함을 탄식하는 혜시의 마음을 빽빽하

게 솟아나 있는 쑥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 22) 성심이나 봉심은 앞뒤가 꽉 막힌 이의 답답한 마음만

을 가리키지 않는다. 일반적 의미의 마음 즉, 사회문화적 훈습에 의해 내재화된 신념체계를 통칭한

다. 장자는 이처럼 굳어진(成) 마음이 없는 상태를 가장 이상적으로 평가한다. 23) 유가와 도가의 심에
대한 입장은 상반된다. 이 점은 인지방식에 대한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인지방식에 대한
차이가 심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인지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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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 [인간세] 편에서 공자로 화한 장자는 위나라의 폭군을 설득하러 가겠다는 안회를 말린다. 그

는 안회가 위나라의 임금을 설득하기는커녕 도리어 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소
통 방식을 알려준다.

너는 마음을 한결같게 하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心으로 듣지 말고 氣로 들어라. 귀는

듣는데서 그치고 심은 상징을 통한 앎에 그치기 때문이다. 기라는 것은 텅 비어서 외물을 기다린
다. 아! 도가 텅 빈 곳에 모인다. 텅 빈 상태를 심재라고 한다. 24)

인용문에서는 기와 심, 그리고 귀를 인지방식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장자는 기를 통한 인지방식

을 권한다. [열자]에서는 도에 능한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도와 같을 수 있는 이는 또한 귀를
쓰지 않는다. 눈을 쓰지 않고 힘도 쓰지 않는다. 또한 마음도 쓰지 않는다.” 25) 기의 인지방식은 보이
지 않지만 감각기관과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인지방식을 가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를 통한 인지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감각기관, 심, 기의 구도 그리고 인지라
는 맥락이 같을뿐더러 인지방식에 관한 입장도 부합하는 셈이다. 그런데 [맹자]에는 이와 대비되는

글이 있다. 맹자는 부동심에 관해 말하는 중 자신의 논적자인 고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하
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자는 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찾지 말라.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에서 찾지 말
라고 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에서 찾지 말라는 것은 괜찮지만 말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찾지 말라는 것은 바르지 않다. 26)

맹자, 장자, 그리고 열자는 모두 ‘말/소리-심-기’의 구도를 공유하고 있다. 맹자와 장자가 대략 같은 시

기를 살았다는 점과 전국중후기 이래의 도가 사상을 폭넓게 보여주는 [열자]에도 유사한 구도가 보

인다는 점을 고려해보자. 최소한 전국시기의 중국인들에게는 인지를 ‘감관-심-기’의 구도로 이해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말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인지방식일까?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받아들이는 인지의 일부과정을 가리키는가?

고자의 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에서 찾지 말라는 글을 참고해보자. 귀로 듣는 것은 그 자체로

온전한 앎이어야 한다. 27) 따라서 ‘귀로 듣는다는 것’은 감관을 통해 받아들인 내용을 이성으로서의
마음이 판단한다고 할 때의 감관을 통한 수용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귀로 듣는 것은 축

자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일 것이다. 예를 들어, 너무나 사랑하지만 연인을 위해 헤어져야겠다고 마음
먹은 이가 ‘나는 네가 싫어’라고 말했다고 해보자.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에서 이해
하는 것이요, 귀로 듣는 것이다. 고자는 말의 배후를 억측함으로써 생기는 번심의 제거를 염두에 두
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어떤 인지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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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의 이어지는 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맹자는 앞에서와 같이 고자를 비판한 후, 자신이 말을

잘 안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말한 ‘知言’은 말 자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다. “편향
된 말에서 말하는 그가 가려진 바를 알고 음란한 말에서 그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알며 사특한 말
에서 그가 바른 도리를 떠났음을 알고 도망가는 말에서 그가 곤궁한 바를 안다. 그 마음에서 생겨나
그 정사에 해를 끼친다.” 28) 지언은 말의 배후, 말의 축자적 의미로는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을 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언을 기를 통한 인지로 보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기는 주관적으로 느껴지지만 객관적으로도 지각된다... 공자는 특히 말의 기운인 사기(辭氣)에서
더 깊은 속내를 읽어냈다. 유가 사상가인 맹자孟子(기원전 371~기원전 289)는 두 가지 특별한 재능

