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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정약용의 심성론에 해서 기존의 연구자들은 부분 정합 으로 

해석하 다. 그러나 정약용의 작들을 기(1784~1801), 기(1811~1816), 
후기(1822년 이후)로 분류한 뒤 심성에 한 내용을 추려보면 그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없지 않다. 
 기 심성론의 특징은 이황의 성리학  특색, 즉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따로 상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질지성과 도의지성을 합한 ‘하나의 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성호학 의 기존 입장을 그 로 계승한 것

이다. 기로 가면 성이 심의 속성임을 분명히 하여, 지각의 주체가 심이 

되며 성은 순선한 도심의 기호로 한정 축소된다. ‘성 기호’는 정약용이 명

제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경기 남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 말기에는 인심의 기호(形軀之嗜好)를 도심의 기호와 동

등한 수 으로 끌어올려, 두 가지의 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

는 양명학과 자신을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강조한 것일 뿐, 기의 심성론

과 본질 인 차이는 없다.  
 기부터 말기까지 정약용은 자신의 심성론을 조 씩 수정하면서, 그의 이

론에서 형이상학  색채를  지워나가려고 노력한다. 이는 한 그가 

경기 남인의 통을 이어나가면서 동시 의 다른 학 들과 구분 짓는 과정

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약용의 심성론에 해서 연구할 때는 이러한 시

 차이 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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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약용의 심성론에 해서 기존의 연구자들은 부분 정합 으로 

해석하 다. 정약용이 성이 기호라고 해석하기 시작한 시기는 유배지 

후 십 여 년이 지난 1811년 경1) 이지만, 그 에 그가 성에 해서 

어떤 을 가졌는지는 따로 논의되지 않으며, 1815년을 후로 마

무리된 경학서들2)과 10여년이 지난 후 작성된 술들3) 사이에서 발

견되는 심성론에 련된 미묘한 차이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4)

심성론에 해서 언 하고 있는 작들 사이에 십 여 년에서 심지

어 사십 여년의 세월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5) 시 에 따른 사

상  차이나 발 에 주목하는 연구자가 거의 없는 것은, 그의 심성론

의 다수 (사서와 심경)가 1815년을 후로 술되었을 뿐만 아니

라, 기 심성론  많은 양이 역시 이 시기에 정약용 자신의 꼼꼼한 

수정과 첨삭을 거쳐 앞뒤 사이에 큰 편차 없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6)

그러나 정약용의 작들을 기(1784~1801), 기(1811~1816), 후

1) 정약용이 성을 기호로 해석한 것을 증명하는 최 의 문헌은 정약 이 

1811년 음력 9월에 보낸 편지에서이다. “聞性字之義在於嗜好, 則如披雲覩天.”

2) 사서로는 논어고 주 (1813冬), 맹자요의 (1814夏), 학공의 , 학강

의 , 용자잠 , 용강의보 (모두 1814秋), 그리고 사서 이외 수양서로

서 심경 험 (1815夏)가 있다.

3)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1822)과 염씨고문소증 (閻氏古文疏證抄) (1827)

를 가리킨다.

4) 간혹 정약용의 심성론이 정합 이지 않다고 지 하는 학자가 있지만, 同

異를 극 으로 헤치지는 않는다. 로 성태용(1978)은 “茶山 自身의 

著述에도 時代의 先後가 있고 그의 주장이 반드시 一貫된 것만이 아님에 

비추어 무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思想에서 主流라고 보여지는 脈

을 따라” 정약용의 인성론을 개한다. 

5) 1784( 용강의)~1827(염씨고문소증 )

6) 특히 용강의보  서문에서 정약용은 “갑진년(甲辰年)에 쓴 옛 원고를 

가져다가 다시 삭제를 하고 윤문을 하는 과정  혹 본지에 어 난 것은 

개장하 고, 혹 성상의 질문이 빠진 부분인데 마땅히 변론을 더해야 할 

논 에 해서는 목에 따라서 총 6권으로 증보하 다”고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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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1822년 이후)로 분류7)한 뒤 심성에 한 내용을 추려보면 그 사

이에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없지 않다. 본고는 이 세 시기 

사이에 다루어진 심성론  끝까지 견지되는 논지와 비교하여 간에 

바 는 논지를 검토하여 그가 제시하는 심성론 체계의 의미를 살펴보

고자 한다.

Ⅱ. 초기의 심성론－성대설과 일성설

(性大說과 一性說) 

정약용의 철학을 분기별로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8) 심성

론에 있어 기라 함은 정약용의 경학 술이 시작되는 1784년( 용

강의)부터 유배 후 1811년 그의 형 정약 에게 성이 기호라는 것을 

창안했다고 서신을 보내기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이 사이 심성론과 

련된 표 인 술로는 용강의  (1784, 보론 제외), 용책  
(1789), 학강의 9) (1789), 학공의  (1791, 문답만 해당), 논어

책  (1791), 시경강의 (1791) 등이 있고, 후에 술한 맹자요의

(1814)나 논어고 주 (1815), 용자잠  등에도 경술년 (1790) 정조

와 문답한 내용이나 기의 견해 등이 따로 기록되어 있어, 그 후

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게 하 다.

7) 이것은 정약용의 심성론의 변화가 포착되는 시기별로 나  것으로, 각각

에 해당되는 서들의 목록은 각 장의 앞에 어 놓았다. 

8) 장태는 정약용 경학의 형성 과정을 4단계로 나 는데, 첫 단계는 태학

생 시 의 23세(1784)에 용강의 를 술할 때 (발아기), 둘째 단계는 

28세부터 39세까지 정조 측근에서 벼슬을 할 때 (성장기), 셋째 단계는 

40세부터 57세까지 (1801-1816)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경학 술 

부분이 이루어 질 때 (수확기),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57세 때 유배에

서 풀려나 ｢독상서보 (讀尙書補傳)｣, ｢염씨고문소증 ｣(1827) 등을 짓고 

매씨서평  등을 수정(改修)하던 시기(보수기)이다. ( 다산실학탐구 , 소

학사, 2001)

9) 熙政 大學講 (1789)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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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심성론의 특징

1811년 경 정약용은 성을 기호(嗜好)라는 명제로 한정하여 축소시

켰다. 한정하 다는 것은 성을 심의 한 속성으로 한정하 다는 것이

고, 축소시켰다는 것은 호선오악(好善惡惡)하는 정(情)에 국한시켜, 순

선한 한 측면만을 강조하 다는 것이다. 기질  특성이나 악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심의 다른 속성으로 배치시켰다. 그러면 성 기호

설이 탄생하기 이 , 약 30년 동안 그가 논하고 있는 人性의 특징은 

어떠하 는가?  
첫째, 정약용은 도덕행 의 주체, 즉 사태를 지각하고 해야 할 행

동을 단하며 결정하는 주체를 마음(心)이 아닌 본성(性)으로 보았

다. 이것은 훗날 정약용 자신의 말을 빌면10) 성을 크게 본 것(性大

說)이다. 즉, ‘성(性)’이라는 자를 유형(有形)한 형기( 體, 色身)와 

비되는 무형(無形)한 체(大體, 法身)의 표명사( 稱)로 보는 입

장을 그는 따랐던 것이다.11) 여기서 의지(志)나 욕구(欲)는 성의 하  

개념으로 자리매김한다. 로, ｢ 용책(中庸策)｣(1789)에서는 “하나의 

人性에 해 부여받은 측면을 들어 말하면 성(性) 이라 이르고, 운용

하는 측면을 들어 말하면 심(心)이라 이른다”12)고 하고, 맹자요의

에 나오는 경술년(庚戌,1790년) 과강 시의 문답에서는 “오늘 인성을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늘 두 가지 의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상반되면

서도 함께 나타난다.”13) 고 하면서, 인의 지의 도덕  의지와 사지

의 안락을 꾀하는 기질의 욕구가 모두 하나의 인성(人性)에 있다고 

정약용은 설명하고 있다. 훗날 성을 심의 한 요소로 보는 것과는 반

10) 心經密驗 · ｢心性總義｣

11) 정약용은 성 설의 주장을, ‘성은 리이고 심은 기이다(性理心氣)’고 표

하는데, 이 주장의 함축까지 정약용이 옹호했던 것은 아니다. 로, 정약

용은 성 안에는 도덕을 실 할 수 있는 이치(理)가 있다고는 하지만, 성 

자체가 인의 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2) ｢中庸策｣(1789): 臣以爲一個人性, 以稟賦則 之性, 以運用則 之心。

13) 孟子要義(庚戌課講)  (1790): 今論人性, 人恒有二志, 相反而竝發 。有餽

而 非義也則欲受而兼欲不受焉, 有患而 成仁也則欲避而兼欲不避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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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인 것이다. 
둘째, 와 련하여 도덕주체로서의 성 안에는 사단 등 선(善)을 

좋아하는 호오(情)가 있고, 인의 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치, 
즉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能)이 있으며, 행 를 하는 것이 어려

