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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논문은 정조의 개인 문집인 弘齋全書 가운데 經史講義, 그 

에서도 孟子講義를 통해 맹자에 한 정조의 사유 경향이 어떠했는

지 분석한 이다. 맹자강의에 등장하는 다양한 정조의 條問과 이에 답한 

계문신들의 條 를 함께 살펴 으로써 당시 군왕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맹자를 둘러싸고 어떤 철학  논쟁을 벌 는지 고찰해 보았다. 한편 정조

는 1800년 閣臣 金近淳과 맹자에 해 독 한 내용을 담은 鄒書春記라
는 책을 만들었는데, 김근순의 질문에 답한 정조의 답변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된 이 작을 통해 말년의 정조 맹자 을 잘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맹자강의와 추서춘기에서의 정조 은 의외로 이질 인 경우가 많았

는데, 왜 이러한 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본론에서 해명하고자 했다. 가

령 맹자의 고유한 정치 인 왕도정치론, 정 제 문제 등에 해 정조는 회

의 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고, 당시 제후들에 한 맹자의 처신에 해서

도 매우 강경한 어조로 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맹자의 인성론 

 수양론 문제에 있어서는 맹자 발언을 극히 존 하는 가운데, 이후의 주

희 맹자집주 해석을 심으로 문신들과 치열한 논쟁을 개하기도 했다.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 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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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텍스트의 차이뿐만 아니라 맹자의 주제별 차이에 따라서도 정

조의 맹자에 한 이해가 상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Ⅰ. 들어가는 말

李祘 正祖(1752-1800)는 君王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 의 學 로서

도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었는데, 君師로서의 그의 모습을 가장 잘 엿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御製 모음집인 弘齋全書이다. 정조는 즉  

 규장각을 설치하고 역  군왕들의 御製를 정리하도록 명했는데, 
이에 따라 1777년 겨울부터는 자신의 御製 역시 함께 정리하도록 했

고 당시 규장각 제학이던 徐命膺이 정조의 세손 시  詩文을 모은 弘
齋全篇을 올리면서부터 이 일이 추진되기 시작했다.1) 그러나 본격

인 편찬 작업은 규장각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1781년부터 진행

되었으며, 徐浩修, 徐榮輔, 李晩秀, 金祖淳, 金近淳 등을 통해 1787년, 
1799년 몇 차례의 교정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2) 서의 실제 간행은 

1) 김문식(1999), ｢서명응의 생애와 규장각 활동｣, 한국정신문화연구 75, 

173-177쪽 혹은 김문식(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57-69쪽 참조. 

한 정조의 홍재 서 편찬 과정에 해서도 의 김문식의 책(2007), 

55-90쪽까지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정조의 규장각 설립 

 계문신들의 교육과정에 해서는 우선 정옥자의 다음 두 책을 통해 

그 내막을 살펴볼 수 있다. 정옥자(1997), 107-161쪽/정옥자(2001), 84-124

쪽. 한 최근에 규장각의 구체 인 기능과 문신들의 교육 과정을 보다 

상세히 소개한 몇 종류의 연구서들이 더 나왔는데, 의 김문식(2007, 

243-277쪽) 책 외에도 한 우(2008)의 책 문화정치의 산실, 규장각과 

공동 연구서인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200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로써 보면 정조의 규장작 설치  운 과정, 계문신들에 한 

구체 인 교육방향 등에 해서는 주로 사학계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어

느 정도 소상히 밝 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당시 교육과 토론 

에 나온 철학  논쟁의 내용들에 해서도 보다 세 한 분석이 병행되

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김문식, 의 책, 태학사, 2007, 57-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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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사후 순조 인 1814년 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

서 필자가 다루려고 하는 經史講義는 정조의 홍재 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인 총 56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조 본인과 규장각 

抄啓文臣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經史에 한 御問  講員들의 條  

내용을 함께 기록해 놓은 것이다. 
정조의 경사강의는 1781년 近思 과 心經을 시작으로 해서 

학, 논어, 맹자,  용, 시경, 서경, 주역 등으로 순차 으로 

진행되었으며, 여러 黨色의 강원들의 답안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3) 이 

가운데 특히 맹자강의는 1781년 李時秀, 洪履健, 徐龍輔, 金載瓚, 李錫

夏, 洪仁浩, 李魯春 등의 講員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시작되었으며, 
1783년, 1784년, 1786년, 1787년 등 여러 해에 걸쳐 연속 으로 진행되

었다.  학이나  용 등의 다른 四書에 한 입장과 달리 맹자 본인

에 한 講論에서 정조는 매우 강경한 어조를 띠고 발언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후술하겠지만 이 은 君王으로서의 정조가 과거 臣僚의 직

를 가진 맹자의 처신을 비 으로 바라본 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亞聖으로서의 맹자의 지 를 함부로 거론할 수도 없었지만, 한편 맹자의 

견해와 행 를 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정조 본인의 입장을 잘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맹자강의의 御製條問과 강원들의 條  외에 필자가 논문에서 정

조 孟子觀과 련해 비  있게 다룰  다른 텍스트는 1800년  규

장각 閣臣 金近淳과 정조가 맹자에 해 응답한 내용을 기록한 鄒

3) 정조 經史講義 條問  條  내용을 직  다루기 시작한 처음 논문으

로는 김문식의 ｢尙書講義를 심으로 본 正祖의 經學 사상｣(1991)이 있

고, 그 뒤 안병걸이 ｢정조 御製條問의 경학 : 經史講義 大學條問을 

심으로｣(2001)를 발표한 바 있다. 그 외에 詩經講義에 한 내용을 다

룬 논문들이 몇 편 있는데, 이에 해서는 김흥규(1981), 심경호(2001), 한

원(2003) 등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詩經 외 經史講義 
다른 경 들의 내용을 사상 으로 분석한 경우는 아직까지 별로 없어 보

인다. 한편 필자는 다음 논문에서  용강의를 둘러싼 정조와 다산, 기

타 노소론계 학자들의 을 상호 비교한 이 있다. 졸고, ｢다산의 
용강의보 條  내용 분석－정조의 경사강의 어제조문  기타 조 와

의 비교를 심으로｣, 동방학지 14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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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春記이다.4) 추서춘기는 정조 본인이 自序에서 밝히고 있듯이, 
朱子가 鵝湖와 玉山에서 제자들과 경 에 해 강론했었고 그 화 

내용들이 훗날 朱子語類 등에 기록된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

이었다.5) 鄒人이었던 孟子의 을 정조가 철에 강론했으므로 추서

춘기라 이름 붙인 것인데, 論語에 해서는 抄啓文臣 徐俊輔와 응

답한 내용을 魯論夏箋(1800년)이란 책으로 만들었고,  학ㆍ
용에 해선 閣臣 尹行恁과 화한 내용을 曾傳秋 (1799년)이란 

책으로 만들기도 했다.6) 그런데 필자가 검토해본 결과 한 가지 공통

인 사항이 발견되었는데, 정조의 四書에 한 이해가 경사강의 
경우와 앞서 언 한 세 경우들(鄒書春記ㆍ魯論夏箋ㆍ曾傳秋 )
에 있어 각기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은 經史에 한 講義  여러 강원들에게 질문할 경우 정조는 주

자학의 을 벗어난 독특한 해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경  내용

에 해서도 미심쩍은 을 자유롭게 피력하기도 했는데, 이와 달리 

鄒書春記 등에서 문답의 형식이 바 어 閣臣  文臣들의 질문에 

이제 정조가 답변하게 되었을 때는, 유독 경 의 권 와 주자학의 해

4) 심사 원 한분께서 필자가 본 논문에서 맹자강의와 추서춘기 두 자료

만을 으로 다룬 것이 한지 의문을 표명하셨는데, 가령 정조경연 

혹은 일득록 등의 기타 자료의 경우 매우 부분 으로 간략하게 맹자의 

정치  혹은 인성론 등을 간 으로 언 할 뿐이지만 이 두 작에서는 

본격 으로 맹자에 한 방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정조 맹자 을 

살펴볼 때는 불가피하게  두 자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5) 弘齋全書 120권, 鄒書春記 卷一, ｢自序｣. 朱夫子平生精力, 盡在四書. 

而講說於鵝湖, 玉山之間, 聽之 往往 動, 及 羣弟子 , 皆出入經傳, 語

類諸 是耳. 顧予習性在經傳, 自幼非經傳不讀, 至白紛如也. 有能領悟予意

, 每淸燕多暇, 討論經義, 以自娛, 庸追湖山盛事, 鄒書商訂, 卽其一也. 隨

其問卽答之, 答輒書諸策, 時當春晷, 日以爲課, 故名之以鄒書春記. 雖深思奧

義, 不足以上繩 亭之隅坐 志, 其於牖蒙發愚之資, 庶幾有 補其翼. 歲庚

申閏吉. 萬川明月主人翁. 

6) 이들 작품에 한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는 재 타학회지에 투고 인 미발표 논문에서 ‘정조와 다산의 大學觀’

을 다루면서 정조의 증 추록 내용을 일부 소개한 바 있다. 차후에 추
서춘기, 노론하 , 증 추록 등에 한 보다 진 된 논의를 계속 진

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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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방식을 옹호하는 강경하고 보수 인 입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특히 후자의 작품들이 정조 말년의 최후 작들이고 정조가 질문

이 아닌 답변의 형식으로 소상히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 것이라는 

에서 그의 경  이해를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작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四書 경  뿐 아니라 正學으로서의 주자학에 한 

정조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이 말년의 작품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홍재 서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경사강의 
한 1798년, 즉 정조 말년까지 지속되었으며 특히 수많은 御製條問 

가운데는 당  학자들이 제안하기 어려웠던 새롭고 참신한 질문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이 작 한 마찬가지의 요한 시사 을 던져

주고 있다. 가령 茶山 丁若鏞의 경우만 해도 계문신 시  여러 번 

講義에 참석하면서 정조의 경  이해를 통해 다양한 시사 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7) 따라서 경사강의 그리고 그 가운데 맹자강의도 

정조의 사유 경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작의 하나

라고 볼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맹자강의
와 추서춘기의 두 을 함께 살펴 으로써, 맹자에 한 정조의 

이해가 어떠했는지 상호 유기 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경 으로서의 맹자라는 텍스트는 심성론과 수양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井田制를 비롯한 王道政治 하의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에 해

서도 논하고 있는데, 맹자강의와 추서춘기 체 내용을 살펴보면 

7) 가령 김문식은 정조의 상서강의에 해 상세히 분석한 바 있고(1991), 

한 정조의 상서 이해가 다산에게 어떤 향을 미쳤는지 해명한 이 

있다(1996, 217-245쪽). 그리고 다산이 정조의  학유의를 통해 경세  

안목을 갖추고 자신의 일표이서를 구성하게 되었다고도 평가했다(2007, 

159-160쪽). 한편 이 규도 다산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하면서, 정약용이 

정조로부터 계발을 받아 주희의 人心道心說을 극복하고 그 안으로서 

知人安民論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2005a, 152-153쪽). 그런데 이