에 관해 말한다... 두 번째는 지언知言의 재능이다. 철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므로, 두 번째의 자랑
을 들으면 단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능력이다.” 29) 인용
문은 구리야마가 한의사의 맥진을 설명하는 대목에 나온다. 맥진은 맥을 흐르는 기의 상태를 확인하

는 진단방식이다. 기를 통한 인지의 의학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맥진과 지언을 대등한 인지방식으
로 비유하면, 지언도 기를 통한 인지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일견 구리야마의 해석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를 통한 인지는 분명 사고, 판단, 계산 등의 인지방
식과는 구분된다. 오히려 느낌의 포착 혹은 체험에 가깝고, 지언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문헌에 충

실한 해석이 아니다. 지언을 잘 한다고 자부하는 글은 ‘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자의 견해를 비판하는 대목에 곧 이어진다. 따라서 ‘마음으로 아는 것’이 지

언이어야 한다. 기를 통한 인지가 아니다. 구리야마의 해석과 본고의 해석을 양립시킬 수 있을까? 심

을 통한 인지와 기를 통한 인지 사이에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하면, 두 해석을 양립시킬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기를 통한 인지를 거부하는 맹자의 입장은 이런 해석을 약화시킬 것이다.

‘나는 네가 싫어’라는 말의 축자적 이해에 그치는 것이 고자의 방식이다. 지언에 능하다고 자처하는
맹자는 말의 이면 즉,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래서 보내 줄거야 라는 속마음을 보는 방식이다.

지언을 잘하는 맹자라면 말 자체가 아니라 표정, 주저하는 말의 뉘앙스, 슬픈 눈빛에서 진심을 포착

했을 것이다. 이렇게 행간을 통해 본심을 아는 것이 마음을 통한 인지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해석에

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감관-심-기에 대한 맹자와 장자의 이해가 부합한다고 가정해보자. 앞에서 보
았듯이 장자는 귀는 말에 그치고 심이 符에 그친다고 했다. 30) 일견 符는 특정 언어가 함축하고 있는

객관적 형상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들리는 것에 그친다는 것과의 차이를 설명
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왕필은 [周易略例] [明象]편에서 언을 통해 상에 도달한다고 말
한다. “토끼를 잡으면 올무를 잊는다...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는다. 따라서 말은 상의 올무인 셈이
고, 상은 의의 통발인 셈이다.” 31) 符는 당연히 象과 통한다.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상이 부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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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는 말을 들으면 나무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상은 그러한 객관적 형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이 전달하는 의는 화자가 종국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의는 ‘나는 네
가 싫어’라는 말의 축자적 의미 뿐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이의 속마음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장자의

符는 말이 상기시키는 객관적 형상 뿐 아니라 말의 색감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고, 부를 단순히 객
관적 형상이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말의 색감을 통해 본심에 도달한다는
맹자의 지언은 상을 통해 의에 도달한다는 것과 같다.
기를 통한 인지는 어떤 앎일까?

4. 기를 통한 인지

[장자] [양생주]편의 포정해우고사에서 포정은 자신이 소를 도축하는 과정을 ‘神遇’라고 표현한다.

“방금 저는 신으로 만났고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감각기관을 통한 앎이 멎어야 신이 움직이고자
합니다.” 32) 감각기관을 통한 앎은 특정 사물을 감각하고 판단하는 즉, 앞에서 말했던 귀로 듣고 마
음으로 이해한다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신우는 그런 감각적이고 이성적인 인지 기능을 배제한 방식

으로서, 앞의 논의에 따르면 기를 통한 인지에 다름 아니다. 기를 통한 인지는 어떤 것일까? 주지하
듯이 [장자]에서 장인은 이상적 인간을 상징한다. 33) 포정이 대표적인데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매

미 잡는 장인도 마찬가지다.