울 수밖에 없는 기질 인 요소가 모두 들어있다고 정약용은 주장한

다. 
1814년에 완성된 용자잠 에는 특별히 신미년(辛未年·1811년)에 

기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하늘이 나에게 성을 부여함

에, 덕(德-善으로 읽는다)을 좋아하는 정을 수여하고 선을 택할 수 있

는 능력을 주었다. 이것은 비록 나에게 있으나, 그 본원은 하늘의 명

령인 것이다”14) 고 고 있다. 호선오악(여기서의 好德)의 정감은 곧 

기호로서의 性으로 발 하고, 그러한 기호는 이미 선악이 무엇인지 

알고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제되었음을 이미 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에 권형(權衡)이라는 개념으로 발 한다. 그러나 여

기서는 기호와 권형이 모두 여 히 성의 속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용강의 (1784)에서 정약용은 성 안에 인의 지의 내용이 마치 과

일 속의 씨앗처럼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
치’가 있다고 설명하는데,15)이것은 한편으로는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부할 수 있는 이치(권형), 다른 한편으로는 호선오악의 기호가 인의

지를 실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발 된다. 
한 학강의 (1789)에서는 그는 성 안에 선을 사모하고 악을 부끄러

워하는 기호와 도덕행 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모두 있다고 설명

하면서,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에 모두 ‘근거가 있다’고 정

한다.

14) 용자잠 : 辛未 曰: 天賦我性, 授之以好德(讀作善)之情, 畀之以擇善之

能。此雖在我, 其本天命也。

15) 中庸講義  (1784): “인의 지의 이름은 일을 행한 이후에 성립되는 것이

다. 이것은 사람의 덕이지 사람의 성이 아니다. 인을 할 수 있고 의를 할 

수 있고, 를 할 수 있고, 지를 할 수 있는 이치는 사람의 성에 갖추어

져 있다.” 臣 曰, 仁義禮智之名, 成於行事之後。此是人德, 不是人性。若其

可仁可義可禮可智之理, 具於人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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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논하자면 매우 이야기가 길므로 창졸간에 다 말할 수는 없

다. 맹자는 성선을 주장하고, 순경은 성악을 주장하 다. 떳떳함을 잡

고 덕을 좋아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맹자의 가르침은 진실로 바꿀 수

가 없는 것이나, 일을 행하는 데에서 증험해 보면 순자의 설 역시 

발생되는 근거가 있어 그 게 말 할만하다. 무릇 사람에겐 사단이 

있어 선을 사모하고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길을 막는 

강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일

을 하는 데 있어서 선을 따르기는 가 른 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고, 
악을 따르기는 무 져 내리는 듯 쉬우니, 세태의 난이(難易)와 처지의 

순역( )이 매우 명백하다. 이것이 순자의 뜻이다. 순자의 말에는 폐

단이 있기에 순수한 유학자들은 이를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겼지만, 
체로 사람의 性이란 극기복례의 공부에 반드시 의지해야만 무 지

고 부수어지는 폐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16) 

요컨 , 훗날 정약용이 정리하는 인간 마음(心)의 세 가지 측면, 즉 

순선한 성(기호)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권형(權衡), 그리

고 악하기 쉬운 행사(行事)의 측면이 이곳에서는 모두 性의 성격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성에는 와 같은 다양한 측면, 특히 도의와 기질과 같은 상

반된 측면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일 뿐이라고 정약용은 거듭 강조

한다. 맹자의 도의(道義/天命)지성과 순자의 기질지성이 따로 있는 것

이 아니라, ‘하나의 성의 다른 측면’이라는 것이다. ｢논어 책｣(1791)
에서 그는 “본연과 기질을 아우른 이후에 비로소 하나의 인성(人性)
이 되는 것”17)이라고 하 고, 용강의 (1784)에서도 “성(性)에는 
세 가지 등 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성에는 생명·지각이 있고  신

령하고 선하다”고 하여, 동물과 같은 부분 (기질, 즉 생명과 지각) 외

16) 大學講義  (1789): 鏞曰論性之說甚長, 不可倉卒旣也。孟子主性善, 荀卿主

性惡。以秉彝好德而 之, 則孟子之訓, 固無以易之。驗諸行事, 則荀說之所

由發, 亦可以 之。蓋人莫不有四端, 慕善恥惡, 雖禦人 能之。但人於行事, 

從善如登, 從惡如崩, 勢之難易, 境之 , 不啻明白, 此荀氏之意也。荀說有

弊, 固醇儒之所恥道。而大抵人性必賴克復之工, 庶免壞敗之害。

17) ｢論語 策｣ (1791): 臣以爲包本然兼氣質, 然後方是一部人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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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의(신령하고 선함)가 하나 더 얹어진 것이 사람의 성이라고 정

의한다.18) 이는 맹자요의 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사람의 성은 단지 하나의 인성(人性)이요, 개와 소의 성은 단지 하

나의 동물의 성(禽獸性)일 뿐입니다. 인성은 도의와 기질 두 가지가 

합쳐져 하나의 성이 된 것입니다. 동물의 성은 순 히 기질의 성 뿐

입니다. [···] 신이 생각하기로는, 개와 소와 사람의 성을 같이 기질지

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고, 같이 도의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물을 높이는 것이니, 두 설 모두 병통이 있습니다. 신

은 사람의 성은 곧 인성이고, 개나 소의 성은 곧 수성이라고 생각합

니다. 본연지성을 논한다면, 사람에게는 도의와 기질을 합쳐 하나의 

성으로 된 것이 그 본연이고, 수에게는 단순히 기질지성 하나만 있

는 것이 역시 그 본연입니다.19)

이는 정약용이 훗날 사람의 성은 순 히 선할 뿐 기질의 측면은 

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피력한 것과는 조되는 것으로, 자신도 “ 답

한 것이 모호하고 명백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20)

정약용 기 심성론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첫째, 인간의 성(性)은 

도덕주체를 지칭한다. 즉 인간의 지각과 사려, 욕구의 감정과 의지  

선택을 담당하는 무형한 체(靈體)의 명사가 바로 성인 것이다. 둘

18) 용강의 (1784): 臣 曰性有三品。草木之性, 有生而無覺。禽獸之性, 旣

生而又覺. 吾人之性, 旣生旣覺, 又靈又善。나 에는 ‘성’에 있는 세 가지 

특성 신, ‘사물에 있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등 ’, 혹은 ‘ 체에 있

어 세 가지 등 ’ 등으로 개념이 완화된다. 孟子要義 · ｢告子第六｣ㆍ｢公都

子曰告子曰性無善無不善章｣: 物之品有四等。荀子曰水火有氣而無生, 艸木

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義, 人有氣有生, 有知有義, 斯其所以爲 品也。

논어고 주 ,｢陽貨: 子曰性相近也｣: 大體何如 也? 凡天下有生有死之物, 

只有三等。草木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靈。人之大體, 旣生旣知, 復有靈

明神妙之用。

19) 孟子要義(庚戌課講)  (1790): 人之性, 只是一部人性。犬牛之性, 只是一部

禽獸性。蓋人性 , 合道義氣質二 而爲一性 也。禽獸性 , 純是氣質之性

而已。[···]臣以爲犬牛人之性, 同 之氣質之性, 則是貶人類也。同 之道義

之性, 則是進禽獸也。二說俱有病痛。臣 人性卽人性, 犬牛之性卽禽獸性。

至論本然之性, 人之合道義氣質而爲一性 , 是本然也。禽獸之單有氣質之性, 

亦本然也。

20) 孟子要義  (1814): 講論性道之精蘊, 而其所 乃反模糊而不白, 豈不恨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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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인간의 성에는 사단(四端)으로 표되는 ‘선을 좋아하는 도덕정

감’과 옳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지각능력,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셋째, 
인간의 성은 도의와 기질을 아우르는 ‘하나’의 도덕이성이다. 훗날 

(1811년 이후) 첫째 특성은 성에서 심으로 명칭이 바 고, 둘째 특성

은 일부분(선을 좋아하는 감성  능력)만 인정되며, 셋째 특징은 강력

한 비 의 상이 되면서 폐기된다. 

2. 기 심성론의 의미와 문제  

정약용이 기에 인성을 “도의(본연, 천명)와 기질을 아우르는 하나

의 성”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배경에는 경기 남인의 통이 있다. 그 

자신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21) 퇴계 이황은 사람의 마음이 인심과 도

심의 다름에 입각하여 성론(性論)과 이기론(理氣論)을 세웠기 때문에, 
인성에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두 원천이 있게 된다.22) 이는 

훗날 성을 두 가지로 본다는 율곡학  쪽의 공격23)을 받고,  논

의의 이 경험 인 성에서 경험 인 심으로 옮겨짐에 따라24), 

21) ｢理發氣發辨·一｣ (1801): 蓋 溪 就人心上八字打開, 其云理 , 是本然之

性, 是道心, 是天理之公. 其云氣 是氣質之性, 是人心, 是人欲之私.