규는 다산의 지인안민론이 정조의 정치 을 이은 것이긴 하되 왕권강화

책이 아닌 인륜에 기반한 德敎를 시행하기 한 방법이었다고 평가했다

(2006b, 177-185쪽). 이 외에 정조와 다산의 정치  의 연계성에 해 

논평한 박 모(2000a/2003), 배병삼(1996/1998), 박 용(2007) 등의 논문에

서도, 다산의 정치철학이 정조를 모델로 한 정치개 의 이론  토 를 마

련한 것이었다고 보는 에 체로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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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經世的 문제에 한 논란이 고 ｢告子｣ㆍ｢盡心｣ 등을 심으

로 한 심성론과 수양론 문제가 집 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은  학의 경세  측면을 매우 시해서 정조가 大
學類義를 편찬하는 등 실증 이고 구체 인 경  이해의 요성을 

내세웠던 과 일견 조되어 보이기도 한다.8) 그러나 이것은 정조가 

어떤 곳에서는 경세  이해 방식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니라 맹자라
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경 의 경우와 좀 달랐기 때문이

라고 생각되는데, 이 에 해서는 뒤에서 좀 더 언 하도록 하겠다. 
그럼 맹자 본인의 행동과 군왕에 한 처신  왕도정치에 한 주

장을 정조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부터 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孟子의 處身과 君臣 관계에 대한 평가

맹자라는 텍스트와 련해 정조가 질문한 첫 번째 물음은 역시 

이 책의 내용을 가 기록했는가의 문제 다. 司馬遷과 趙岐의 주장

에 근거해 맹자 본인이 지은 것이라고 보는 설과 林思愼과 韓愈의 

주장에 근거해 맹자 제자인 萬章, 公孫丑 등이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두 설이 있었는데, 정조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 타당한지 하문했던 

것이다.9) 그러나 맹자 본문  맹자 본인은 사용할 수 없는 ‘孟子

8)  학유의에 한 선행 연구로는 이태진의 논문(1992, 239-240쪽)과 김

문식의 논문(1991, 136-139쪽) 그리고 정조의 제왕학(2007)   학유

의 편찬 부분(129-160쪽)을 참조할 수 있다. 한 윤정분도 구 의 
학연의보가 조선에 수용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정조의  학유의  
편찬 과정에 어떤 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학유의 자체의 편제와 특

성이 어떠한지에 해 두 논문을 통해 상세히 해명한 바 있다(윤정분, 

2001/2002). 최근 윤정의 논문에서도 정조의  학유의와 그가 세손 시

 때부터 탐독한 성학집요를 상호 비교하면서  학유의 편찬 과정

에 성학집요가 미친 향에 해 해명하 다(윤정, 2007). 

9) 弘齋全書 79, 經史講義 16, ｢總論｣. 孟子之書, 是孟子所著耶, 抑門人所

記耶? 司馬遷趙岐以爲孟子所著, 林思愼韓愈以爲萬章公孫丑之徒所 , 而朱

子於序說則以史記爲是, 於滕文公篇首章集註則復 門人不能盡記其辭, 二說

不同. 故後之論 , 或主前說或主後說. 今攷此書, 每章以孟子曰冠之, 而當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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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이란 표 이 자주 등장하고, 그가 당시에 만난 제후들, 즉 齊宣王, 
梁惠王, 梁襄王, 滕定公, 滕文公, 魯平公 등 열국 제후들의 시호가 그

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맹자라는 책은 본인이 아닌 제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우회 으로 입

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서춘기 가운데 정조의 ‘序說’ 부분

을 살펴보면 이런 고증  문제들에 깊이 연루되지 않으려고 한 그의 

내심을 잘 엿볼 수 있다. 정조는 맹자를 ‘子孟子’라고 표 하지 않았

던 , 맹자가 子思에게서 직  배웠는지 혹은 子思의 문인을 통해 

私淑했는지 등의 문제에 해 의리상 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한 맹자를 가 기록했는지의 문제에 해서도 더 이상 정력을 

쏟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10) 
따라서 정조는 맹자에 한 고증  문제보다는 요한 몇 가지 

의리상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선 맹

자가 遊說한 列國의 제후들에 한 그의 평가 혹은 처신과 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맹자는 양혜왕, 양양왕, 제선왕, 등문공 

등에 한 평가를 숨김없이 드러내곤 했는데, 君王으로서의 정조는 

이러한 거침없는 맹자의 발언을 아무 지 않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

다. 정조 당시까지도 여 히 신하의 직분이란 왕에게 간언을 하되 군

왕에 한 기본  우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자는 책의 첫머리에서부터 양혜왕에게 왜 이익[利]을 탐하

는지 힐난했고, 알 한 양양왕에 해서는  군왕의 자질이 없다

고 서슴지 않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 목에 한 정조의 입장을 살

펴보겠다. 

所見之諸侯如齊宣ㆍ梁惠ㆍ梁襄ㆍ滕定ㆍ滕文ㆍ魯平之類, 皆直書其諡, 是列

國諸侯之諡, 未必皆孟子之所及見, 據此則其爲門人所 , 果無疑耶? 

10) 논문 분량이 제한되어 이 목의 응답 내용을 모두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들에 한 정조의 결론  입장만 간단히 수록해 보겠다: 弘齋全書 
120, 鄒書春記 卷一, ｢序說｣. 孟子七篇凡三百四十章三萬五千三百七十九字

也, 來喩所引證趙氏說有差錯. 至於韓子所 萬章公孫丑記某所 云云, 亦當

陳新安之說參看爲可. 大體未必枉用精力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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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大學 平天下章에서 義로써 利를 삼고 利로써 利를 삼지 않

음을 거듭 말했으니, 義로써 하는 이로움은 본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梁王이 賓師를 처음 만나는 날 먼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함을 

가지고 물었으니 이는 내 몸을 이롭게 함과는 같지 않아서, 그 利가 

義로써 하는 것인지 利로써 하는 것인지 아직 별할 수 있는 것이 아

니었다. 맹자가 어  義로써 하는 이로움을 가지고, 마치 好貨好色에 

해 물은 齊王의 질문에 답했던 것처럼 그 형세의 이로움에 근거해 

敎 하지 않고, 굳이 “어  반드시 利를 말 하십니까?”라고 하며 꺾

어버린 것은 어째서인가?
이시수: 先儒가 이르길 “양왕의 물음은 利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 利吾國이라는 세 자에 있다. 그는 단지 자기가 있음만 알고 大

夫와 士ㆍ庶人이 있는 은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학설이 참으

로 옳습니다. 이미 利吾國이라고 말했으니 그 利로써 利를 삼은 것을 

물을 것도 없이 알 수 있습니다.11)

정조: 맹자는 梁襄王에 해 “임  같지도 않고 경외스러운 바를 

볼 수도 없다”라고 배척했다. 그 다면 임  노릇을 하는 사람이 반드

시 권세와 지 로 스스로를 높이고 매우 엄을 갖추어 사람들을 

한 뒤라야 體貌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孔子는 어떤 

나라에 머물 때 그 나라 大夫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맹자는 임

을 비난한단 말인가? 비록 양왕에게 임 다운 가 없었다 하더

라도 맹자가 양나라에 있을 때는 그 말을 이토록 박 하게 해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그에 한 설명을 듣고 싶다. 
서형수: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납니다. 임 의 德을 지

니면 로 임 의 엄이 있는 것이지 굳이 엄 있는 모습을 지은 뒤

라야 사람들이 그 경외스러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의 말은 지나치게 날카롭습니다.12) 

11) 弘齋全書 76, 經史講義 13, ｢梁惠王｣. 大學平天下章, 反復 以義爲利, 

不以利爲利, 則以義之利, 固未始不可 也. 梁王初見賓師之日, 先以利吾國

爲問, 則此 利吾身不同, 其利之以義以利, 姑未可辨. 孟子何不以以義之利, 

因其勢利 之, 如答齊王好貨好色之問, 而必以何必曰利, 折之 何也? 時秀

: 先儒云梁王之問, 非不在利字, 實在利吾國三字. 他只曉得有我, 不知有大

夫士庶, 此說儘然. 旣曰利吾國, 則其以利爲利, 不待問而可知. 

※ 弘齋全書의 원문 번역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공역한 국역 홍재

서를 기본으로 하여 인용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 음을 밝힙니다. 

12) 弘齋全書 78, 經史講義 15, ｢梁惠王｣. 孟子之於梁襄王, 斥之以不似人

君. 不見所畏, 然則爲人君 , 必以勢位自高而厲 嚴以待人, 然後方可 不

失體貌耶? 且孔子居是邦, 不非其大夫, 况於君乎? 雖使襄王無人君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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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利欲의 利와 달리 義理의 利라는 것도 있는데, 맹자가 이러

한 구별을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양혜왕을 처음부터 비 할 수 있었

는지 의문을 가졌다. 1781년의 맹자강의 때 강원 이시수는 ‘利’라는 

자보다는 吾國에서의 ‘吾’라는 자의 편 한 의미가 문제가 되었기

에 맹자가 양혜왕의 발언이 利로써 利를 삼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조의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만약 ‘利吾國’
이 문제가 된다면 ‘利吾民’이라고 했어야 했느냐고 반문했을 뿐만 아

니라13) ‘吾’라는 자를 썼기에 物我의 구별이 첨 해져서 利欲의 마

음이 되었다고 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 했던 것이

다.14) 왜냐하면 정조가 보기에 吾老를 노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남의 

노인을 섬기고, 吾長을 어른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남의 어른을 공경

하는 것이 맹자가 곧 강조해온 확충의 공부이기에 ‘吾’라는 개념 자

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講義 에 정조는 맹자

가 첫머리에서부터 상 방의 말을 제 로 듣기도 에 ‘왜 이익을 구

하느냐’고 힐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한 양양왕에 해서는 아  군주 같지도 않다고 혹평했는데, 이

러한 맹자의 평가에 해 정조는 大夫조차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던 

공자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맹자가 지나치게 당시 군주를 폄하한 태

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맹자강의 
孟子以在梁之日, 其辭氣恐不當如是迫切. 欲聞其說. 瀅修 : 存諸中 , 必形

諸外. 有人君之德, 則自有人君之 , 而不必作 然後, 人見其可畏. 然此章辭

氣, 圭角太露. 

13) 弘齋全書 79, 經史講義 16, ｢梁惠王｣. 利有義理之利, 有利欲之利. (…) 

梁王利國之問, 安知其全出於利欲, 而必如是深斥耶? 說 梁王之失, 全在吾

國二字, 秖求自己一身之利, 竝拋大夫士庶之利, 故下文以大夫之吾家士庶之吾

身, 他吾國二字, 而 其交征利之失. 此說果如何? 假使梁王不曰利吾國, 而

曰利吾民云爾, 則孟子 許之耶? 晩錫 : 一吾字已形物我之私, 而全昧同天下

之心, 所指甚狹, 所欲非公. 雖以民字換他國字, 而猶不足 出於義理之正也. 