나의 처신하는 법은 마치 곱추와 같다. 나는 마치 고목의 가지처럼 팔을 잡고 매미가 앉기를 기다

린다. 비록 천지가 크고 만물이 많다지만 나는 오직 매미의 날개만 안다. 나는 몸을 뒤척이지도 않
고 어떤 것으로도 매미의 날개와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어찌 매미를 잡지 못하겠는가? 34)

포정과 인용문의 매미 잡는 이가 일을 하는 방식 혹은 그런 일을 할 때의 인지방식이 부합한다고 가

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매미 잡는 이는 온전히 자신의 일에 몰입해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神

遇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어떤 잡념도 없이 일 자체에 온전히 몰입해 있는 상태, 일을 마친 후에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나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을 가리킨다. 이처럼 감각기관과 마음이 모
두 멎은 상태는 망아 상태에서의 인지라고 할 수 있다. 35) 망아의 아는 사실 판단하고 사려하는 주체

로서의 심에 부합한다. 망아의 상태에서 일어난 인지작용은 기를 통한 인지일 수밖에 없다. 기를 통
한 인지의 기제(mechanism)는 무엇일까?

음악은 기를 통한 인지의 기제를 알려주는 단서처럼 보인다. 음악의 인지는 심으로 상징되는 반성적

앎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을 정초한 존슨은 이 점을 비교적 명시적으로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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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며, 음악적 운동의 패턴에 의해 한정된 방식으로 느낀
다는 것이다. 이런 느낌은 정서적 흐름의 패턴이 전반성적인 층위에서 유의미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의미하다.” 36) 인지학자로서 존슨은 음악적 앎을 신체적인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유기

체와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되는 신경 활성화의 패턴으로 간주한다. 37) 전국시기의
철학자들은 음악이 특별한 인지방식을 대표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종종 음악을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화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
로 순자를 들 수 있다. “선왕은 백성들의 어지러움을 보고 아송의 음악을 제정하여 백성들을 인도했

고 그 소리가 넉넉히 즐겁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들었다... 음악은 사람에게 깊이 들어간다.
속히 교화시킨다. 그러므로 선왕은 삼가 음악을 꾸몄다.” 38) 어떻게 음악을 통한 교화가 가능할까? 음

악이 발생시키는 공명현상 덕분일 것이다. 공명현상에 관해서는 [회남자]와 [춘추번로]에 유사한 예
가 실려 있다.

이제 저 악기의 현을 고르는 이가 궁조를 뜯으면 궁조가 응하고 각조를 뜯으면 각조가 응한다. 39)

시험 삼아 가야금의 현을 골라보라. 궁조를 뜯으면 다른 악기의 궁조가 응하고 상조를 뜯으면 다
른 악기의 상조가 응한다. 40)

어떻게 공명하는가? 동중서는 동기끼리 공명한다고 답한다. “이제 평지에 물을 부으면 마른 곳에서

습한 곳으로 흘러간다. 땔나무를 고르게 펴 두고 불을 붙이면 습한 곳에서 떠나 마른 곳으로 간다. 만
물은 모두 자신과 다른 것을 떠나고 같은 것을 따른다. 그러므로 기가 같으면 만나고 소리가 맞으면

응한다. 이 증거가 분명하다.” 41) 음악을 통한 교화통치도 이런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사특하고 더러
운 기에 접하지 않게 한다. 이것이 선왕이 음악을 제정한 이유다. 그런데도 묵자는 이를 비판하니 어
째서인가” 42) 주희는 기가 우주를 틈 없이 채우고 있다고 함으로써, 어느 곳에나 떨림을 전달할 수 있
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43) 더 나아가서 음악이 혈기를 흔들어 놓는다고 말했다.