22) 이황 자신도 성에 본성과 기품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한다. “情之有四端七

情之分, 猶性之有本性氣稟之異也.”  

23) 표 인 로, 이이는 이황을 다음과 같이 비 한다: “자사와 맹자는 본

연지성을 말했고, 정자(정호)와 장자(장재)는 기질지성을 말했지만, 실상

은 하나의 성인데 을 두어 말한 것이 다를 뿐이다. 이제 을 두어 

말한 뜻을 모르고 끝내 두 가지의 성이라고 여긴다면, 이치를 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성이 이미 하나인데도 정에 리발과 기발의 다름이 있다

고 여기면 성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子思孟子, 其本然之性, 程子

張子, 其氣質之性, 其實一性, 而所主 不同. 今不知其所主之意, 遂以爲

二性, 則可 知理乎? 性旣一, 而乃以爲情有理發氣發之殊, 則可 知性乎? 

( 牛溪先生集卷之四 , ｢簡牘一｣, 第五書) 

24) 이황과 주자의 성론을 경험 이라든지 형이상학 으로 풀이하는 것은 

사실 정당하지 못하다. 그들에게 있어 성은 수양과 도덕  정감을 통해서 

구체 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학의 향으로 

통  체용론에는 변화가 오며, 이는 정약용에게 향을 주어 성리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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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이익에 이르러서는 본성이 ‘기질 가운데 있는 하나의 성’이라는 

결론으로 수정된다. 이익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두 가지의 성이 

아니며, 단언(單 -본연지성만 말한 것과)과 겸언(兼 -기질과 본성을 

함께 말한 것)의 차이만 있다고 한다.25) 이 은 이익이 스스로 인정

한 자신과 이황과의 차이이며, 이황의 형이상학  ( 경험 ) 성리설

로부터 탈피하는 시발 이 된다.26) 이러한 은 그의 제자 순암 안

정복( 菴 安鼎福)에도 이어져 사람의 본성은 ‘하나’라는 이 경기 

남인의 설로 정착하게 된다. 안정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성과 기질이 겸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다. 단지 기질의 성만 있

는 것은 수이다. 기질의 성 가운데 겨우 한 두 개만 지닌 것은 곤충

이다. 단지 음양오행의 기(氣)만 있고, 지각과 운동이  없는 것은 

풀, 나무, 돌 따 이다. 이것이 곧 사람과 사물이 품수한 바에 편 (偏
全)의 등 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비단 인간과 사물의 성(性)만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 역시 만 가지의 종류가 각기 같지 않

다.27) 

의 인용문만 보면, 이것이 이익의 것인지, 안정복의 것인지, 정약

용의 기설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흡사하다. 이러한 인성론은 성리

‘고원한 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논문에서 ‘ -경험 ’이

라고 하는 것은 필자의 주자 해석이 아니라, 정약용의 주자 성리학에 

한 태도를 반 한 것이다. 체용론의 변화에 하여는  Don Baker,  The 

Transformation of Substance and Function in Tasan’s Philosophy: 

Neither Confucian Nor Western. (인제 학교 국제학 심포지움 발표논

문, 2009) 참고. 

25) 四七新編 , ｢附 ｣1, “讀 溪先生書記疑”: 情之有四七之分, 性之有本然

氣稟, 差不同. 本然之性 氣稟之性, 非二性也. 或 氣稟合 之, 或剔去氣稟

而 之. 一則單 , 一則兼 , 本非 立物也.

26) 이익은 ｢퇴계선생의 서를 읽고 의심나는 을 기록함｣ ( 四七新篇 ·｢讀

溪先生書記疑｣)이라는 부제의 에서 자신의 이 이황과 부합하지 않

는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에게는 기질지성 하나만 

있다는 것이다.

27) 庵集 ㆍ 疑問 , ｢人物之性｣: 蓋本性氣質兼有 , 人也. 只有氣質之性 , 

禽獸也. 氣質性中, 各纔得一二 , 昆蟲也. 只得陰陽五行 氣, 而全沒知覺

運動 , 草卉木石之類也. 此乃人物所稟偏全之等級也. 然則, 非徒人物之性

之不同, 物之性亦類萬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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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통에서 완 히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그들에게 있어 성(性)
은 인의 지를 그 내용으로 하거나, 어도 인의 지라는 덕의 획득

을 가능  하는28) 도덕이성의 주체이자 사단으로 표되는 순선한 

도덕 감정의 근원지이다. 요컨 , 정약용의 심성론에 있어 기의 체

계는 체 인 논지가 경기 남인의 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

었다.
정약용의 기 심성론, 즉 ‘도의와 기질이 합쳐진 하나의 성’의 문

제 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용 과 맹자

에 나오는 의리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 이 제기된다. 즉, 용

에서는 성을 따르라고 하고 맹자 에서는 성의 순선함을 강조하는데, 
만약 성에 순자 인 악 (행사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요소나 기질

인 요소가 있다면, 악을 따를 수 있다거나 성이 순선하지 않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용  첫머리의 “천이 명한 바를 성

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天命之 性, 率性之 道)”
를 해석하면서,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고민한다.29)  

성이 만일 선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 로 따를 수 있겠는가? 만약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것이 순

28) 정약용은 일 이 녹암 권철신의 향을 받아 도덕본체로서의 주자학  

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의 지는 성의 내용이 아니라, 도덕을 실천한 

후에 붙여지는 명칭이며, 성은 인의 지를 가능  하는 원리만 가지고 있

다는 것은 기부터 나온 견해이다. 주 15)참고. ｢鹿菴權哲身墓誌銘｣에서 

정약용은 권철신의 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들은 바로

는, [···] 공[권철신]이《 용(中庸)》을 논하면서는 ‘소불문(所不聞)’ㆍ‘소

부도(所不覩)’를 ‘상천지재 무성무취’(上天之載無聲無臭)라 하 으며, 사단

(四端)을 논함에는 조기(趙岐)의 설을 따라 단(端)자의 뜻은 수(首)하고 

하 고, 인의 지(仁義禮智)는 일을 한 뒤에 이루어진 이름이라 하 다”: 

“其論中庸, 以所不聞所不睹, 爲天載之無聲無臭. 其論四端, 以端爲首, 如趙

岐之說. 而仁義禮智, 爲行事之成名.”

29) 이 고민은 기에도 있었던, 오래된 것이다. 정약용은 1796년 ｢감원에게 

올리는  (上弇園書)｣에서 “성은 따른다고 말하지 다스린다고 말하지 않

는다. 심은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지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蓋性可 率

而不可 治, 心可 治不可 率.)면서 心性情의 발 과 공부의 착수처에 있

어서 어디서부터 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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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악하기 때문에 그 로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마치 톱질을 하는 사

람이 먹 을 따라 나무를 켜고, 물을 건 는 사람이 다리를 따라서 건

는 것과 같다. 만약 그 가운데 조 이라도 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인은 가르침을 세워 마땅히 거스르고 고치라 했을 것이니, 어떻게 

성을 따르는 것이 도라고 했을 것인가?30) 

성이 천명(天命)이라는 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성 안에 도의와 

기질이 합쳐지면 순선함이 훼손되는데, 이는 맹자 가 주장하는 성선

설과도 어 나는 것이다. 후 에서는 간혹 맹자가 기질지성을 빼 놓

고 본연지성의 한 면만을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약용은 이를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열변한다.

성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맹자가 그  성선만을 말한 것이라

면 맹자는 성을 알지 못한 것이다. 맹자도 성을 알지 못하 는데, 다

시 성을 아는 자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 얘기하자

면, 의리의 성은 선을 주로하고 기질의 성은 악을 주로 하는데, 두 가

지 성이 서로 합해져야만 온 한 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 다면 

양웅의 선악혼재설이 정론이 되고, 기질지성만을 말한다면 순자의 성

악설이 정론이 되는 것이다. 그 다면 공자와 자사의 정통은 당연히 

순자나 양웅에게 가야지 어떻게 맹자를 다시 종주라고 할 수 있겠는

가?31) 

이는 자신이 주장하 던 기 인성론, 즉 ‘기질 속에 들어 있는 본

연지성’이 순자나 양웅의 선악혼재설과 혼동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다. 동시에 성에 있어 다양한 측면들, 즉 지각

이라든지, 실천의 기질 인 어려움, 선택의 다양성 등 역시 아울러 

30) 용자잠 : 性若不善, 安得率之? 若善惡渾, 安得率之? 必其物純善無惡, 

故可以率之循之。如鋸 之循繩墨, 濟 之循橋梁, 若其中微有不善, 聖人立

敎, 必當曰違之拂之, 改之揉之, 豈得以率性爲道乎?