14) 弘齋全書 79, 經史講義 16, ｢梁惠王｣. 若 以吾字 有物我之形, 而歸

之利欲之心, 則亦有所不可矣. 吾 以及人之 , 幼吾幼以及人之幼, 親以

及疎, 近以推遠, 由吾民而至於隣國之民, 由隣國而至於天下之民, 則亦何不

可之有? 且孟子之誨人, 必因其勢而利 之. (…) 而獨於梁王之問, 必以何必

曰利, 折而嚴斥之 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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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가령 ｢양혜왕ㆍ

하｣ 6조목에서 제선왕과 상 할 때 맹자는, 士師가 士를 다스리지 못

하면 내치겠다고 말한 왕에게, 그럼 四境 안이 잘 다스려지지 못할 

때는 당신 자신이 군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림

으로써 제선왕의 말문을 막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정조는 이 목에

서 몹시 발끈하여 맹자의 辭氣가 온화하지 못하니 이를 통해 성인(공
자)과 인(맹자)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비 하기도 했다.15) 
뿐만 아니라 ｢공손추ㆍ하｣ 2조목에는 齊王이 寒疾로 인해 맹자를 직

 찾아보지 못하자 신 그를 조정으로 부른 일이 있는데, 이때 맹

자는 거짓으로 자신 한 병이 있다고 핑계 고 도리어 東郭氏를 

조문 갔었다. 이 당시 정황에 해선 정조도 스승에 한 우라는 

측면에서 맹자 태도를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군왕이 어진 이를 찾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일에 해 맹자가 왜 꼭 이런 식으로밖에 

처할 수 없었는지 강한 의문을 피력했다.16) 당시의 군주들에게 맹자

가 친근한 것으로부터 소상히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기보다 지나치게 

각박하고 오만한 언사로 힐난하기에 바빴음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편 ｢이루ㆍ상｣ 6조목에 해서도 정조는 다음과 같이 맹자의 입

장에 반 하는 견해를 표명했는데, 이는 맹자가 정사를 하는 데 있어 

긴요한 것이 ‘巨室[大臣之家]’에게 왕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더 나

아가 왕이 거실의 사모함[慕]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

다. 이에 한 정조의 입장을 살펴보자. 

15) 弘齋全書 76, 經史講義 13, ｢梁惠王｣. 此章前二節發問, 爲四境之內

不治而設也, 辭氣得無欠於雍容耶? 若論語則無此等問答. 且使齊王知愧謝過. 

其於說而不繹. 從而不改何哉? 恐不如直說王政之直捷徑約. 此所以爲聖賢之

分耶? 顯默 : 孟子之引君當道, 格其非心 , 固爲第一義, 而此章辭氣英發, 

圭角太露. 若使孔子處之, 恐不當如是. 

16) 弘齋全書 76, 經史講義 13, ｢公孫丑｣. 孟子之託疾出弔, 以宣王之不可召

而召之耶? 抑以其辭以疾 , 爲不誠耶? 以下文所論觀之, 似 就不可召上說, 

而設使宣王眞有寒疾, 無以就見, 則所 欲 , 因不可召而不得 歟? 孟

子亦以不可召之故, 不遂造朝耶? 人君之有親賢 道之心 , 蓋必無事不 , 

無日不見, 而欲日日就見而 之, 事勢恐有行不得 . 似此處不能無疑. 何以看

爲得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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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맹자 시 는 陪臣이 나라의 권세를 잡은 지 오래되었다. 자기

에게 이롭게 하면 좋아하고 자기에게 해롭게 하면 미워했는데, 미워하

면 그 임 을 갈아 치우기를 마치 바둑 을 뒤집듯이 하 다. 임  된 

자가 만약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만 힘쓰며 혹 그들에게 죄를 

얻을까 두려워한다면, 비록 한 나라를 들어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더라

도 부족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晏子는 “오직 禮만이 그 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

다.  禮로써 나라를 다스려 모든 일을 반드시 이치에 마땅하게 함

으로써 巨室로 하여  畏憚하는 바가 있어 감히 동하지 못하게 하

는 것이 옳다. 지  悅慕라고 말한 것은 외탄과는 다른 듯하며, 죄를 

얻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禮로써 다스리는 것과는 같지 않다. 맹
자의 말이 이러한 것은 어째서인가?

김재찬: 사람으로 하여  마음으로 따르게 함을 悅慕라 하고, 스스

로 자기 몸을 바르게 함을 無得罪라 합니다. 인심이 이미 따르면 다시 

무슨 외탄할 일이 있겠으며, 내 몸이 이미 바르면 이것이 이른바 禮로

써 다스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임 이 말과 행동을 이치에 맞게 하고 

擧措를 마땅하게 하며, 혹 이치에 어 나 원망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하

고 반드시 자기 몸을 바르게 해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을 생각하면, 世
臣들에게 허물을 질 다는 질책을 듣는 일이 자연히 없을 것이니 晏

子가 이른바 ‘오직 禮만이 막을 수 있다’고 한 것도 어  여기서 벗어

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즉 勢를 외탄해 감히 동하지 못하는 것은 

德敎가 사람들 마음에 젖어들어 진심으로 열모하는 것에 견주어 볼 때 

얕음과 깊음, 큼과 작음이 서로 차이나는 정도일 뿐이 아닙니다.17) 

정조는 맹자 당시 수많은 신하들이 왕을 신해 권세를 잡았고 심

지어 왕좌를 찬탈하여 스스로 王이라 僭稱하곤 했는데, 이 상황에서 

왕이야말로 신하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맹자가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반문하 다. 게다가 정조는 大臣들의 욕심은 나라를 다 

17) 弘齋全書 76, 經史講義 13, ｢離婁｣. 孟子之時, 陪臣之執國命久矣. 利己

則悅之, 害己則惡之, 惡之則易置其君如奕棊. 爲其君 , 若欲務悅其心而懼或

得罪, 則雖擧一國而充其慾, 亦有所不足, 此所 不奪不饜 也. 晏子曰惟禮可

以已之. 夫以禮爲國, 每事必當於理, 使巨室有所畏憚而不敢動, 可也. 今曰悅

慕云爾, 則似 畏憚稍異, 曰不得罪云爾, 則又 以禮不同. 孟子之 如此, 何

也? 載瓚 : 使人心服之 悅慕, 自正其身之 無得罪. 人心旣服則更何事畏憚, 

吾身旣正則此所 以禮. 誠使人君 動合理, 擧措得宜, 無或非理而取怨, 必思

正己而感人, 則自無見過於世臣, 而晏子所云惟禮可已 , 亦豈出於此哉? 然則

畏憚其 勢而不敢動 , 其視德敎入人眞心慕悅 , 淺深大 , 不啻 然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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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어잡을 정도로 끝이 없기에 오직 禮로써 엄격하게 제시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맹자는 왕의 

엄 신 오히려 신하들의 悅慕를 얻으라고 강조했고 더구나 신하들에

게 죄를 짓지도 말라고 했느니, 정조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문

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조의 물음에 계문신 김재찬은 勢

를 만들어 강제로 통제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열모하게 하고 德敎를 

펼치는 것이 더 요하다는 일반 인 군왕 개인의 수양론으로 응답했

다. 사실 정조 역시 주자학의 修己治人論을 기본 이념으로 제했기

에 이 같은 김개찬의 답변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 역시 뒷날 추
서춘기에서는 ‘왜 맹자가 巨室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이냐’는 閣

臣 김근순의 물음에 김재찬과 동소이한 답변을 내놓았던 것이다.18) 
정조는 비록 禮라는 것의 성격에 해 김재찬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를 통해 다스린 결과 마음으로 승복하게 만든다고 본 

에서는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맹자가 지나칠 정도로 臣權의 

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군주를 압박하려 든 에 해서 정조는 

숨길 수 없는 거부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君臣 간의 계 혹은 당시 제후들에 한 신하로서의 맹자

의 처신 등을 비 하면서 정조가 한 가지 더 지 했던 문제는, 왜 맹

자 역시 참람한 제후들처럼 그들을 ‘王’이라고 호칭해 주면서 이들에

게 平天下의 王道를 유세했느냐는 이었다. 이것은 주나라가 여 히 

명맥상이나마 존재하던 상황에서 맹자가 ‘ 周’의 태도를 노골 으로 

버리고 아  ‘三代가 天下를 잃었다’라고 평가했던 것과 련되어 있

었다.19) 1781년 당시 御問에 응하면서 강원 이노춘은 三代의 나라 

18) 弘齋全書 120, 鄒書春記 1, ｢離婁｣. 戰國之時, 不特自當別論, 能使擧措

得宜, 而強梁 姦黠 , 心悅而誠服, 餘可不難歸正, 風聲所曁, 無往不然, 宜

乎德敎之溢乎四海. 如是看解似可?

19) 弘齋全書 76, 經史講義 13, ｢離婁｣. 孟子之時, 周室雖微, 猶天子也. 况宣

平之際, 朝覲 同, 未嘗去周室而之他. 故幽厲之不仁也, 而天下猶不能不 周. 

則孟子之於此章, 直曰三代之失天下何也? 孟子之意, 固以東遷以後, 不足 有

天下而爲天子. 然天子之名故在也, 豈容遽歸之失天下耶? 魯春 : 周室東遷, 

不復爲政於天下, 則國雖未亡, 而政已亡矣. 所 失天下 , 豈非失其政之 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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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三代가 올바른 정치를 잃

었다는 을 맹자가 지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당시 이 같은 失政 

때문에 맹자가 제후에 불과한 양혜왕과 제선왕 등에게 왕도정치를 피

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조의 의구심은 여 히 해소

되지 않았는데, 그는 1786년 정만석  김조순 등과의 강론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기 때문이다. 

정조: 王道를 높이고 覇道를 물리침은 맹자의 道이고 孔子를 잇고 

春秋를 밝힘은 맹자의 事이다. 그 다면 王을 僭稱한 梁惠王이란 호칭

을 맹자가 어  성 하게 따라서 일컬어 주었단 말인가? 혹 사기 魏
世家에서 ‘襄王 元年에 제후들과 함께 徐州에서 회맹하면서 서로 王이

라 호칭하고 아버지 惠王을 추존하여 王으로 삼았다’라고 한 을 근

거로, “맹자가 梁 나라에 간 때는 혜왕이 아직 王號를 참칭하기 이

었는데 맹자 이 장에서 王이라고 일컬은 것은 後人들이 덧붙인 것

이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한 그 지 않다. 지  사기를 상고해 

보면 “혜왕이 즉 하여 36년 만에 죽고 양왕이 즉 했다. 양왕은 즉  

후 16년 만에 죽고 哀王이 즉 했다”라고 돼 있는데, 竹書紀年에서

는 “혜왕 36년에 改元했고 개원한 뒤 16년 뒤에 죽었다”라고 했다. 두 

학설이 같지 않기 때문에 杜 는 左傳集解 後序에서 죽서기년을 

옳다고 여기고 사기를 따르지 않으면서 말하길 “史官 司馬遷이 잘

못 알고 改元한 해를 後王에게 갖다 붙 다”라고 했다. 이에 근거하면 

서주에서 회맹하면서 서로 王이라고 호칭한 것은 혜왕의 일이니, 본래 

양왕이 추존해 주길 기다릴 것도 없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  맹

자가 양나라에 간 때가 혜왕이 왕호를 참칭하기 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만석: 맹자가 양 나라에 간 것은 혜왕 35년이었는데 혜왕이 개원

하여 왕호를 참칭한 것이 곧 36년에 있었으니, 이 장에서 일컬은 바의 

왕이라는 호칭은 後人들이 뒤에 덧붙인 것임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에서 이 장을 인용하면서 모두 君이라고 일컫고 王이

라고 일컫지 않았던 것입니다.20) 

孔子之時, 天下猶知宗周, 而至孟子時, 天下之不知有周也久矣. 孟子獨無如天

命人心何, 則安得不 周已失? 而勸齊梁之君欲行王政 , 亦以此歟. 