음악은 사람의 혈기를 흔들어 놓아 어떠한 작은 선하지 못한 뜻도 드러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그
러면 곧 온전히 천리에 부합한 상태가 된다. 이것이 이른바 음악에서 이룬다는 말의 뜻이다. 비유

하자면 사람이 약을 먹음에 처음에 먹으면 그만이지만, 오랫동안 복용하면 이목이 총명해져서 저
절로 힘을 얻는 것과 같다. 44)

앞에서 말한 ‘기, 심, 체’의 인간관으로 돌아가 보자. 육체는 그릇이다. 그릇 안에는 생명물질 혹은 생

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기가 존재한다. 45) 육체라는 그릇안의 기가 공명함으로써 앎을 가능하게

한다. 포정의 신우가 장인이 망아의 상태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한 상태를 묘사한 표현이라는 점을

상기해보자. 기를 통한 소통은 사려하고 판단하는 심의 작용 없이 공명하는 것이다. 장자가 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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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통을 중시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장자의 지향은 逍遙에 있고 소요하기 위해서는 是非(신념체
계)와 好惡(선호) 즉, 심으로 대표되는 자아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를 통한 소통은 이런 요청
을 만족시킨다. 그런데 이런 기의 공명을 통한 앎은 심의 인지방식과 무관할까?

독자적 앎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응제왕]편의 뒷부분, 혼돈이야기 직전에 신묘한 무

당 계함이 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를 통한 인지는 이처럼 언어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신비한 인
지방식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명에 그치는 앎이라면 즉, 심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적 개념이 수반되는 인지과정과 무관한 앎이라면 그것이 사람에게 추천할만한 적절
한 앎일 수 있을까? 앞서 인용한 존슨의 전반성적이라는 표현을 상기해보자. 이것은 공명이 반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적 개념으로 포착된다는 생각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의

공명을 통한 앎도 심의 기능에 의거하는 앎과 상호 협조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의 모두
에서 언급했던 호량지변으로 돌아가 보자.

5. 심과 기의 조화
장자가 혜시와 호수의 다리에서 소요하고 있었다. 장자가 말했다. 피마리가 나와서 조용히 노니니
이는 물고기의 즐거움이다. 혜자가 말했다. 그대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

는가? 장자가 말했다. 그대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함을 아는가?
혜자가 말했다. 나는 그대가 아니므로 결코 그대를 알지 못한다. 그대는 결코 물고기가 아니므로
그대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 말로 온전한 말이다. 장자가 말했다. 근본으로 돌

아가 보자. 그대는 네가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라고 말했다. 너는 이미 내가 그것을 앎을
알고 내게 물었다. 나는 그것을 호수가에서 알았다. 46)

장자는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곳에서 장자의 앎은 언어나 사려를 통해

서 얻은 것이 아니다. 혜시의 입장은 토마스 네이글의 논문 what is it like to be a bat(1974)을 연
상시킨다. 네이글과 마찬가지로 혜시도 체험의 사밀성 즉, 인식주관의 사밀성에 토대해서 다른 존재

의 심리상태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47)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자. 사실 피라미가 무엇인가를

느낄지조차 알 수 없다. 피라미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장자는 나는 이미 알고 있
었다고 말한다. 존슨의 어휘로 말하자면 신경 패턴이 활성화됨으로써 알았다고 할 수 있고, 본고에

서 도출한 장자의 개념과 이론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장자는 기의 공명을 통해 즉, 물고기의 즐거움

에 공명함으로써 알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48) 그런데 감각경험과 판단, 사려 등의 기능을 상징하는
심을, 장자가 전적으로 부정했을까?

136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

[도덕경] 3장의 弱其志를 생각해보라. 심을 상징하는 지를 약화시키라는 것이지 지를 없애라는 의미
가 아니다. 19장의 少私寡欲도 마찬가지다. 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다. 3장의 無知無欲도 과도한
욕망의 제어를 요구한 구절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욕망을 완전히 제거한다면 생명작용이 불가능하

다. 욕은 판단, 사려 등과 함께 심의 중요한 속성에 속한다. 그렇다면 욕에 대한 평가는 심에 대한 태

도와 통하고 심에 대한 부정적 진술은 심의 작용 일체의 부정이 아니라 특정한 양상의 작용을 비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의 작용 일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정이 단순한 반응이 아
니라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렛(Lisa Feldman Barrett)은 감정발생과정을 전의식단계와 의
식의 단계로 양분하면서 양자의 협조적 관계를 암시한다.