31) 맹자요의 , ｢등문공｣: 鏞案: 性有善有惡, 而孟子單 性善, 則孟子不知性

矣. 孟子不知性, 而復有知性 乎? 據云義理之性, 主乎善, 氣質之性, 主乎

惡; 二性相合, 乃爲全性, 則楊子云善惡渾之說, 爲正論也. 單 氣質之性, 則

荀卿子性惡之說, 爲正論也. 然則孔子子思之統, 當在荀揚, 豈得復以孟氏爲

宗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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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서 도덕주체의 자리가 성에서 심이나 혼(魂), 체(靈體) 등

으로 바 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상은 성의 정의에 있어 형기로 인한 어려움(惡의 근원)이라든지 

기질 인 요소가 문제시 되었던 경우이다. 그러나 성의 순선함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먼  맹자 를 따라 성

을 순선한 것으로 정의하게 되면 아무 일이 없어도 내 안에 무엇이  

순선하게 자리 잡고 있어, 정약용이 견지하고 있는 ‘성 속에 인의

지의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 태롭게 되고, 용 을 따라 ‘하늘이 

명한’ 바, 인간은 도덕의 갈등상황에서 선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정의하면, 명령과 의무만 남고 자연스러운 성이란 것은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탄생한 묘안이 인간에게는 마음 안에

는 인의 지가 씨앗처럼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는 지각과 감정,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은 선천 으로 존재한다는 성 기호설인 것이다.

Ⅲ. 중기의 심성론－심대설 (心大說),
성 기호설(性嗜好說), 일성설(一性說)

정약용 심성론에 있어서 ‘ 기’라고 함은 1811년 정약 이 그에게 

답하는 편지에 “항상 맹자의 성선설에 해서는 의심이 없을 수 없었

지만, 성(性)이란 자의 뜻이 嗜好에 있음을 듣고 보니 구름을 헤치

고 하늘을 과 같았다”32)고 찬탄한 이후 3~4년 동안의 시간으로, 
이 시기 정약용은 四書에 한 주해를 죽지세로 마무리 짓고33) 문

32) ｢寄茶山｣(1811) “常以孟子性善之說, 不能無疑...聞性字之義在於嗜好, 則如

披雲覩天.”

33) 1813년 겨울에 논어고 주 를, 1814년 여름에 맹자요의 를, 가을에 

학공의 , 학강의 , 용자잠 , 용강의보 를 마무리짓는다. 그리고 사

서 이외 수양서로서 1815년 여름에 쓴 심경 험 이 있다. 논어고 주 와 

맹자요의 는 양이 워낙 방 하여 성 기호설의 발견 이 에 쓴 듯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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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이재의와 수차례 긴 서신을 통하여 논쟁을 벌이는 등, 심성론에 

있어 그의 심이 가장 열정 일 때이자 부분의 경  주석이 이루

어진 시기이다. 정약용의 심성론을 연구할 때는 이 시기를 심으로 

특색을 잡아야 보다 정합 인 논의를 끌어낼 수 있다. 

1. 기 심성론의 특징

이 시기 정약용 심성론의 특징은 첫째, 성 설(性大說)에서 심 설

(心大說)로의 환34)이다. 정약용이 성을 기호로 정의내린 이후, 심에 

한 생각도 다양한 측면에서 바 다. 우선, 기존의 성 설  입장을 

심 설로 바꾸면서 심을 인간의 본체, 즉 무형한 체(靈體)의 표주

자로 자리매김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심과 성 두 자를 가지고 큰 송사거리를 만들고 

있다. 어떤 사람은 심은 크고 성은 작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은 크

고 심은 작다고 한다. ‘심통성정’을 말하면 심을 크게 보는 것이고, 
‘성은 리이고 심은 기이다’고 말하면 성을 크게 보는 것이다. 심을 크

게 보는 자는 ‘정신과 형체의 신묘한 합일(神形妙合)’을 주장하고 그

 하나의 심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성을 크게 보는 자는, ‘성(性)’자
를 체, 혹은 법신(法身)의 문명칭으로 여긴다. 그러나 만약 반드시 

한 자를 빌어 체의 문 명칭으로 삼아야 한다면, 심이 오히려 

가까울 것이고, 성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35)

의 맥락에서 정약용이 심 설을 주장하는 것은 자명하다. 바로 

앞의 문단이 “정신과 형체가 신묘하게 합하져서 사람이 된다(神形妙

合, 乃成爲人)”로 시작하여 “심의 허령지각은 하나일 뿐이다 (心之虛

靈知覺, 一而已)”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도 성은 본

석도 간혹 에 띈다. 

34) 이는 성 심의 논의에서 심 심의 논의로 옮겨갔다는 의미이다.

35) ｢심성총의｣ 심경 험 : 今人以心性二字, 作爲大訟。或云心大而性 , 或云

性大而心 。 心統性情則心爲大, 性是理而心是氣則性爲大。以心爲大

, 主神形妙合, 只有一心而 之也。以性爲大 , 把此性字, 以爲大體法身

之 稱也。然若必欲假借一字, 以爲大體之 名, 則心猶近之, 性則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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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36),  혼의 개념인 

혼(魂)과도 다르다고 주장한다.37) 
정약용에게서 도덕지각의 주체, 즉 허령지각의 본체는 마음(心)이

다. 마음의 기능은 지각과 정의 운용 뿐 만 아니라, 선악을 지각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감(性), 도덕감과 사욕  하나에 집 하여 따

를 수 있는 능력(權衡), 그리고 실에 용시키는 힘(行事)까지 그 

범  안에 포섭한다. 

총 해보면 체(心)의 안에는 모두 세 가지 이치가 있다. 성으로 

말하자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맹자가 말하는 성선

(性善)이다. 권형으로 말하자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으니, 이

는 고자가 단수(湍水)의 비유를 든 것이나 양웅의 선악혼재설이 나온 

까닭이다. 그 행사로 말하면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쉬

우니 이는 순자의 성악설이 나온 까닭이다. 순자와 양웅은 성(性)자에 

한 인식이 원래 잘못되어 그 설에 잘못이 있게 되었지만, 우리의 

체 안에 이러한 세 가지 이치가 원래 없는 것은 아니다. 38)

 인용문에서는 성선악혼재설과 성악설이 심의 속성  각각 권

형과 행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 한다. 이것은 기에 ‘순
자의 성악설에도 근거가 없지 않다’든지, ‘기질과 도의가 합해진 것이 

성’이라는 주장과는 뚜렷이 비된다. 심 설에서 성은 심의 한 속성

이므로, 종종 ‘심의 성’으로 표 된다.39)

36) 논어고 주 , ｢陽貨: 子曰性相近也｣: 天命之 性 , 天於生人之初, 賦之

以好德恥惡之性於虛靈本體之中, 非 性可以名本體也。

37) 맹자요의 , ｢滕文公第三: 滕文公爲世子｣: 先儒 性, 亦太渾融。今人又或

差誤, 生則曰性, 死則曰魂, 其實性 魂異。性非吾人大體之全名也.

38) ｢심성총의｣ 심경 험 : 總之靈體之內, 厥有三理。 乎其性則 善而恥惡, 

此孟子所 性善也。 乎其權衡則可善而可惡, 此告子湍水之喩, 揚雄善惡渾

之說所由作也。 乎其行事則難善而易惡, 此荀卿性惡之說所由作也。荀 揚

也, 認性字本誤, 其說以差, 非吾人靈體之內, 本無此三理也。정약용은 이러

한 심의 세 가지 이치를 맹자요의 의 ｢등문공｣장과 논어고 주 의 ｢양

화｣장에도 반복하여 설명한다. 특히 논어고 주 에서는 호상학의 성무선

악설을 “행사 이 에 인의 지의 명칭이 성립되지 않는 ”이 인간 본체

( 체)이  하나의 이치라고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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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기 심성론의 두 번째 특징은 성 기호설이다.40) 성 기호설

은 우리 마음의 일정한 성향,41)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정

감의 이치가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이라는 주장이다.42) 
정약용의 기호에는 다층  의미가 있는데, 일차  의미는 도덕  

욕구로서의 정감(情)이다.43) 좋아하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부끄러

워함(好德惡汚·樂善恥惡에서, 好·惡·樂·恥)은 단순한 정감이다. 그러나 

기호로서의 정서는 일정한 상(善, 德)을 좋아하고  그 반  상

(汚·惡)을 싫어하게끔 만들어진 장치이므로, 도덕  지각이 포함되어 

있는 정감이다. 정약용은 호선오악의 기호는 타고날 때부터 지닌 이

성(良知)에서 나왔다고 설명한다.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함은 양지에서 나왔다. 이것이 수와 

[인간이] 확연히 다른 바이다. 44)

39) 茶山詩文集  제 19권, ｢答李汝弘載毅｣: 此心之性, 善恥惡。

40) 성이 기호라는 사실은 1811년 무렵 비로소 명제화 되었지만, 기의 무렵

에도 정약용은 호선오악의 정이 어도 성의 한 측면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듯하다. 시경강의  (1791)에서, 정약용은 다음과 같