20) 弘齋全書 79, 經史講義 16, ｢梁惠王｣. 王黜霸, 孟子之道也, 繼孔聖明

春秋, 孟子之事也. 則梁惠僭王之號, 又何遽從而稱之耶? 或據史記魏世家, 

襄王元年, 諸侯 徐州相王, 追 父惠王爲王之文, 以爲孟子至梁之時, 惠

王未及僭號, 而此章所稱之王, 卽後人之追加, 此又不然. 今攷史記, 惠王立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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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맹자라는 텍스트를 고증학 으로 분석하는 일에 해 회

의 인 태도를 보이곤 했는데, 유독 이 목에서만은 본인 스스로 다

양한 들을 거론하면서 맹자가 한 사건의 앞뒤 정황을 세 하게 

분석하고 있다. 바로 이 문제는 당시 제후들의 빈번한 왕  찬탈  

그 정당성에 련된 문제 기 때문이다. 정조 본인 역시 노론계 벽

의 극심한 반  속에서 왕  계승과 보존의 심각한 기를 겪었기에 

이 문제에 해선 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이다. 그는 맹자가 양혜왕을 만나 유세한 것은 그가 왕으로 참칭되기 

이 의 일이라고 본 사마천의 견해, 그리고 맹자에 ‘양혜왕’이라는 

표 이 등장하는 것은 후  사람들이 붙여 놓은 것이라는 견해 등에 

해 분명한 반  의사를 밝혔다. 다른 들과의 비교 결과 맹자가 

양혜왕을 만났을 때는 이미 스스로 ‘王’이라 호칭했을 때이지, 아들 

양양왕에 의해 한참 뒤에 왕으로 불린 때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

럼에도 당시 條 한 정만석이 여 히 사마천의 견해를 고수하자 정조

는 다시 한 번 집요하게 이 문제의 연도를 고증했고, 이에  다른 

강원 김조순은 ‘惠’라는 시호는 나 에 붙여진 듯하지만 ‘王’이란 호

칭은 양혜왕 당시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맹자가 그를 만나서는 

그 나라의 습속을 따라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王’이라고 부른 것 

같다고 답변했다.21)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정조는 맹자가 당시 제후들

十六年卒而襄王立, 立十六年卒而哀王立, 竹書紀年, 惠王三十六年改元, 改

元十六年卒. 二說不同, 故杜 左傳集解後序, 是紀年而不從史記, 以爲史遷

誤以改元之年, 屬之後王. 據此則 徐州相王, 卽惠王之事, 而固無待於襄王

之追 也明矣. 又豈可 孟子至梁之時, 惠王未及僭號耶? 晩錫 : 孟子至梁, 

在惠王三十五年, 而其改元稱王, 乃在三十六年, 則此章所稱之王, 爲後人追

加也無疑. 故史記引此章, 皆稱君而不稱王也. 

21) 弘齋全書 79, 經史講義 16, ｢梁惠王｣. 史記 惠王三十五年孟子至梁, 而

後儒多非之 . 蓋以孟子去梁在襄王初年, 溯計惠王三十五年, 則前後在梁總

爲十八年, 不應如是之淹留也. 且史記魏世家云襄王五年予秦河西之地, 七年

魏盡入上郡於秦, 此書所 西喪地於秦七百里 相合. 特史記誤繫之襄王五

年, 而其實則惠王四十一年也. 據此則孟子之見梁王, 必在四十一年之後, 而

其距改元稱王, 不知其幾歷年矣. 此章所稱之王字, 豈非當日之據實直書 耶? 

祖淳 : 聖敎誠然矣. 梁惠之諡則容或有後人追加, 而至於章內所稱之王字則

必是當日據實之書. 蓋旣入其國則不得不因其俗而稱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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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행한 오만한 처사에 해 불쾌한 감정을 피력하면서, 다른 한편 

맹자가 어떤 기 에 근거해 주나라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고 제후에 

불과한 이들에게 王道를 실 할 것을 요구했던 것인지 강한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22)

그런데 이처럼 講義  강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할 때와 각신 김근

순의 질문에 본인 스스로 답할 때의 정조 어조는 매우 달랐음을 서론

에서 이미 언 한 바 있다. 비록 의문 을 자유롭게 피력한 경우도 있

었지만, 그 다고 해서 經典으로서의 맹자의 상과 亞聖으로 간주

되어 온 맹자의 지 를 함부로 폄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맹자가 제후들에게 왕도를 거론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은 김근순에게 

이제 정조는, 공자와 맹자가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맹자가 그 게 한 것이 아니었겠냐며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23) 정조는 공자도 어떤 면에선 純王의 도를 유세하고 다녔다고 

보면서, 다만 공자가 周했던 반면 王道를 설 한 맹자는 망해가는 

주나라 신 백성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태도를 보일 수밖

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실 맹자강의의 강한 비 에 비하면 1800
년에 작성된 추서춘기에서의 정조 발언은 매우 온건하다는 것을 어

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이는 날카로운 질문자의 입장과 일

되고 체계 이어야 할 답변자의 상이 같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결과 으로 보면 맹자의 처신과 행 에 한 정조의 은 

22) 심사 원 한분께서 맹자의 周 혹은 行王說과 련해 조선후기 지식인

들 사이의 논쟁이 활발했는데, 정조의 맹자 평가와 련해 이 이 다루

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논평해주셨다. 정조도 기에는 맹자가 周하지 

않았다고 비 했지만 말년에는 王道를 행할 것에 을 맞추고 民을 

해 行王했다고 이해했으므로 이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필자도 차후에 좀 더 이 논의를 다루어보고 싶은데, 우선 가장 최근의 이 

주제에 한 논문으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함 , ｢맹자 해석의 길

항  측면: 조선학자들의 맹자불존주설에 한 해석을 심으로｣, 동양한

문학회, 2009. 

23) 弘齋全書 120, 鄒書春記 1, ｢梁惠王｣. 孟子學孔子. 而孔子 周, 孟子說齊

梁以王道 , 先儒多有疑之 . 然孔子亦嘗歷聘諸侯, 亦嘗勸諸侯行純王之道. 但

孔孟所處之時不同 有之, 孔子之 王道, 所以 周也, 孟子之 王道, 所以保民

也. 時旣不同, 其不違時有如此矣. 大王之避獯鬻, 文王之徂密, 各一時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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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맹자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군주로서의 정조는 臣權의 변자 역할을 해 온 맹자의 

에 해 내 으로는 여 히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가

령 정조는 ｢만장ㆍ하｣ 9조목에 나온 貴戚의 卿에 의한 ‘易位’ 문제, 
즉 失政한 군주를 同姓의 신료들이 역성 명을 통해 갈아치울 수 있

다고 말한 목에 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 하지 않았는데, 이에 

한 자신의 의 을 사실 에서 인용했던 다른 조목들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간 으로 표출했다고 생각된다. 말년 작에선 더 이상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았지만, 어  보면 경사강의 때 밝

힌 자신의 소회야말로 맹자의 처신에 한 정조의 내심을 더 잘 보

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주나라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맹자가 다른 제후들에게 王道를 설 한 , 그리고 당시 제후들을 지

나칠 정도로 비 한  등은 군주로서의 정조 입장에서 볼 때 여

히 곤혹스러운 문제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Ⅲ. 王道政治論과 井田制에 대한 입장

맹자에는 제후들에 한 유세 과정에서 왕도정치를 논한 목이 

많이 등장하는데, 의외로 정조는 이 문제를 별로 거론하지 않았다. 
맹자의 요성은 그가 性善說을 역설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란의 

와 에 열국을 유세하며 王道論을 펼친 데 있을 텐데, 정조가 맹자의 

와 같은 정치론에 해 별로 심을 피력하지 않은 것은 여러 면

에서 궁 증을 자아낸다. 그런데 맹자강의와 추서춘기를 모두 살

펴볼 때 정조가 원론 으론 맹자의 왕도정치 이념에 동조하면서도, 
그것의 구체  실행이나 방법 등에 해선 오히려 회의 인 태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井田制 문제에 있어서는 조선 후기 

사회에 이 제도를 용하는 것에 해 매우 비 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정조는 맹자가 왕도정치의 이념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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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몇 목에 해서조차 그 논리가 불충분하다는 비 인 입장을 

피력한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인지 추서춘기에서는 정조 본인이 

오히려 더 강경한 어조로 王覇의 구분이 어떠해야 하는지 역설하기도 

했던 것이다. ｢양혜왕｣ 장의 두 조목을 통해 우선 이 문제에 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조: 王 가 훌륭한 정치를 펴고 仁을 베풀어 천하의 벼슬아치들

과 농사꾼과 장사치와 나그네들로 하여  모두 그 나라로 가고 싶도

록 하면 천하가 로 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임 을 미

워하는 백성들에 해선 聖王이 마땅히 매우 미워하고 엄격하게 끊어

버려야 하는데, 맹자의 말이 마치 와서 하소연하는 것을 편안히 받아

들이고 나에게로 오는 것을 이익으로 여기는 듯한 것은 어째서인가? 
성종인: 백성들이 포악한 자를 떠나 어진 이에게 가는 것은 하늘의 

이치가 그 습니다. 개 들이 자기 임 을 미워하는 것은 그 임

을 미워함이 아니라 바로 포악함을 미워하는 것이고, 들이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나에게 하소연함이 아니라 바로 仁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성 에게 한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만 天理를 따를 

뿐입니다.24) 

정조: 맹자가 일 이 말하길 “ 투를 잘하는 자는 上刑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陳을 잘 치며 투를 잘하는 것은 大罪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개 당시에는 땅이나 성을 다투면서 공격하고 정벌하는 

것이 가장 큰 폐단이었다. 그러므로 불에 탄 사람을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내는 마음을 가진 亞聖으로서, 싸움을 멈추게 해 백성들

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 간 히 애를 쓴 것은 참으로 먼  힘써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이 장에서 맹자가 梁王에게 일러  말에 “왕께서 