나는 당신이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각할 때마다 당신이 또다시 개념을

사용해 범주화하면서 내수용과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성된 감정 이론의 핵심주제다... 범주화는 뇌의 일상적인 활동이다. 49)

심리적 체험은 모종의 느낌 혹은 감각에 범주화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앎이 된다는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사실 이 점은 호량지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의 작용이 없다면 장자는 물고기의 즐거움

을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고기가 즐겁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개념화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장자도
심이 사태를 개념화하는 기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셈이다. 결국 그가 비판한 것은 왜곡일 것

이다. 특정한 사태에 있는 그대로 공명하지 못하고 그 사태를 자신의 신념체계나 선호에 따라 왜곡
하거나, 이런 왜곡이 반복됨으로써 결국에는 어떤 자극에는 공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

리라. 그렇다면 공명을 통한 전의식적 체험과 체험을 사실 그대로 옮기는 심의 작용이 장자가 추천하
는 인지방식이라는 소결을 도출할 수 있다.

6. 나가는 말

주지하듯이 도와 만물의 세계는 다르지 않다. 50) 따라서 도와 만물은 존재론적으로 독립된 범주가 아

니다. 다만, 인식론적 맥락에서 독립된 범주일 뿐이다. 즉, 이 세계가 곧 도의 세계인데 특정한 인지
적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도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특정한 심리상태

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런 인지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심리상태를 도가

에서는 虛靜이라고 표현해왔다. 허정은 과다한 욕망이 동력으로 기능하는 시비와 호오가 없는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욕망, 시비, 호오 등은 모두 심의 특성 혹은 기능이다. 그러므로 도가의 이상

적 심리상태는 심의 기능이 제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심의 기능이 제어되면 기를 통한 공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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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인지 능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장자는 심의 인지 기능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사

실 심의 전적인 부정은 인간의 진화론적 역행을 의미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심이 존재한다면 공명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의지가 부정되지
도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유능력도 마찬가지다. 다만, 자신의 의지로 사태

를 재구성하거나 왜곡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위나라의 폭군을 설득하러 가는 안회에게 일러주는 말
을 인용했는데, 이어지는 글에서 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의 교화가 받아들여지면 울고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그만 둬라. 경계를 두지 말고 어떤 한계도 없는 일자에 마음을 둔 상태로 부득이함

에 의거하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 51) 장자는 공명이 이끄는 대로 순응하고, 공명을 의도적으로 유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셈이다. 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심은 세상
을 재구성하려는 못된 경향이 있다. 장자는 이런 경향의 제어 혹은 소거를 요구한다. 재구성이라는
심의 기능이 제어될 때, 사태의 온전한 체험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장자가 요구하는 인지는 사태의 왜곡 없는 온전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앎의 방식이다. 그런
앎의 방식을 통해 얻게 되는 온전한 체험이 진리로서의 道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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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參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핵심은 恕다. 유가

윤리의 행위원리라고 할 수 있는 서는, 공감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이선열은 서개념의 핵심이 공감과 배려의
태도에 있다고 했다. 이선열, [타자대우의 두 원칙], [율곡사상연구] 24집, 2012, 78쪽. 이 외에 권상우, [유학의 사이 윤리학:
측은과 서], [동서철학연구] 79, 107쪽에서도 서를 공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감, 동정, 동감 등 개념의 의미와 관련된 논의는

이승훈, ｢다양성, 동감, 연대성｣, [동양사회사상] 25, 2012을 참고할 수 있다. 권상우는 인지적 요소가 개입하면 거리가 생긴

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권상우(98쪽) 그는 이런 해석을 이승훈의 논문에서 차용했다고 말하는데, 논자는 이승훈의 논문에서

그런 진술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상, 추정 등의 인지적 요소는 타자와의 거리를 전제하므로, 이런 해석은 타당해 보
인다. 이상의 논의는 동감의 조건을 암시하는 듯하다. 다른 이와의 거리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단하고 사려하는 주체를 배제한 인지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승훈은 측은을 정서적 공감이라고
하면서 상상력과 추론에 의거해서 알 수 있는 인지적 공감과 구분한다. Darwall(1988)의 논의를 참조한 그의 해석에 따르면

측은은 나와 타자의 합일을 이루는 정서적 공감에 해당하고, 서는 인지적 공감에 속한다. 이승훈, ｢다양성, 동감, 연대성｣,

[동양사회사상] 25, 2012, 13-17쪽; 권상우는 이승훈 등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서를 자아와 타자사이의 거리를 인정하는 공

감으로 측은을 합일을 초래하는 동감으로 해석하고 서를 사회적 감정으로 측은을 도덕적 감정이라고 했다. 권상우, [유학의
사이 윤리학: 측은과 서], [동서철학연구] 79, 98-99쪽.