이 말한다: “하늘이 사람에게 성을 품부한 바는 요순과 일반사람들이 같

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것은 곧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性)입

니다. 이 성을 확충하면 사람들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은 

늘 순의 효성과 우애야 말로 사람들이 모두 행할 수 있는 이치라고 여겼

습니다.” 詩經講義 ·卷三  ｢大雅-蕩之什/ 烝民｣: 天之所以賦性於人 , 堯

舜 人同也。然其所同 , 卽好賢(本作善)惡惡之性。擴充此性, 人皆可以爲

堯舜。[···] 臣嘗以爲舜之孝友, 人皆有可以爲之理。

41) 1. 心性總義 : 性之爲字, 當讀之如雉性·鹿性·草性·木性, 本以嗜好立名, 不

可作高遠廣大說也。

42) ｢中庸自箴·卷一:天命之 性｣:천명지성 역시 기호로서 말할 수 있다. 뱃속

에서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지면 하늘은 그것에 명하고 형체가 없는 체

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선을 즐기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더러

움을 부끄러워하는 것인 즉, 이것을 성이라고 이른다.天命之性, 亦可以嗜

好 。蓋人之胚胎旣成, 天則賦之以靈明無形之體, 而其爲物也。 善而惡惡 

(余有先諱每云 善) 好德而恥汚, 斯之 性也

43) 中庸自箴· 卷一: 天命之 性 : 性生於心, 故從心從生, 道心常欲爲善, 又能

擇善。一聽道心之所欲爲, 循其欲玆之 率性.

44) 논어고 주 , ｢양화｣: 大體何如 也。凡天下有生有死之物, 只有三等。

草木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靈, 人之大體, 旣生旣知, 復有靈明神妙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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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로서의 정감은 이미 지각 는 이성이 포함된 정이기 때문에, 
이미 정으로 반응할 때 특정한 지각을 드러낸다. 다음에서 살펴본다.

호오란 무엇을 이르는가. 젖먹이 아기도 칭찬을 들으면 기쁜 내색

을 하고, 어린아이도 욕하며 꾸짖으면 내심 부끄러워한다. 선이 귀한 

 알기 때문에 칭찬을 들으면 기쁜 내색을 하는 것이다. 악이 부끄러

운  알기 때문에, 꾸지람을 들으면 내심 부끄러워하는 것이다.45) 

도덕  지각이 포함된 정서로서의 기호는 그 자체로 인의 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도덕  행 로 연결시키는 근원이자 힘이 되는 정

서이다. 정약용은 이러한 특수한 정감의 능력이 본성으로서 내재하지 

않았다면, 조 의 선도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늘은 [···] 인간에게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성을 부여하

다. 만약 이 성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로부터 한 사람도 아주 조

의 선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성을 따르라

(率性)고 말하고, 덕성을 존숭하라( 德性)고 말하는 것이다. 성인이 

성을 보배로 여겨, 감히 이를 잃지 않으려는 것도 이 까닭이다. 46)

이러한 기호, 즉 도덕  지각에서 나와서 선을 선호하고 선을 실행

할 수 있게끔 하는 정감이 ‘하늘이 부여한 성’이라는 주장은, 이런 

정서가 필연 으로 구에게나 있다는 말이다. 마치 물의 성질이 

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불의 성질이 로 타오르게 되어 있듯, 사

람의 성질은 선을 실행하는 것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다.47) 

用。故含萬物而不漏, 推萬理而盡悟, 好德恥惡, 出於良知。此其迥別於禽

獸 也。 

45) 맹자요의  ｢盡心第七: 盡其心 知其性章｣: 何 好惡? 乳哺之兒, 聞讚譽而

示悅, 孩提之童, 受罵詈而懷恥. 知善之可貴也, 故聞讚譽而示悅.知惡之可愧

也, 故受罵詈而懷恥也。 

46) 심경 험 , ｢心性總義｣: 天旣予人以可善可惡之權衡, 於是就其下面 又予之

以難善易惡之具, 就其上面 又予之以 善恥惡之性, 若無此性, 吾人從古以

來, 無一人能作些微之 善 也。故曰率性, 故曰 德性, 聖人以性爲寶, 罔

敢墜失 以此。

47) 맹자요의 , ｢滕文公第三: 滕文公爲世子, 孟子 必稱堯舜章｣: 人性之必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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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향은 사람이 이익을 탐하며 안일하기를 좋아하는 가운데서

도,  강도질을 일삼는 사람에게도 이미 ‘주어진’ 바이며, 이 때문에 

정약용은 인성의 선함을 주장한다.

사람은 재색을 좋아하지 않은 이 없고, 안일함을 좋아하지 않은 

이 없는데, 성이 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맹자는 요순(堯舜)으로 

성선을 증명하 는데, 나는 걸척(桀蹠)의 사례로써 성선을 증명하겠

다. 담을 넘는 도둑이 훔친 물건을 메고 도망가며 몹시 좋아했다가도 

이튿날 이웃집 청렴한 선비의 행동을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로 피

어오르지 않은 이 없다. 로부터 이른바 양상군자도 더불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 으니, 이것이 성선의 명백한 증거이다. 48)

의 문들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는 언제 어디서

나 도덕  지각에서 비롯한 선을 좋아하는 정감이 있으며, 그것은 선

행으로 이끌어주는 길이자 힘이다. 이것이 바로 기 심성론의 핵심

명제인 성 기호설인 것이다. 
정약용 기 심성론의 마지막 특색은 성이 하나라는 이다. 심경

험  첫머리에 있는 ｢심성총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이 있을 수 없다. 로 벼의 성질은 습한 곳

을 좋아하는데  마른 곳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을 수 없고, 기장은 

마른 곳을 좋아하는데  다시 습한 것을 좋아하는 성질이 없는 것과 

같다. 선유들은 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 는데, 하나는 본연지

성,  다른 하나는 기질지성이다. 이에 말하기를, 본연지성은 순 히 

선하고 악이 없는 것이고, 기질지성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기 

때문에 “맹자는 본연지성만을 말하고 기질지성을 말하지 않아서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말하 던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

자를 비 하면서도 암암리에 양웅을 추 하고 있다.49)

爲善, 如水性之必好就下, 火性之必好就上。 

48) 맹자요의 ·｢滕文公第三｣: 人莫不好財色, 人莫不好安逸. 其 之性善 何

也? 孟子以堯舜明性善, 我則以桀蹠明性善。穿窬之盜, 負贜而走, 欣然善也, 

明日適其鄰, 見廉士之行, 未嘗不油然內怍。古所 梁上君子, 可 爲善。此

性善之明驗也。

49) ｢심성총의｣, 심경 험 (1815): 人無二性。如稻性好水, 再無好燥之性。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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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정약용이 기의 견해(도의지성과 기질지성의 합으

로서의 一性)를 완 히 탈피하 으며, 논의의 을 성선설, 즉 선 

일변(善一邊)에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슷한 비 은 맹자

요의 와 심경 험 의 다른 구 들뿐만 아니라, 용자잠 50)과 논어

고 주 51)의 도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요컨  사람의 성은 단 하

나, 호선오악의 기호이며, 이것이 맹자의 요지라는 것이다. 정약용은 

단언한다. “사람의 성은 하나이기에 가야하는 길(道)도 하나이다. 성

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52)

그러나 기호로서의 성이 하나라는 이러한 여러 주장들은  사람

의 마음에는 도심뿐만 아니라 인심도 있다는 사실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인다. 호선오악의 기호가 도심의 기호이며, 기호가 성인 것처럼, 호

색오취(好色惡臭)의 기호 역시 인심의 기호이며 이것도 기호라는 

에서 성이 되기 때문이다.53)  

性好燥, 再無好水之性。先儒 性有二, 一曰本然之性, 二曰氣質之性。乃云

本然之性, 純善而無惡。氣質之性, 可善而可惡。遂 孟子單據本然之性, 不

論氣質之性, 爲未備。今人或以是爲顯訟告子, 陰戴揚雄。

50) 용자잠 : “순자는 성악이라하고, 양웅은 선악이 혼재되어있다고 했는

데, 그(맹자)는 성선이라 함은 무엇인가? 성이 만일 선하지 않다면 어떻

게 그 로 따를 수 있겠는가? 만약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것이 순선무악하기 때문에 그 로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마치 톱질을 하는 사람이 먹 을 따라 나무를 켜고, 물을 건 는 

사람이 다리를 따라서 건 는 것과 같다. 만약 그 가운데 조 이라도 선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인은 가르침을 세워 마땅히 거스르고 고치라 

했을 것이니, 어떻게 성을 따르는게 도라고 했을 것인가?” 荀卿 性惡, 

揚雄 善惡渾, 其 之性善 , 何也? 性若不善, 安得率之? 若善惡渾, 安得

率之? 必其物純善無惡, 故可以率之循之。如鋸 之循繩墨, 濟 之循橋梁, 

若其中微有不善, 聖人立敎, 必當曰違之拂之, 改之揉之, 豈得以率性爲道乎?