가서 바로잡으시면[王往而征之] 가 왕에게 하겠습니까”라고 했

으니 어째서인가? 陳法에 한 衛靈公의 질문을 받고 공자가 떠나신 

것처럼 했다면  어  그 게 할 수 없었겠는가? 
홍이건: 양왕이 사사로운 원한을 갚는 일로 물었기 때문에 맹자는 하

늘이 내리는 벌을 따른다고 답한 것입니다. 仁義의 군 로 도탄에 빠진 

24) 弘齋全書 78, 經史講義 15, ｢梁惠王｣. 王 發政施仁, 使天下仕 耕

商賈行旅, 皆出於其國, 則天下自可以歸仁矣. 至如疾其君之民, 聖王所宜深

惡而痛絶之 , 孟子之 , 有若安受其赴愬, 而利其歸己 然, 何也? 種仁 : 

民情之去暴就仁, 天理然也. 蓋彼所以疾其君 , 非疾其君也, 乃疾其暴也, 彼

所以愬於我 , 非愬於我也, 乃愬於仁也. 聖賢亦何心哉? 只循其天理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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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 구한다면, 이는 天吏가 에서 아래를 치는[征] 것입니다. 그래

서 ‘征이라는 것은 가 아래를 치는 것이니 등한 나라끼리는 서로 

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征 자를 마땅히 여겨보아야 합니다.25)

정조는 王 가 타국의 백성들을 그 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나

라 왕을 미워하던 백성의 무리를 아무런 생각 없이 용인하는 것이며, 
타국의 백성을 새로 얻게 된 것을 자기 이익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

어서가 아닌지 비 으로 질문했다. 이때 계문신 성종인은 자기 

나라 군주를 미워해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왕정을 베푸는 이에게로 

몰려드는 것은 王 의 의도 인 사심이나 욕망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세상의 필연  이치가 그런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답

이 맹자의 왕도정치라는 것도 결과 으로 보면 어떤 이익을 해 추

구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던 정조에게 한 해명이 되었을지는 모

르겠다. 왜냐하면 두 인용문에서 정조의 질문에 답하면서 강원들은 

天理 혹은 天吏라는 용어만을 근거로 왕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과연 맹자는 어떤 경우는 하늘의 뜻이고 어떤 경우는 그

지 않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한 맹자는 구보다도 분명하게 王覇의 차이를 강조하고 오로지 

王道만을 행할 것을 주장했던 인물인데, 梁王에게 답변하는 도  자

신이 말한 로 따르면 진나라ㆍ 나라를 혼내  수 있고 그 나라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때 양왕이 가서 정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 있었다.26) 정조는 이 을 문제 삼으면서 왕도를 주창한 맹자가 

어째서 정벌의 가능성을 용인한 것인지 비 했던 것이다. 정조 물음

에 답하면서 홍이건은 仁義의 군 로 정벌하는 것은 필연 인 하늘의 

25) 弘齋全書 76, 經史講義 13, ｢梁惠王｣. 孟子嘗曰善戰 服上刑, 又曰善

爲陳善爲戰大罪也. 蓋當時之弊, 莫大於爭地爭城, 攻伐爲事. 故以亞聖救焚

拯溺之心, 眷眷於息兵革休民生, 固其先務. 然此章之告梁王, 則曰王往而征

之, 夫誰 王敵 , 何也? 如夫子於衛靈公問陳遂行, 又何不可耶? 履健 : 

梁王以報私怨爲問, 故孟子以奉天討爲答. 若以仁義之兵, 救陷溺之民, 則是

天吏之上伐下也. 故曰征 上伐下也, 敵國不相征. 征字, 亦當著眼看. 

26) 孟子 ｢梁惠王ㆍ上｣, 5조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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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벌의 기 을 하늘[天]에 두는 것은 결과

으로 볼 때 부 한 행 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는 험성을 안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때문에 정조는 정벌[ 쟁] 혹은 정치 문제일 

경우 맹자강의뿐 아니라 추서춘기에서도 王覇의 구분을 보다 엄

격히 하면서 논의를 개하 다. 김근순이 漢高祖 유방과 항우간에 

이루어진 鴻溝의 약조 그리고 고조가 張良의 건의에 따라 항우와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결국 천하를 얻는 데 성공했던 사례에 해 程子

가 비 한  등을 거론하면서 王道의 실  어려움과 그 실  방

법에 해 물은 이 있었다. 이 때 정조는 한고조처럼 일시  覇術

을 통해 王道를 실 하려고 한 경우라도 결국 私意에 흘러 覇道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매우 강하게 경계했다.27) 일말의 私意라도 섞이면 

결코 王道가 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는 맹자가 왕도론의 주

창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주장 가운데 맹 이 있을 수 있음

을 정조가 지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맹자의 왕도정치와 련해 그 구체  실  방안의 하나로 언

된 것이 바로 정 제 문제 는데, 맹자 본인조차도 이 제도의 요

만을 략 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그 자세한 내막을 해명하

기 어려운 이 있었다. 고증 상의 이런 문제 은 주희의 맹자집주 
경우에도 드러나는데, 그가 이해한 략 인 정 제의 모는 다음과 

같았다.28) 주희는 우선 하나라의 경우 50묘 가운데 5묘의 수입을 세

27) 弘齋全書 121, 鄒書春記 2, ｢盡心｣. 所 王霸雜用之說出, 而其害甚於

洪水猛獸. 王道是天理, 霸術是私意. 天理九千九百九十九分, 有一分私意則

便可 私意, 王霸之別亦然. 欲雜之則此心欲萌之際, 已非王道也. (…) 大抵

後世不若上古, 設有堯舜之君, 固難使民不識不知, 只事耕鑿. 而其君之心, 在

於 民同好而同惡, 使自得之, 有日遷善, 不自知之效於不覩不聞之中, 則得

寸爲寸, 是足 二帝可三, 三王可四. 雖似至難, 亦實至易. 

28) 孟子集註, ｢滕文公ㆍ上｣, 3조목. 此以下, 乃 制民常産, 其取之之制也. 

夏時一夫授田五十畝, 而每夫計其五畝之入以爲貢. 商人始爲井田之制, 以六

百三十畝之地, 畫爲九區, 區七十畝. 中爲公田, 其外八家各授一區, 但借其力

以助耕公田, 而不復稅其私田. 周時一夫授田百畝. 鄕遂用貢法, 十夫有溝; 都

鄙用助法, 八家同井. 耕則通力而作, 收則計畝而分, 故 之徹. 其實皆什一

, 貢法固以十分之一爲常數, 惟助法乃是九一, 而商制不可 . 周制則公田

百畝, 中以二十畝爲廬 , 一夫所耕公田實計十畝. 通私田百畝, 爲十一分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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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해 내는 貢法을 썼고, 상나라 때 비로소 정 제를 처음 실

시했는데 당시는 70묘를 기본 단 로 하되 아홉 명이 경작하는 6백 

30묘의 井地를 마련해 농사를 지었다고 보았다. 한 이 경우 公田 

생산을 서로 도와서[助] 하도록 하고 따로 개인 私田에 해선 세 을 

물지 않았기에[不稅] 결국 개인은 사   공  비율인 9분의 1세를 

냈다고 보았는데, 상나라 정 제에 해선 더 이상 상고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주나라는 시골에선 貢法을 써 10분의 1세를 내도록 

했고 도시에선 助法을 써 9분의 1세를 내게 하면서, 두 제도가 通하

도록 했기에 徹法이라는 표 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가 ‘徹’이란 용어

를 ‘通’으로 해석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주희는 주나라 경우 

공  100묘 가운데 20묘는 따로 분리해 여막[廬 ]으로 만들었기 때

문에, 결국 한 농부가 경작하는 공 은 실제로는 나머지 80묘를 여덟 

가구가 팔등분한 10묘가 되기에, 세 으로 개인이 내는 분량은 자신의 

사  100묘와 이에 공  할당분 10묘를 합친 110묘를 기 으로 해서 

볼 때 11분의 1세를 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한 략

인 추측이지 정확히 논증하긴 어려운 것이라는 을 거듭 밝혔다. 
가령 정조의 경우 주나라 정 제의 개인 별 세  납세 양을 주희

처럼 11분의 1로 보지 않고 그냥 사  100묘  공  할당분 10묘로 

계산해 10분의 1세를 낸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을 

뿐,29) 체 으론 주희의 집주 해석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 다. 
다만 정조는 정 제라는 것이 상나라 때가 아닌 하나라 우임  시

에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30) 그는 詩經 
取其一, 蓋又輕於什一矣. 竊料商制亦當似此, 而以十四畝爲廬 , 一夫實耕

公田七畝, 是亦不過什一也. 徹, 通也, 均也. 藉, 借也. 

29) 弘齋全書 76, 經史講義 13, ｢公孫丑｣. 八百畝之爲私田, 百畝之爲公田

誠然矣, 而公田百畝中除出二十畝, 八家分之以爲田廬. 五畝之宅樹之以桑

是也. 百畝之中旣除二十畝則所餘 爲八十畝. 八十畝之田, 八家同養, 以其

所收, 賦納於公. 故以分田而 則爲九一, 以稅法而 則爲什一. 何以云稅入

之九一也? 錫夏 : 臣但知耕 九一之文, 而分田定賦之不同, 未及細究. 果

不免失 矣. 

30) 弘齋全書 79, 經史講義 16, ｢滕文公｣. 集註以井田之制, 爲始於商人. 然

周詩云信彼南山, 維禹甸之, 畇畇原隰, 我疆我理, 南東其畝. 據此則周之疆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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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左氏傳  周禮, 書經 등을 거론하면서 井地를 구획하

는 제도는 우임  시 의 일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에 답한 강원 한상신은 다른 경 들과 비교해볼 경우 그런 확증을 

얻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처럼 정조 역시 맹자강의에서 정 제 

문제를 일부 논의하긴 했지만 사실 이 제도를 구체 으로 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 계문신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

다. 각신 김근순 역시 왕정의 시 한 당면 과제가 토지를 구획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조선은 산이 많고 평야가 어 정 제를 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限田이나 名田 같은 유사한 다른 제도라도 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한 이 있었다.31) 하지만 추서춘기에서도 

결국 정조는 다음과 같이 회의 인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정조: 井田制度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국 地勢로도 오히려 

의논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산천 형세가 국과 이할 뿐 

아니라 平壤의 蹟도 진정한 정 제도가 아니니 지  징험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 옛사람이 정 을 행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 제도를 충분히 설명한 것이 이와 같았는데,  말하길 

“시내와 산골짜기를 메우고 경지 정리를 다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

다. 비록 평원과 야를 다 얻는다 해도 천하 사람을 몰아내고 천하 

양식을 고갈시켜 수백 년간 여기에 심 력을 쏟은 후에야 천하 땅

을 모두 井田으로 만들 가망성이 있다”고 했다. (…) 限田 제도에 이르

면 과연 井田 다음가는 것이니, 행하기 어려운 은 정 과 마찬가지

이다. 무릇 통달한 인재는 옛날에 집착하지 않는다. 옛 제도가 정말 

본받을 만해도 오늘날 상황이 옛날과 상반되면 비록 성인이 다시 태

어나도 의당 時俗에 따라 다스릴 것이니, 억조 백성을 동요시키고 온

卽夏之遺法也. 左氏傳云 康之在虞思, 有田一成有衆一旅. 據此則井牧之制, 

自 康時已有也. 周禮匠人爲溝洫, 遂人治野, 亦有夫遂溝洫涂澮道川之別, 而

論語稱禹盡力乎溝洫, 虞書稱濬畎澮距川. 據此則溝洫之制, 自大禹時已有也. 