10) [孟子], [告子章句下]: 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11) [孟子], [公孫丑章句上]: 夫志, 氣之帥也, 氣, 體之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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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論語集註], [學而]편의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에 대한 주자주: 心之所之謂之志.

13) [孟子], [公孫丑章句上]: 旣曰, ‘志至焉, 氣次焉.’ 又曰, ‘持其志, 無暴其氣.’ 何也. 曰, 志壹則動氣, 氣壹則動志也.
今夫蹶者趨者, 是氣也, 而反動其心.

14) [孟子], [告子章句上]: 耳目之官不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不思則不得也.
此天之所與我者

15) [荀子], [天論]: 耳目鼻口形, 能各有接而不相能也, 夫是之謂天官,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

16) [孟子], [告子章句上]: 體有貴賤, 有大小. 無以小害大, 無以賤害貴. 養其小者爲小人, 養其大者爲大人... 孟子曰,
“從其大體爲大人, 從其小體爲小人.” “鈞是人也, 或從其大體, 或從其小體, 何也?” “耳目之官不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不思則不得也. 此天之所與我者.

17) 정우진, [맹자 본성의 생물학적 해석-도덕적 본성의 몸과 기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3, 2019, 354-355쪽.
18) [道德經] 3장: 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强其骨.
19) [道德經] 55장: 益生曰祥, 心使氣曰强,

20) [列子], ｢仲尼｣: 我體合於心, 心合於氣, 氣合於神, 神合於無.

21) [莊子], [齊物論]: 夫隨其成心而師之, 誰獨且無師乎? 奚必知代而心自取者有之? 愚者與有焉. 未成乎心而有是非,
是今日適越而昔至也.

22) [莊子], [齊物論]: 夫子猶有蓬之心也夫
23) [莊子], [天地]: 無心得而鬼神服.

24) [莊子], [人間世]: 若一志, 無聽之以耳而聽之以心, 無聽之以心而聽之以氣! 耳止於聽, 心止於符. 氣也者, 虛而待物
者也. 唯道集虛. 虛者, 心齋也.

25) [列子], [仲尼]: 善若道者, 亦不用耳, 亦不用目, 亦不用力, 亦不用心.

26) [孟子], [告子章句上]: 告子曰, ‘不得於言, 勿求於心, 不得於心, 勿求於氣.’ 不得於心, 勿求於氣, 可, 不得於言, 勿求
於心, 不可. 논자의 독서범위에 한정된 말이겠으나, 이 구절의 해석을 본격적으로 다룬 이는 니비슨이 유일해 보인다.

27) 니비슨은 부득어언의 언을 모종의 교조적 가르침으로 보고, 고자의 부동심은 이런 교조적 가르침을 내재화하여 신념체계로
삼음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David S. Nivison, 김민철 역, [유학의 갈림길],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266쪽.

나는 그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장자의 논의와 조화롭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그는 [장자] [인간세]편의 관련 대목을
인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명확하게 인지적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니비슨, 앞의 책, 268-270쪽.

28) [孟子], [告子章句上]: 詖辭知其所蔽, 淫辭知其所陷, 邪辭知其所離, 遁辭知其所窮. ――生於其心, 害於其政,
29) Shigehisa Kuriyama, 정우진·권상옥 역, [몸의 노래], 서울: 이음, 2013, 106-107쪽.
30) [莊子], [人間世]: 耳止於聽, 心止於符.

31) [周易略例], [明象]: 得兎而忘蹄,.. 得魚而忘筌也. 然則, 言者, 象之蹄也. 象者, 意之筌也.
32) [莊子], [養生主]: 方今之時, 臣以神遇而不以目視, 官知止而神欲行.