51) 논어고 주  ·｢陽貨｣편에서 정약용은, 순자의 성악설은 형체의 사욕에 

의해 사람의 선행이 괴될 수 있다는 을, 양웅이 말하는 선악혼재설은 

인심과 도심이 늘 서로 립한다는 을, 공손자가 말하는 성무선악설은 

행사 이 에 선악이 없다는 을 각각 말한 것으로, 性에 해서는 마땅

히 맹자의 성선설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52) 용자잠 : 鏞案天命之 性, 率性之 道。故一性則一道, 性之本在天也。

53) 맹자요의 ㆍ｢滕文公第三｣: 召誥曰‘節性惟日其邁,’ 王制曰‘修六禮以節民性’, 

孟子曰 ‘動心忍性’, 此所云性 , 人心之嗜好也。商書祖伊之 曰 ‘不虞天性’, 

子思曰‘率性’, 孟子曰‘性善’, 此所云性 , 道心之嗜好也。雖其所主不同, 其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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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인심의 기호, 즉 이목구비의 기호는 도심의 기호를 설명

하기 해서 빌려온 것이며, 한 인심의 기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도심의 기호 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한다. 인성을 논할 때 천

명지성만 말해도 기질지성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며, 그 

이유는 천명지성의 치가 상 으로 더 고귀하고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목을 논하는 사람이 생활(生活)의 성만 언 하여도 미비하다고 

할 수 없고, 수를 논하는 사람이 운동하고 지각하는(動覺) 성만 언

하여도 미비하다 할 수 없다. 사람을 논하는 자가 도의지성만 언

하 다고 해서, 어떻게 미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수 바퀴 만드는 

사람을 칭찬할 때는 그 손재주를 반드시 언 해야 하지만, 공자를 찬

미할 때는 여러 비천한 일들의 능력을 언 하지 않으니, 도덕이 비천

한 일의 에 있어 그것을 덮기에 족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성에는 본

래 도의가 기질의 욕을 덮기에 충분하니, 어  기[질지성]을 논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비하다 여길 수 있겠는가! 54)

문에서 알 수 있듯, 도심의 기호(靈知之嗜好)는 인심의 기호(形軀

之嗜好)와 동등한 차원의 성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성은 순선한 

도심의 기호 하나 뿐이며, 인심의 기호라든지, 권형 등은 심의 다른 

측면으로 논해야지, 사람의 성과 같은 차원에서 논하면서 두 가지의 

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정약용 기 심성론의 특색을 살펴보았다. 첫째 특징은 

성 설에서 심 설로의 환이며, 이것은 심이 도덕지각과 운용의 주

체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는 성이 기호라는 이며, 이는 도

덕지각이 포함된 정감, 즉 호선오악의 성향이 구에게나, 언제 어디

嗜好爲性則同. 

54) 맹자요의 ㆍ｢告子第六｣: 論艸木 , 單 生活之性, 不可曰未備。論禽獸

, 單 動覺之性, 不可曰未備。論人 單 道義之性, 何以 之未備也? 

美公輸 必 其手巧, 而贊孔子 不 其多能鄙事 , 以其道德在鄙事之

上, 有足掩之也。人性原有道義, 有足以掩氣質之慾, 惡得以不論氣, 爲未

備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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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갖추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우리 인간에게 참다운 성으

로 인정되는 것은 도심의 기호로 묘사되는 천명지성(도의지성) 하나

뿐이라는 이다. 
심 설은 반에서 반 사이에 바  부분이다. 성 기호설은 반

의 논의를 축소시킨 것이다. 선을 좋아하는 정(好善之情)과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擇善之能), 도덕 행 를 함에 있어 어려움(行事之難)55)

에서 호선지정만 빼 내어 강조한 것이 성기호설이다. 성이 하나라는 

은 기에서 기로 넘어올 때는 바 지 않았으나, 말기에 바 는 

부분이다. 부분의 작은 이 시기에 이루어져 있으며, 작들 간의 

논지가 달라지는 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56) 정약용의 심성론을 논

할 때는 그가 주석을 단 경 내용의 차이보다는 시기, 특히 기와 

기의 변화에 주의하여 연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기 심성론의 의미와 문제

본고는 심성론의 변천과정을 집 으로 다루므로, 기 심성론의 

의미는 두 가지만 짚고 간략하게 넘어간다. 언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  하나는 성 기호설이 많은 학자들이 믿듯 정약용의 순수한 

창조  명제라든지, 반드시 서학서의 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이다. 기의 성론이 경기남인의 선상에서 이어지듯, 성 기호설 역

시 경기남인의 계보와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정조 재 시  남인의 수 던 번암 채제공(蔡濟恭, 1720~1799) 

의 문집에서도 호선오악의 ‘기호’로서의 성(性)이 묘사된다. 그는 ｢식

성설(食性說)｣에서 사람에게 식성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듯, 하늘에도 

‘선을 즐기고 악을 싫어하는(嗜善厭惡)”는 기호가 있다고 구체 으로 

표 한다. 

55) 용자잠·一  , 신미년(1811)의 기록.

56) 컨  용 을 논할 때의 성과, 논어 를 논할 때의 성이 달라지는 

은 없다는 뜻이다. 의 세 특징은 많은 작에서 첩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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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성(食性)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비되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천하 

사람들의 식성이 같지 않음은 마치 얼굴이 각각 다른 것과 같다.[···] 
사람은 하늘이 낳은 것이다. 무릇 자식 된 자는 그 성품과 행동이 오

로지 그 아비를 닮을 뿐이니, 사람을 찰해 보면 어  하늘을 알지 

못할 수 있겠는가? 하늘의 성은 본래 선을 즐기고 악을 싫어한다. [···] 
선을 즐기고 악을 싫어하는 것은 하늘의 성이 바른 상태에 있는 것이

고, 악을 즐기고 선을 미워하는 것은 하늘의 성이 변한 것이다. 군자

가 몸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 바름을 믿어야지, 어  하늘이 변했다

고 해서 미리 선을 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57)

호선오악이 하늘의 정서이자 성품이라는 사실은 경기남인 사이에서 

통용되는 상식이었던 것 같다. 안정복은 당시 사람들이 “하늘은 늙어

서 [어느 사람이 선하고 어느 사람이 악한지] 모른다. 마치 사람이 

늙어서 기가 쇠퇴하는 것처럼, 성정의 호오가 었을 과 다르다”58)

고 한탄하는 것을 인용하는데, 이곳에서 역시 하늘의 성은 호선오악

의 기호, 즉 선한 자를 좋아하고 악한 자를 싫어하는 경향으로 묘사

된다. 요컨 , 정약용의 성 기호설은 꼭 서학의 향을 거론하지 않

더라도 경기 남인의 통  맥락에서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의미는 앞에서 다루었듯이 ‘기호’ 

즉 선악을 호오하는 것이 기본 으로 ‘정감’이며, 도덕의 행 는 이러

한 정감의 힘에 바탕을 둔다는 사실이다. 이황은 사단이 리의 발 이

라고 주장하여, 순수한 도덕정감 자체가 선이 실화 된 것임을 주장

한다. 반면,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거하는 신, 모든 외부 자극에

해 일차 으로 반응하는 것은 칠정이며,59) 그것이 무엇을 의지(意)

57) 巖集  卷之五十八, ｢食性說｣: 食性也, 生俱生. 然天下之人, 食性之不

同, 如其面之各異. [···] 人, 天之生也. 凡爲人子 其性其行, 惟其父是似. 觀

於人, 獨不可以知天乎? 天之性, 本嗜善而厭惡. [···] 嗜善而厭惡,天之性正

也. 好惡而惡善, 天之性變也. 君子如欲踐形, 信其正而已. 烏可因其變而有所

前却於爲善也!

58) 菴集  卷之十九ㆍ題後ㆍ題塔谷李上 丈行狀後: 天道福善禍淫, 而天之

難定久矣。夷跖以後, 人益疑之。若 之信然, 則如彼其不應; 之不然, 則

人 怠於善矣。或 天地之生, 凡幾千萬年, 則天地亦 矣。今俗之怨天

, 猶曰 天無知, 是如人 而氣衰, 性情好惡, 壯殊。

59) 율곡 서 ·｢雜記｣, 14: “정이 반응한 뒤에 정으로 인해 계산하고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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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에 따라 인심과 도심으로 나뉜다고 한다. 도덕과 선악의 구분

에 있어 자가 정(情)을 주로 한다면, 후자는 사려와 재고 따져보

는 계교, 즉 지(知)를 주로 한다고 할 수 있다.60) 다른 말로, 이황

이 어떤 종류의 정감(사단)을 믿는 것과는 조 으로, 이이는 일차  

반응인 모든 정감 (칠정)은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도 정

약용의 성 기호설이 퇴계학 인 경기남인을 따르고 있다는 하나의 방

증이 될 수 있다.