集註所 始於商人 , 果何據而知其然耶? 商新 : 井田之始於何代, 攷之經

傳, 竝無的據. 集註云云, 似因孟子七十助之文, 而意其始自商人也. 

31) 弘齋全書 121, 鄒書春記 2, ｢盡心｣. 金近淳 問: 張橫渠一生經綸, 在於

井田, 朱夫子亦嘗試之一鄕一邑, 而終未能大有設施, 此固莫可行 耶? (…) 

我國則箕聖 制, 尙有可徵, 斷而行之, 固無不可. 而議 以多山 野難之, 無

已則限田名田之制, 亦其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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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 업무를 폐한 채 단지 지  세상에서는 행할 수 없는 옛 제도에만 

집착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도 ‘나는 옛날을 본받는다’고 한

다면 어  이 게 어리석고 멍청한 사내가 있겠는가? (…) 나 역시 옛

날로 돌아가는 데 뜻을 크게 두고 등극한 기에 가장 먼  경계 다스

리는 정사에 마음을 써 宮房의 田庄을 호조로 돌려 귀속시킨 것이 1
만 1212결이었고, 이어 각 아문과 궁방의 토에 해 陳告하는 자에

게 4분의 1을 상으로 내리는 법을 함으로써 冒占이나 加耕을 하

지 못하게 했다.  수령의 官屯田도 감히 궁방을 해 원히 宮屯의 

명색으로 삼지 못하게 했고, 아문과 궁방에서 떼어 받는 규정을 엄히 

해 재 한 지 20여 년이 된 지 까지 일 이 떼어 받는 公事를 

결한 이 없었다. 그러나 다스림이 뜻 로 되지 않고 경비가 하

지 못해 은택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민생이 날로 곤궁해졌으니, 
매번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밤에 御榻을 서성거리곤 한다. 그런데도 

그 가 말한 經綸이란 것은 어  그리도 오활하단 말인가? (…) 무릇 

학자가 배우는 것은 장차 알고자 함이고 알면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몇 년 동안 講製를 행하고도 재 쓰이는 제도조차 오히려 모르면서 

지  갑자기 “주나라 정 제를 회복할 수 있고 東漢 때의 한 제를 모

방할 수 있다”라고 말한단 말인가?32)

추서춘기 ｢진심｣ 장에 수록된 이 답변은 사실 체 5-6쪽에 달

하는 매우 긴 분량의 내용이다. 정조는 자신이 즉  에 시행해 본 

구체 인 토지제도  그에 연계된 정책을 회고하면서, 성심껏 노력

해보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해 오히려 백성을 곤궁하게 만들었다면

32) 弘齋全書 121, 鄒書春記 2, ｢盡心｣. 井田之制, 未嘗不好, 中原地勢, 猶難

容議. 况我國山川形便之判異於中原, 箕城 蹟, 亦非眞箇井田之制, 則其可曰

尙有可徵乎? (…) 古人以井田之不可行, 備說其制如右, 而又以爲非塞溪壑易

疆壟不可爲. 而縱使盡得平原廣野, 亦當驅天下之人, 竭天下之糧, 窮數百年

力於此而後, 可以望天下之地盡爲井田. (…) 至於限田之制, 果爲井田之次, 而

行之之難, 亦 井田同. 夫通才不泥於古. 古制固可法也, 今之時宜反於古, 則

雖使聖人復起, 當爲因俗之治, 未聞擾兆民廢百務, 徒規規於必不可行於今時之

古制. 而曰我師古云, 則寧有如許癡騃罔兩漢乎? (…) 吾亦慨然有志於挽古, 御

極之初, 首先留意於經界之政, 宮房田庄之還屬度支, 爲一萬一千二百十二結, 

而因罷各衙門各宮房田土陳告 四分一賞之法, 俾不得冒占加耕. 守令官屯, 亦

無敢爲宮房永作宮屯名色, 嚴禁衙門宮房折受之式, 于今二十餘年, 未嘗以折受

公事判決. 而治未徯志, 經用未敷, 澤未不究, 民生日困, 每一念至, 夜必繞榻. 

而來喩所 經綸, 何其太迂? (…) 大凡學 , 學之 知之, 知之 行之. 幾年講

製, 尙昧時用制度, 今忽曰成周之井田可復, 東京之限田可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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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괴로워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신료들이 

단순히 이상 인 經典의 모델만 염두에 두고 주나라 정 제 등을 우

리도 시행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면 더욱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각신 김근순뿐만 아니라 사실 계문신이던 정약용도 

기 ｢田論｣에서 閭田制를 주장하다가 후에 경세유표에서는 다시 

정 제를 토지 개 안으로 시행할 것을 역설하기도 했는데,33) 정조 

경우는 정 제 시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정책 운 의 경험으로 이

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정 제뿐만 아니라 한 제의 경우도 마

찬가지의 난 을 안고 있다고 보았다. 어  보면 정조가 맹자의 왕도

론을 기본 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의 경세  방법들, 가령 정 제와 

같은 구체  방안들에 해서는 별로 언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

의 이기까지 했던 은, 와 같은 본인의 실 인 治世 경험에서 

나온 결과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Ⅳ. 人物性 및 仁義禮智 논의의 심화

맹자강의에는 ｢고자ㆍ상｣ 1조목에서 6조목까지의 人物性 문제와 

련해 다양한 응답 내용들이 등장한다. 사실 이 부분에 한 토론이 

정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

자학의 체계 인 인성론  이 맹자 원문의 해석을 보다 풍부하

게 만들었던 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자

학 통에서는 이미 오래 부터 本然氣質論을 통해 人性과 物性의 같

33) 다산은 기 여러 편의 ｢田論｣에서 선유들의 정 제, 균 제, 한 제 논

의를 비 하면서 여 제를 주장한 바 있지만, 경세유표 ‘田制條’에서는 

｢井田論｣과 ｢井田議｣로 양분하여 자를 통해 고  정 제에 한 유학

자들의 잘못된 해석을 지 했고 후자를 통해 자신이 기획안 새로운 토지 

개 안으로서의 정 제를 소개했다. 따라서 다산 역시 유배 후에는 오히

려 정 제 논의에 보다 많은 심을 기울 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에 

해서는 신용하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신용하(2000), 110-137쪽

/142-1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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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름을 설명해 왔는데, 정조 역시 강원들에게 맹자가 말한 인물의 

본성을 본연과 기질 개념으로 풀이할 경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질문한 이 있었다. 특히 맹자는 ｢고자ㆍ상｣ 3조목에서 고자 입장을 

비 하는 가운데 개ㆍ소ㆍ사람의 본성이 과연 같다는 말이냐고 반문

했는데, 바로 이 목에 주목하면서 정조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정조: 개ㆍ소ㆍ사람의 性은 本然之性인가, 氣質之性인가? 率性의 性

으로 논하면 개는 개의 성을 따르고 소는 소의 성을 따르며 사람은 사

람의 성을 따르니, 각각 그 자연스런 性을 따르므로 개ㆍ소ㆍ사람의 

性이 本然之性인 듯하다. 그러나 猶 자와 歟 자로 살펴보면 이 말과 

같지 않다. 개는 소의 성이 될 수 없고 소는 개의 성이 될 수 없으며 

개ㆍ소는 사람의 성이 될 수 없으니, 개ㆍ소ㆍ사람의 성은 氣質之性인 

듯하다. 이것을 어느 쪽으로 보아야 하는가? 어떤 해석자는 ‘맹자는 

性만 논하고 氣는 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맹자가 기질지성을 말한 

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유독 여기에서만 기질지성을 말했겠는가? 
이는 아마도 그 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맹자가 性善을 말할 때에 비

록 氣를 겸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動心忍性之性’과 ‘四肢安佚性也’ 등

의 유에서 어  일 이 기질지성을 말하지 않았겠는가? 혹자는 말하

길 ‘맹자는 性善만을 말했다. 더구나 고자가 氣를 性으로 이해한 것을 

배척했으니 마땅히 본연지성으로써 말해야지 기질지성으로 말하는 것

은 부당하다. 이 때문에 개ㆍ소ㆍ사람의 성은 기질지성이 아니라는 것

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어떠한가?34) 

사실 맹자가 性만을 말하고 氣를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히 갖

추지 못하 다[不備]라는 평가는, 원래 정이천의 표 35)을 주희가 이

34) 弘齋全書 79, 經史講義 16, ｢告子｣. 犬牛人之性, 是本然之性歟, 是氣質

之性歟? 以率性之性論之, 犬率犬之性, 牛率牛之性, 人率人之性, 各率其性

之自然, 則犬牛人之性, 似本然之性. 以猶字 歟字觀之, 是 不同也. 犬不能

爲牛之性, 牛不能爲犬之性, 犬牛不能爲人之性, 則犬牛人之性, 似氣質之性. 

此當作何邊看歟? 說 曰孟子論性不論氣, 未嘗 氣質之性, 何獨於此 氣質

之性? 此則恐未然. 孟子 性善, 雖不兼氣說, 如云動心忍性之性, 四肢安佚

性也之類, 何嘗不 氣質之性歟? 或曰孟子只道性善. 況方斥告子之認氣爲性, 

當以本然之性 之, 不當又以氣質之性告之. 以是知犬牛人之性, 非氣質之性. 

此說何如? 

35) 二程遺書 卷六, 二十面. 論性不論氣, 不備. 論氣不論性, 不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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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받은 것이고 정조 당시 개의 학자들도 공유했던 바의 견해 가운

데 하나 다. 이 때문에 ｢고자｣ 3조목의 맹자 주장과 련해서도 흔히 

맹자가 氣에 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만 선한 본성인 본연지성만을 

말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경우 본연지성이란 

모든 존재가 동일하게 공유한 것인데, 어떻게 이 동일한 본연지성을 

통해 맹자가 개ㆍ소ㆍ사람이 다르다고 말한 것을 해명할 수 있겠는

가? 바로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정조는 이 문제를 강원들에

게 반복 질문했던 것이다. 맹자가 고자를 힐난하면서 ‘개ㆍ소ㆍ사람의 

본성이 같다는 말이냐’고 언 했을 때 사용한 ‘猶’자와 ‘歟’자의 어감

을 보아도36) 맹자는 개ㆍ소ㆍ사람의 본성이 다르다는 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기존의 학자들이 맹자가 말한 것은 기

질의 성이 아닌 본연지성이라고 주장해온 것이 이상했던 것이다. 사실 

경사강의  정조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맹자 경우만이 아니었

다. 그는  용 1장의 ‘天命之性’을 해명하는 자리에서도 주희가 천

명지성을 풀길 ‘氣로써 형체를 이루고 理 한 부여하 다’라고 말했

는데, 그 다면 이 경우의 천명지성도 氣質을 겸한 것인지 질문한 

이 있었다.37) 그럼, 우선 맹자 ｢고자｣ 3조목 人物性 문제에 한 정

조의 御問에 강원들이 어떻게 답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형수: 性에는 本然과 氣質의 구별이 있습니다. 본연지성으로 말하

면 氣에 붙어 있되 기에 섞이지 않으니  용의 天命之性이 이것입

니다. 기질지성으로 말하자면 氣가 각기 같지 않아 性 한 다름이 있

으니 논어의 相近之性이 이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性은 氣質 안에 

36) 孟子, ｢告子ㆍ上｣, 3조목 참조: 告子曰, 生之 性. 孟子曰, 生之 性也, 

猶白之 白 ? 曰, 然. 白羽之白也, 猶白雪之白, 白雪之白, 猶白玉之白 ? 