33) 예를 들어, 프레이저는 [장자]의 장인이 보여주는 거장(巨匠)의 관점이 장자적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고 해석했다.
Chris Fraser, “Emotion and Agency in Zhuangzi.” Asian Philosophy 21:1, 2011, p. 106.

34) [莊子], [達生]: 吾處身也, 若厥株拘., 吾執臂也, 若槁木之枝., 雖天地之大, 萬物之多, 而唯蜩翼之知. 吾不反不側,
	不以萬物易蜩之翼, 何爲而不得!

35) 장자는 [제물론]에서 자신이 자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莊子], [齊物論]: 吾喪我.

36) Mark Johnson, 김동환·최영호역, [몸의 의미], 서울: 동문선, 2012, 366쪽.
37) [Mark Johnson, 앞의 책, 371쪽.

38) [荀子], [樂論]: 先王惡其亂也, 故制雅頌之聲以道之, 使其聲足以樂而不流,.. 夫聲樂之入人也深, 其化人也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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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先王謹爲之文. 樂中平則民和而不流, 樂肅莊則民齊而不亂.

39) [淮南子], [覽冥訓]: 今夫調弦者, 叩宮宮應, 彈角角動

40) [春秋繁露], [同類相動]: 試調琴瑟而錯之，鼓其宮，則他宮應之，鼓其商，而他商應之.

41) [春秋繁露], [同類相動]: 今平地注水, 去燥就濕, 均薪施火, 去濕就燥, 百物去其所與異, 而從其所與同. 故氣同則會,
聲比則應, 其驗皦然也.

42) [荀子], [樂論]: 使夫邪汙之氣無由得接焉. 是先王立樂之方也, 而墨子非之,奈何! 동기개념은 기를 통한 공명에서도
개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되어 있다. 이 문제는 본고에서는 다루기 어렵다. 이곳에서는 공명이 기의 매개에 의해
일어난다는 의미만을 취한다.

43) [朱子語類] 3:7: 鬼神只是氣. 屈伸往來者, 氣也. 天地間無非氣. 人之氣與天地之氣常相接, 無間斷,

44) [朱子語類] 35:102: 樂者, 能動盪人之血氣, 使人有些小不善之意都著不得, 便純是天理, 此所謂‘成於樂’.
譬如人之服藥, 初時一向服了, 服之旣久, 則耳聰目明, 各自得力.

45) [孟子], [告子章句上] : 氣, 體之充也; [管子] [心術下]: 氣者身之充也.

46) [莊子], [秋水] : 莊子與惠子遊於濠梁之上. 莊子曰, 儵魚出遊從容, 是魚之樂也. 惠子曰, 子非魚, 安知魚之樂?｣

莊子曰, 子非我, 安知我不知魚之樂? 惠子曰, 我非子, 固不知子矣., 子固非魚也, 子之不知魚之樂, 全矣. 莊子曰,

請循其本. 子曰, 汝安知魚樂云者, 旣已知吾知之而問我, 我知之濠上也.

47) 혜시가 다른 종의 심리상태를 알 수 없다고 했는지, 혹은 같은 종의 다른 존재자의 심리상태도 알 수 없다고 했는지에 관해
서는 확언하기 어렵다. 다만, 한센은 혜시가 다른 종 뿐 아니라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존재자의 마음도 알 수 없다고 했다고
해석한다. Chad Hansen, “The Relatively Happy Fish,” Asian Philosophy 13: 2-3, 2003, pp. 153-154.

48) 현재로서는 신경패턴의 활성화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내용이 정확히 기의 공명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두 진술이 대략 같은 인지방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수용할만할 것이고, 본고의 입장도 이와 같다

49) Lisa Feldman Barrett, 최호영 역,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파주: 생각연구소, 2018, 174-175쪽.

내수용은 오감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것과는 달리 신체내에서 발생하는 앎의 소재라고 말할 수 있다.

50) 이재권은 노자 도덕경의 도와 만물이 같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해석은 장자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재권, [노자의 학문에 대한 비판사상], [동서철학연구] 97, 2020, 16쪽.

51) 入則鳴, 不入則止. 無門無毒, 一宅而寓於 不得已, 則幾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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