정약용 기 심성론의 문제 은 호선오악하는 정이 바로 구에게

나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도덕근거라는 이다. 특히 성이 하나라

는 주장과 맞물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람의 기호

가 하나라면,  그러한 기호가 늘 선하며 언제든 발 될 비가 되

어 있다면, 사람은 자신의 기호나 취향, 정에 따라 마음가는 로 행

동해도 되는가? 정약용이 도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역행을 할 필요

는 어디 있는가? 마음가는 로 하는 것(任情)을 허용한다고 비 받는 

양명학 와의 이론  차이 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는 정약용과 양명학의 유사성을 입증하거나 와 같은 질문

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증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충분히 제기될 만한 문제이다. 기의 작들을 보

면 정약용은 양명학  경향과 자신의 이론을 구분시켜야겠다는 생각

을 구체 으로 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러 그는 소론 

계열인 신작 등과 교유61)하면서 상서 를 고증하는 동시에, 이 같은 

는 것이 의식(意)입니다.” 情動後緣情計 爲意. 율곡 서 ·｢答安應休｣, 

12: “마음이 처음 반응하는 것이 정이고 이 정으로 인해 헤아리고 재는 

것이 의입니다. 성인이 다시 나온다 해도 이 말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

다.” 余故曰, “心之初動 爲情, 緣是情而商量 爲意”, 聖人復起, 不易斯 矣.

60)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의 문제에 있어서도, 퇴계학 내에서는 항상 인심도

심이 사단칠정보다 먼  나온다., 도심이 발 한 것이 사단이고, 정약용의 

경우도 도심의 기호가 호선오악이라는 성·정으로 표출된다. 반면, 율곡학

에 있어서는 칠정이 먼  나오고 후에 그것이 의지에 의해서든 지각에 

의해서든 인심과 도심으로 갈린다. 

61) 한국 양명학은 소론 계열에서 나왔고, 신작 역시 양명학과 노장의 무 사



정약용 심성론의 변천에 한 연구 25

문제의식 아래 자신의 심성론에 약간의 수정을 더한다. 

Ⅳ. 말기의 심성론－심대설 (心大說),
성 기호설(性嗜好說), 이성설(二性說)

이 장에서는 말기의 심성론을 집 으로 다룬다. 정약용은 해배 

후의 시간을 부분 역학서언 을 마무리하고, 상서고훈 과 매씨서

평 을 마무리하는 등 성리학  의리를 극 으로 밝히는 것 보다는 

고증학과 역학(易學)에 힘썼기 때문에, 심성론에 한 말기의 의견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자찬묘지명 (1822)과 매씨서평

(1827) 등에 보이는 정약용의 짧은 언 들은 ‘만년의 정론(定論)’이라

는 권  아래 연구물에 빠지지 않고 인용된다. 
성 기호설의 두 명칭, 즉 ‘ 지지기호(靈知之嗜好)’와 ‘형구지기호

(形軀之嗜好)’는 말기에 이름 지어진 것으로, 자찬묘지명 과 매씨

서평 의 부록으로 첨부한 ｢염씨고문소증 1｣(1827)에 각각 보인다. 

성(性)이란 기호(嗜好)다. 형구(形軀)의 기호도 있고 지(靈知)의 

기호도 있는데 같이 성(性)이다. 때문에 소고(召誥)에 ‘ 성(節性)’
이란 말이 있고 왕제(王制)에는 ‘ 민성(節民性)’이라 했으며, 맹자도 

‘동심인성(動心忍性)’이란 말을 썼고,  이목구체(耳目口體)의 기호가 

성(性)이라 했으니 이들은 형구(形軀)의 기호다. 천명(天命)의 성(性), 
성과 천도(天道), 성선(性善)‧진성(盡性)의 성은 지(靈知)의 기호다.62)

이는 정약용의 성기호설을 언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 이

다. 그 에도 인심의 기호로서의 형구지기호의 언 은 몇 번 있었지

상에 정 이었다는 연구가 있다. 심경호, ｢다산 정약용과 석천 신작의 

교유에 하여｣, 연민학회, 연민학지 , Vol.1, 1993 참고.

62) 자찬묘지명  曰: 性 嗜好也. 有形軀之嗜, 有靈知之嗜, 均 之性. 故召誥

曰節性, 王制曰節民性, 孟子曰 動心忍性, 又以耳目口體之嗜爲性, 此形軀之

嗜好也. 天命之性, 性 天道, 性善盡性之性, 此靈知之嗜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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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인성(人性)을 논할 때 몸의 비유를 

든 것으로 하등(下等)의 것이거나 부수 인 것으로 치부되어 인간의 

‘참된 기호’로서의 상을 갖지는 못하 다. 여기에서도 ‘ 같이 性이

다’고는 하고 있지만, 인성으로서 존재론  상까지 같은지, 아니

면 형구지기호도 역시 ‘성(性)’자의 용례에 포함된다는 건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약용이 자찬묘지명 에서 자신이 발견

한 바를 요약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성을 호선오악의 기호로 

한정시키는 것으로 보아63), 기존의 심성론과 시기 인 차이에 의해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 듯이 보인다.
반면, ｢염씨고문소증 ｣를 살펴보면, 정약용의 입장이 기존의 성선

설 하나만을 완고하게 주장하는데서 조  벗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송유들이 성을 논할 때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는 것은, 사실 ‘인
심도심’이란 구 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 人性은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순자만 보더라도 근거할 만한 것이 있는데, 
정경(正經)에 허다한 근거 없겠는가? ｢소고｣에서는 “성을 제하면 날

마다 나아짐이 있다”고 했는데, 매색과 채침의 주에는 모두 식색의 욕

구를 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왕제｣에서는 “육례를 닦아 백서

의 성을 제시키라”고 되어 있고 맹자 에서는 “마음을 분발시켜 성

을 참게 한다”고 하 다. 이것이 오늘날 이른바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상서 에서는 “천성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하 고, 주역 에

서는 “이치를 헤아리고 성을 다하면 명에 이른다”고 하 으며, 공자는 

“성은 서로 가깝다”고 하고 용 은 “천명의 성,” “존덕성”을 말했으

며, 맹자는 “성선”을 말하고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성을 알고, 그
러면 하늘을 알게 된다”고 했으니, 이는 오늘날 이른바 본연지성이다. 
‘본연’이라는 두 자는 그 의미가 바르지 않으니 ‘천명지성’이라고 

부르는 것만 못하다. 성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은 이처럼 명백하다. 
[···] 두 가지 성은 곧 두 가지의 마음이고, 두 가지의 마음은 두가지

63) 자찬묘지명 :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은 재(才)이며, 선하기는 

어렵고 악하기는 쉬운 것은 세(勢)이다. 선을 즐겨하고 악을 부끄러워하

는 것은 성(性)이니, 이 성을 따르며 반됨이 없게 한다면 도(道)에 이를 

수 있다. 때문에 성은 선하다는 것이다. 可善可惡 , 才也. 難善易惡 , 勢

也. 樂善恥惡 , 性也. 率此性而無違, 可以適道. 故曰性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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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신(己)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 공자는 “자신을 닦는다

(修己)”고 하고 “옛날 학자들은 자신을 한 공부(爲己之學을 한다)”
고 했으니, 이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신(己)이다. 공자는  

“자신을 극복하고 를 회복하여 인을 이룬다(克己復禮爲仁)”고 말했

으니 이것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자신(己)이다. 분명히 하나의 

자신이  하나의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이미 두 가지 자신(己)이 있

으니, 어  두 가지 마음이 없겠는가? 두 가지의 성(性)이 있으니, 
어  두 가지의 마음이 없겠는가? 군자의 도는 이것을 살피는 데 있

을 뿐이다.64)

여기서 먼  에 띄는 것은 인간의 성이 ‘호선오악의 기호 단 하

나’이라는 기의 주장에서 벗어나, 뚜렷하게 두 가지라는 것이다. 이

것은 기의 ‘본연과 기질을 아우른 하나의 성’이라는 주장과도 다르

고, 기의 ‘성은 호선오악하는 기호 하나 뿐’이라는 주장과도 다르

다. 비록 기에도 인심의 기호를 언 하 지만, 어디까지나 그러한 

기호는 하나의 인성 아래 포섭된 부차 인 기호 다. 그러나 여기서

는 왜 성이 굳이 두 가지라고 강조한 것인가? 
정약용이 두 성(二性_과 두 마음(二心)을 강조하는 데는 양명학에 

한 비 에서 나온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난 뒤 그는 신작, 홍

석주, 김매순등과 교류하며 상서 에 한 주석을 고증했는데, 그 과

정에서 자신의 심성론을 양명학  경향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 정약용은 곧 양명의 치양지(致良知)설65)을 비

64) ｢염씨고문소증 ｣1宋儒論性, 有本然之性氣質之性, 實本於人心道心之

經.[···] 然人性有二出, 則明矣. 但見荀子, 猶爲有據, 況正經多據哉! 召誥曰

‘節性唯日其邁.’ 梅註蔡註竝以爲節其食色之欲. 王制曰‘修六禮以節民性.’ 孟

子曰‘動心忍性’. 此今所 氣質之性也. 尙書曰‘不虞天性.’ 易曰‘窮理盡性, 以

至於命.’ 孔子曰‘性相近也.’中庸曰‘天命之性,’ 曰‘ 德性.’ 孟子曰‘性善,’ 曰‘盡

其心 , 知其性, 知其性, 則知天矣.’ 此今所 本然之性, 而‘本然’二字, 其義

不端, 不如仍 之天命之性也. 性有二出, 若是其明白. [···]二性則二心, 二心

由二己. [···]孔子曰‘修己,’ 曰‘古之學 爲己,’ 此我本有之己也. 孔子曰‘克己

復禮爲仁,’ 此我戰勝之己也. 明有一己克此一己, 旣有二己, 胡無二心? 旣有

二性, 胡無二心? 君子之道, 察乎此而已.