曰, 然. 然則犬之性, 猶牛之性, 牛之性, 猶人之性 ? 

37) 弘齋全書 80, 經史講義 17, 中庸 1. 天命之性, 朱子釋之曰天以陰陽

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 理亦賦焉. 旣曰氣以成形, 理亦賦焉, 此性字當兼氣

質看耶? 魯春 : 論天命賦 之初, 則不可拖 氣質, 論人物稟賦之後, 則可

以兼 氣質. 天命上雖不可帶說氣質, 而氣以成形理亦賦焉, 則性 氣質自無

時而可離矣. 雖然性自性氣自氣, 亦不可相混. 其就氣質中看得是性則可也, 

而恐不可以此性字兼論氣質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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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그 本然을 집어낸 것이고, 程子가 말한 性은 本然의 바깥에 나

가 그 氣質을 발명한 것이니, 말에 각기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뜻은 

사실 서로 통합니다. 人物이 태어남에 본디 이 理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 없고 이 氣를 받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性을 논하면서 氣를 논하

지 않음은 구비되지 못한 것이고 氣를 논하면서 性을 논하지 않음은 

명료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程子가 氣質을 말한 것의 공로가 맹

자보다 못하지 않은 이유입니다.38)

성종인: 맹자가 性을 논함에는 理를 가지고 말한 것도 있고 氣를 겸

하여 말한 것도 있습니다. 성이 善하다는 말은 理를 가지고 말한 것이

고, 犬牛에 한 말은 氣를 겸해 말한 것입니다.  人物을 논함에, 
理를 가지고 말하면 같으나 氣를 가지고 말하면 다른 것이 있으니 氣

는 가지런하지 않지만 理는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氣를 가

지고 말하면 같지만 理를 가지고 말하면 다른 것이 있으니 그 生은 같

은데 性이 그 氣를 따라 각기 하나의 性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  이 

장을 상고해보면, 고자는 氣를 주로 했고 맹자는 理를 주로 했는

데, 고자의 학설은 이미 氣가 서로 가깝다는 것을 가지고 性이라 여겼

기 때문에 맹자가 곧 서로 가까운 가운데 理가 氣를 따라서 달라진 것

을 가지고 밝힌 것입니다. 어  일 이 本然을 性이 아니라고 해서 한

쪽으로 제쳐 둔 것이겠습니까? 天理는 혼연하여 全體가 아님이 없으나, 
단 그 氣質로 인해 각기 그 性을 하나씩 가지기 때문에 形氣의 다름에 

따라 性에도 다름이 있는 것이니, 犬牛人이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

과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그 기에 이 장의 뜻은 다만 氣質의 偏全을 

가지고 말한 것이지 본래 본원을 끝까지 궁구한 논의는 아닙니다.39) 

서형수의 답안은 당시 가장 일반 인 을 반 한 것이다. 그는 

38) 弘齋全書 78, 經史講義 15, ｢告子｣. 瀅修 : 性有本然氣質之別. 語其本

然則寓乎氣而不雜乎氣, 中庸天命之性是也. 語其氣質則氣各不同而性亦有異, 

論語相近之性是也. 孟子 性就氣質中拈出其本然, 程子 性就本然外發明其

氣質, 各有主而義實相通. 人物之生固莫不具是理, 亦莫不稟是氣, 則論性

不論氣不備, 論氣不論性不明. 此程子之 氣質功不在孟子下. 

39) 弘齋全書 78, 經史講義 15, ｢告子｣. 種仁 : 孟子論性有以理 有兼氣

. 性善之說以理 也, 犬牛之說兼氣 也. 大抵論人物 , 有以理則同以氣則異

, 氣不齊而理一原故也. 有以氣則同以理則異 , 其生同而性隨其氣各自爲性

故也. 今以此章 之, 告子主乎氣, 孟子主乎理, 而告子之說旣以氣之相近 爲性

, 孟子直就相近中理之隨氣而不同 . 曷嘗以本然爲非性而擔却一邊也? 夫天

理渾然莫非全體, 但因其氣質而各一其性故, 形氣之殊性亦不異, 不但犬牛人之

不同, 人 人亦不同. 故此章之義但据氣質偏全而 , 本非究極本原之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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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가 기질 가운데 놓여 있는 본연지성을 말했고, 정이천은 본연 밖

의 기질을 논했다고 구분하면서, 맹자는 性은 말했으되 氣에 해선 

상세히 논하지 못했으므로 완 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천의 평가를 그

로 인용하 다. 성종인의 발언은 주자학의 理氣論과 人物性論이 보

다 심화된 측면을 잘 반 한 것이다. 가령 ‘理同氣異’ 혹은 ‘氣同理

異’의 두 차원을 나 어 설명하면서, 고자가 人物의 모습이 기질 차

원에서 유사한 측면[‘氣同’]에서 논의를 시작했기에 맹자도 기질의 모

습에 따라 부여받은 性의 모습이 달라지는 ‘理異’의 측면을 말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한 성종인은 天理의 全體 모습은 같지만 태어

난 인물들이 氣質 차이로 인해 각기 그 性을 다르게 지니기 때문에 

犬牛人만 본성이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도 서로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성종인의 와 같은 발언은 당시 太極의 一理는 모

두 같지만 人物이 품부 받은 性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本然

之性의 선천  다양성을 주장한 湖論의 , 즉 ‘人物性異論 ’들의 

견해를 일부 반 한 것이기도 하다.40) 그들은 본연지성은 하나일 뿐

이고 기질 차이로 인해 이 본성이 다르게 실 될 뿐이라고 본 洛論

系 人物性同論을 비 하면서, 기질이 다르면 타고난 性도 다를 수밖

에 없고 따라서 健 五常의 德도 人物간에 선천 으로 다르게 부여된

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개ㆍ소ㆍ사람의 본성이 

다르다고 말한 孟子 ｢고자ㆍ상｣ 3조목이 人物性異論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요한 철학  논거가 된 것인데, 정조 역시 이 문제에 

해 계문신들에게 몇 차례 질문을 던진 이 있다. 다음 목은 中
庸講義에 나온 것이지만 맹자도 함께 거론했고 人物性 문제에 

한 정조의 입장도 잘 보여주고 있어 인용해 보았다. 

40) 가령 표 인 湖論 인 남당 한원진의 다음 주장을 보아도 理一의 동일

성과 본연지성의 선천  차이, 그리고 기질지성의 다양성을 주장한 면모

를 잘 엿볼 수 있다: 南塘集 卷十一, ｢擬答李公擧｣. 理本一也, 而有以超

形氣而 , 有以因氣質而名 , 有以雜氣質而 . 超形氣而 , 則太極之稱

是也, 而萬物之理同也. 因氣質而明, 則健 五常之名是也, 而人物之性不同矣. 

雜氣質而 , 則善惡之性是也, 而人人物物不同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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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天命之性에 해 朱子는 人物을 겸해 말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 다면 人物의 性이 과연 같지 아니한 바가 없겠는가? 주자는 이 장

의 장구에서 “人物이 태어남에 각기 부여된 理를 얻어서 健 五常

의 德으로 삼는다”라고 했고, 맹자집주에서는 “氣로 말하면 知覺運

動은 人物이 다르지 않지만 理로 말하면 仁義禮智를 품부 받는 것을 

어  物이 온 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으니, 두 학설이 부합되

지 않는다. 그래서 후세 논자들이 주자가 이른바 “만물의 근원이 하나

임을 보면 理는 같고 氣는 다르며, 만물의 體가 다름을 보면 氣는 같

고 理는 다르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해, 人物의 한 가지 근원은 다름

이 없으나 人物의 五常은 같지 않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에 理는 같고 

性은 같지 않다는 학설이 드디어 性을 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

의 큰 旨訣이 되었다. (…) 개 性이란 곧 理인데, 理가 같지 않음이 

없다면 人物의 性 한 어  일 이 다름이 있겠는가? 다만 사람으로

서 이 氣 가운데 통한 것을 품부 받으면 갖추어진 바의 理가 감하는 

데 따라 발 되고, 物로서 이 氣 가운데 막힌 것을 품부 받으면 갖추

어진 바의 理가 氣에 의해 제한되므로 그 발 되는 것 한 온 할 수 

없을 뿐이다. 이 게 보면 옳을 듯한데,  논란하는 자들이 이르길 

“性이라는 자는 心을 따르고 生을 따르니 性 자를 말하자마자 이미 

氣質 가운데 떨어져 있다. 人物의 氣에 이미 通塞의 차이가 있다면 人

物의 性에도 偏全의 차이가 없겠는가? (…)”라고 말한다. 이 학설도 

방 변론해 깨뜨리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분명하고 정확한 의론을 

얻어 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안을 확정할 수 있겠는가? 
송면재: 太極은 形氣를 월하여 말한 것이고 五常은 氣質로 인해 

이름 붙인 것입니다. 天命이 부여되는 처음에 어  일 이 人物의 차

이가 있겠습니까? 氣質에 떨어진 뒤에 物이 五常의 性을 온 히 갖출 

수 없게 된 것은 바로 氣稟이 국한된 때문이지, 원래 부여함에 있어 

태극에 흠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性이라는 자는 心을 따르고 生

을 따르니, 비록 사람의 性이라고 하더라도 金氣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木氣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禽獸의 치우치고 막

힌 氣로써야 어  온 히 얻을 수 있겠습니까?41) 

41) 弘齋全書 82, 經史講義 19, 中庸 1. 天命之性, 朱子以爲兼人物而 . 

然則人物之性果無所不同歟? 朱子於此章章句曰人物之生, 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 五常之德, 於孟子集註曰以氣 之則知覺運動, 人 物雖若不異, 而以

理 之則仁義禮智之稟, 豈物之所得全哉, 二說不合. 故後之論 引朱子所

觀萬物之一源則理同而氣異, 觀萬物之異體則氣同而理異之說, 以爲人物之一

源無異, 而人物之五常不同. 於是乎理同性不同之論, 遂爲說性家一大旨訣矣. 