65) 茶山詩文集  第十二卷· 文集 ·辨 ·｢致良知辨｣ 참고. 이 비 은 사실 치양

지의 ‘致’字를 의도 인 확충으로 풀이하는 것으로, 양명학에 한 정당한 

비 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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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양명학으로부터 자신의 사상을 구분하 다. 특히 이 구 은 

황종희의 설이 양명 이라는 을 반박하는 데서 나온 주장이다. 황

종희는 인심도심론을 작이라고 반박하면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구

분이 없이 오직 한 가지의 ‘본래 인 마음(本心)’만이 있을 뿐이며, 
이 하나의 마음만 있어도 측은한 일을 당하면 로 능히 측은해하

고, 부끄럽고 미워할 일을 당하면 로 능히 부끄러워하고 미워하

며, 사양하는 것과 시비를 가리는 것 모두 다 그 지 않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66) 정약용은 이에 크게 분개하며 반박한다. 즉, 황종

희의 일심(一心)설은 양명학이 비 받는 임정(任情)과 같은 맥락이라

고 비 하면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다른 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

터 인심도심이라는 두 가지 다른 마음, 즉 확충해야 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제해야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이것은 정약용 기설인 사람의 성은 호선오악의 기호 하나일 뿐

이라고 거듭 주장한 것과는 조되며, 정약용이 이 게 논조를 바꾼 

것은 자신의 기존의 논리로는 황종희 식의 양명학을 반박할 수 없다

고 생각했다는 뜻도 함축한다. 그리하여 정약용은 두 가지 마음의 두 

가지 근원이라는 구조의 이황의 도식 (이벽이 설명하는 이황의 도식)
과 유사해 보이는 사고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다른 한 편 성을 기

호로 끝까지 한정시키면서, ‘고원한’ 성리학을 경험 이고 실증 인 

방법으로 재정립하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 다. 정약용의 말기설은 

인간의 형기의 측면을 형구지기호와 도심에 립하는 인심을 부각시

키면서, 천명이 도심이고 도심이 곧 성 기호라는 자신의 기존 입장이 

양명학과 혼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 다. 이를 통해 사실상 정

약용의 심성론은 인심도심(사단칠정)이 두 가지 근원에 기인하고 있

다는 이황의 설과 약간 표면 인 유사성을 띠게 되지만, 이는 이황을 

66) ｢염씨고문소증  1｣, 황종희의 말을 인용: “夫人只有人心。當惻隱自能惻

隱, 當羞惡自能羞惡。辭讓是非, 莫不皆然。不失此本心, 無有移換, 便是允

執厥中。故孟子 求放心, 不 求道心。 失其本心, 不 失其道心。夫子之

從心所欲不踰矩, 只是不失人心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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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계승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론을 양명학과 구분 짓

기 하여 형구지기호의 실재성을 좀 더 부각시킨 것뿐이라고 해석하

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정약용의 말기설은 사실 몇 가지 문헌  근거가 없으므로 다수

의 작이 이루어졌던 기와는 획기 으로 달라진 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약용의 성 기호설을 논함에 있어 두 가지 ‘기호’를 

시하기 시작한 것은 말기에 이르러서이며, 다수 학자들이 정약용 

사상의 ‘주류’로 여기는 기 심성론에 있어서 성 기호설은 맹자의 

성선설을 뒷받침하는 호선오악의 기호, 즉 지지기호 하나만을 가리

켰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정약용의 성기호설에 있어 

기에는 ‘무엇’을 기호하느냐 (善, 道, 天命)가 이었고, 말기에는 

도의와 기질 두 가지 측면을 다 ‘기호’한다는 것이 이 된다는 것

이다.

Ⅴ. 결  론

이상으로 정약용의 심성론을 기와 기, 후기로 나 어 살펴보았

다. 여기서 정약용의 성이 ‘선악(도의와 기질)이 혼재된 하나의 성’
( 기)에서 ‘도심의 기호로서의 하나의 성’( 기)으로,  ‘ 지(靈知)
의기호와 형구(形軀)의기호라는 두 가지의 성’(말기)으로 바 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 심성론의 특징은 이황의 성리학  특색, 즉 본연지성과 기질

지성을 따로 상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질지성과 도의지성을 합한 

하나의 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상 기질지성 하나만을 인정하여 

형이상학 인 색채는 많이 벗어버렸으나, 도덕지각의 주체는 여 히 

경험 인 심이라기보다는 보다 근원 인 성에 속하게 된다. 이것은 

성호학 의 기존 입장을 그 로 계승한 것이다. 기로 가면 성이 심

의 속성임을 분명히 하여, 지각의 주체가 심이 되며 (심 설), 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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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선한 도심의 기호로 한정 축소된다. 인간의 마음에는 인심(인심의 

기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해 주는 진정한 성은 

호선오악하는 도심의 기호 하나 뿐임을 여러 군데서 명확히 한다.  

‘성 기호’는 정약용이 명제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기 남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으며, 특히 그것의 정감 인 요소는 

퇴계학 의 색채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기에 이

르러서 정약용은 소론계열의 신작 등과 교유하며 상서 를 고증·주해

하는 작업에서 기에서 부각시키지 않았던 인심의 기호(形軀之嗜好)
를 도심의 기호와 동등한 수 으로 끌어올려, 두 가지의 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는 이황의 이성설(二性說)로 돌아간 것처럼 보

일 수 있으나 사실 이것은 양명학과 자신을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강

조한 것일 뿐, 기의 심성론과 본질 인 차이는 없다. 사람의 마음

에는 두 종류의 상반되는 욕구가 있지만, 따르고 실 시켜야 할 것은 

호선오악의 기호 하나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부터 말기까지 정약용은 자신의 심성론을 조 씩 수정하면서, 

그의 이론에서 형이상학  색채를  지워나가려고 노력한다. 이는 

한 그가 경기 남인의 통을 이어나가면서 동시 의 다른 학 들과 

구분 짓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약용의 심성론에 해서 연구

할 때는, 특히 학 간의 향이나 이론의 정합성 등을 연구할 때는 

이러한 시  차이 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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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iodical Differences in Chong Yagyong’s 
Philosophy of Mind and Nature

Chung, So-Yi 

When previous researchers interpreted Chong Yagyong’s 
philosophy of the unity of  mind and nature, few noticed the subtle 
yet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distinct periods of 
Chong’s philosophy, namely, the early period (1784~1801), the 
middle period (1811~1816), and the later period (1822~1827). 

During the early period, Chong unfettered himselffrom Yi 
Hwang’s moral metaphysics, which insisted on the existence of two 
kinds of human nature;  he instead argued for the existence of one 
nature having both spiritual and corporal elements. This stance 
shows that Chong was still in line with the Sungho School’s 
traditional perspective, which held human nature responsible for 
moral perception.  Moral agency shifted from one’s nature to one’s 
mind during the middle period, in which Chong narrowed the 
function of one’s nature down as an ‘inclination for goodness.’It 
should be noted that the idea of human nature as an inclination 
was, although coined by Chong, something quite familiar to 
southerners in Kyunggi Province, and not something that he created 
out of nowhere. Although Chong emphasized in innumerous places 
that human nature is only singular and only good, it seems that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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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d this position during the later period. Humans after all have, 
besides an inclination for goodness, other kinds of inclination, 
namely, inclinations for food, comfort, and bodily indulgence. This 
stance, however, was suggested in an attempt to differentiate himself 
from the Yang-ming line of philosophy, and should not be seen as 
a dramatic change in his stance from the middle period. 

Throughout his life, Chong went about revising, however subtly, 
his philosophy of mind and nature. Although metaphysical 
connotations were dismissed, Chong’s identity as a southerner was 
still preserved as he constantly distinguished himself from other 
schools of Neo-Confucian scholars. Before one delves into analyzing 
Chong’s philosophy of mind and nature, the periodical differenc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Keywords: Dasan, Chong Yagyong, Human Nature and Mind, 
Nature as Inclination, Periodical Dif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