(…) 蓋性卽理而理無不同, 則人物之性亦何嘗有異哉? 特以人稟是氣之通 , 

則所具之理隨感而發見, 物稟是氣之塞 , 則所具之理爲氣所局, 而其所發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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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용 1장의 천명지성을 말할 때 주희가 인물간의 동일한 

本然之性을 말했고, 맹자 ｢고자｣ 3조목의 개ㆍ소ㆍ사람의 본성을 

말할 때는 ‘氣同理異’의 측면에서 仁義禮智를 품부 받은 것이 인물 

간에 서로 다르다고 말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질문했다. 
한 이런 측면 때문에 人物의 근원인 理는 같지만 인물의 五常은 

같지 않다고 보거나 혹은 理는 같은데 性은 다르다고 말하는 자들[人
物性異論 ]이 근래 등장했는데, 자신이 보기엔 理가 같다면 결국 性

도 같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는 정조가 당시 서울경

기 지역 老論 洛論 들의 견해인 人物性同論을 기본 으로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조 물음에 답한 송면재

는 앞서 필자가 주석에서 인용한 한원진의 주장을 그 로 반복하면

서, 超形氣 차원의 太極은 동일하지만 因氣質 차원의 人性ㆍ物性은 

서로 다르다고 말하면서 五常의 性은 태어날 때부터 人物 간에 차이

가 난다고 답변했다. 결국 송면재의 경우는 湖論의 입장을 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2) 

亦不能全耳. 如是看則似爲得之, 而又有難之 曰, 性之爲字从心从生, 纔

說性字, 便已墮在氣質中矣. 人物之氣旣有通塞之異, 則人物之性亦豈無偏全

之殊乎? (…) 此說亦難造次辨破. 何以則可得明的之論, 定此不決之案? 冕載

: 太極超形氣而 , 五常因氣質而名. 天命賦 之初, 何嘗有人物之異? 而

及其墮在氣質以後, 物之不能全具五常之性 , 自是氣稟之局, 而原非太極之

虧欠於賦 矣. 性之爲字, 从心从生, 則雖人性有稟金之氣多 , 有稟木之

氣多 . 况以禽獸偏塞之氣, 豈得以全哉?

42) 사실 人物性同異 문제는 다양한 湖洛論爭 가운데 한 가지 주제 을 뿐인

데, 맹자강의 뿐만 아니라  용강의 등에서도 정조는 여러 차례 이 문

제에 해 언 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경사강의 내의 호락논쟁 

련 주제를 집 으로 다룬 것이 아니므로 더 많은 논의를 언 하지는 

못했다. 경사강의에 수록된 호락논쟁에 한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려고 한다. 한편 호락논쟁 자체에 해선 여러 연구자들의 선행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우선 호락논쟁 주제와 양상의 역

사  변화 과정을 잘 밝  문석윤(2006)의 책과 호락논쟁 당시의 정치  

배경을 아울러 입체 으로 조망해  조성산(1997)과 이경구(2006)의 논문

들, 그리고 호락논쟁의 실마리를 이후 다산 정약용의 인성론과 비교한 최

진(2001)의 논문  최 진 외 공 자들(2003)이 그간 호락논쟁 연구사

의 반  경향과 의의를 조망한 논문들을 참조해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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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조는 자신의 이 洛論에 가깝고 湖論의 人物性異論에 

해선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을 강론 의 질문을 통해 간

으로 피력하긴 했지만, 그 다고 어느 한 쪽 黨論을 분명히 지지하거

나 비 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 은 당시 黨色이 달랐던 학자들 

사이의 이념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정조의 의 과 계된 

일인 듯한데, 그는 어느 한 쪽도 지지할 수 없음을 추서춘기에서 

장황하게 해명하기도 했다.43) 이 당시 화를 나  김근순은 자기 선

조의 家學이 湖論을 그릇된 것으로 본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은 결국 

洛論을 지지하는 사람임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조는 단지 先儒

들의 발언을 類別로 모아 정리해 보면 어떤 맥락에서 그들이 人物性 

문제를 서로 달리 표 했던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

을 뿐이다. 그 다면 어도 이 문제와 련해서는 정조가, 고자를 

비 했던 맹자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다양한 

주자학  용어와 표 들을 통해 맹자의 본의를 가장 히 해명할 

수 있을지 만을 고민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맹자의 인성론을 논하는 데 있어 정조가 거론한  하나의 

요한 문제는, 맹자에 이르러 비로소 仁義를 병칭하거나 혹은 仁義

禮智 四德을 항목별로 구분해 표 하기 시작했다는 이다. 인의 지

와 측은ㆍ수오 등의 四德ㆍ四端說이 맹자의 性善論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정조는 바로 이 목에서 

43) 弘齋全書 120, 鄒書春記 1, ｢告子｣. 金近淳 問: 人物性之同異, 此近世

湖洛之說所以紛然而莫之一 也. 臣家則已有先祖定論, 故嘗以湖說爲非, 伏

未知大聖人淵衷涇渭之辨彼此, 何居? 正祖 答: 人物性之同異, 不惟不欲強

解, 又不欲出奴入主於甲乙. 大抵義理公物, 當於理則爲義. 而後人汩於私意, 

才有一容喙一瞬目, 東捏西拶, 畢竟扮作兩塊圈套, 然後又必屬此屬彼, 而

爲紛競, 大而爲黨論. (…) 孟夫子卽學孔子而爲亞聖 . 孔子 相近之性, 孟

子則 告子必以本然之性告敎之, 及其迷不知悟, 又復申申辨明之 , 誠亦不

得已也. (…) 使孟朱見近俗學究喙喙爭鳴之弊至難矯, 則亦豈不設爲兩解之

說, 以明其本然自本然, 氣質自氣質之段落蹊逕耶? 故曰近所 人物之性同異, 

不必扶抑強解. 必也類聚孟子程子朱子之說, 於其似異處, 必究其實同之源委, 

則屬理屬氣屬於兼理氣, 各有歸宿. 不但爲今日之息訟, 又爲告子之訟寃, 

而告子必聽命, 千載之後, 不亦便好之甚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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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인의 지라는 네 가지 덕목을 말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자신

이 보기엔 惻隱之心 혹은 不忍人之心만 말해도 요한 윤리  마음에 

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데, 굳이 맹자가 마음을 四端으로 나 고 

 이에 따라 본성 역시 四德으로 나 어 배속시킨 것이 좀 인

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이 문제에 한 정조의 을 아래 

두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조: 仁은 人心의 全德이니 義禮智도 하나의 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不忍人之心 하나만 제기했고, 程子도 “몸 안에 가

득 찬 것이 바로 惻隱之心이다”라고 말했다. 그 다면 굳이 四端을 두

루 거론해 四德에 나 어 배속시킨 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사덕이 마

음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 나뉘어 있고 하나하나 막  있어 섞일 수 없

다고 말한다면, 仁에는 仁의 구멍이 있고 義에는 義의 구멍이 있고 禮

에는 禮의 구멍이 있고 智에는 智의 구멍이 있어 각기 따로 흘러나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인가?44) 

정조: 공자는 일 이 四七을 말한 이 없는데 中庸에서 비로소 

七情을 말했고 맹자가 비로소 四端을 말했다. 端과 情이 이름이 다른 

데다 四와 七은 숫자도 다르니, 다시 子思나 맹자 같은 성인이 나와 

心性의 오묘한 작용을 끝까지 논한다면, 七情 밖에  다른 情이 없고 

四端 밖에  다른 端이 없으리란 것을 어  알겠는가? 가리켜 말한 

것이 비록 같지 않은 듯하지만, 실제로도 사단과 칠정은 互發하는 것

이 아니다. 그런데 한 端이니 情이니 말하고 理니 氣니 말하며 오늘

날까지 다투면서 서로 논쟁하니,  人心이 온갖 변화에 응하는 것

을  가 끝까지 논할 수 있겠는가?45)

44) 弘齋全書 76, 經史講義 13, ｢公孫丑｣. 仁 人心之全德也, 義禮智亦包

於一仁字中. 故此章單提不忍人之心爲起, 而程子云滿腔子是惻隱之心. 則又

必遍擧四端, 分屬四德 , 何也? 若 四德之在方寸, 件件截斷, 箇箇遮攔, 不

容囫圇爲說, 則仁有仁之竅, 義有義之竅, 禮有禮之竅, 智有智之竅, 各自流

出, 不相管攝耶? 

45) 弘齋全書 76, 經史講義 13, ｢公孫丑｣. 孔子未嘗 四七, 而中庸始 七

情, 孟子始 四端. 端 情, 名旣有異, 四 七, 數亦不同, 則復有如思孟之聖, 

極論心性之妙用, 安知七情之外更無他情, 四端之外更無他端耶? 所指而 , 

雖若不一, 其實四七不是互發. 然且 端 情, 曰理曰氣, 至于今競相甲乙, 彼

人心之酬酢萬變 , 又誰能窮其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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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1781년의 맹자강의 때 이노춘에게 질문하면서, 왜 마음과 

본성을 맹자가 네 가지 종류로 나 었는지 물었고 한 그 게 이해

할 경우 仁과 義, 禮와 智가 각기 작용하는 네 가지 역이 따로 있

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의문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정조는 당

시 조선의 학자들이 栗 이래 四端ㆍ七情의 논쟁에 휘말린 것을 염

두에 두면서, 공자는 이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왜 자사가  용에서 

칠정을 말했고 맹자가 어떤 근거로 사단을 주장할 수 있었는지 질문

하기도 했다. 정조의 발언을 좀 더 살펴보면 굳이 七이나 四라는 숫

자로 한정해서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도 사실 없다고 보았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정조의 와 같은 질문에 당시 강원들은 개의 경우 경

의 권 에 의존한 발언을 했을 뿐 왜 四와 七의 구분을 고수해야 

하고, 마음과 본성을 이런 식으로 端과 德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등에 

해 보다 치 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다수 노소론계 지식인들 사이에서 요한 쟁 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

나, 정조는 후에 추서춘기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

다. 이처럼 정조 당시에는 이 문제가 별로 요하게 부각되지 못했지

만, 후에 정약용이 노론계 학자인 文山 李載毅와 서신 논쟁을 벌일 

때 정조와 매우 유사한 인성론  입장을 피력한 것을 보면,46) 과거 

정조의 의문 속에 반 된 이 당시 계문신들에게는 나름 로 

요한 의미를 던진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46) 1814년 정약용은 강진 유배 에 노론계 학자 文山 李載毅와 만나 서신 논

쟁을 벌 는데, 이때 그들은 정조와 강원들 간의 응답 내용과 매우 유사한 

화를 나  이 있었다. 이 에 해선 다산과 문산의 인성논쟁 (한
길사, 1997)이란 책과 그곳에 수록된 장동우의 해제(1997)  그의 다른 논

문(1998)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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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浩然之氣와 盡心ㆍ知性 조목에 대한 해석 문제

이 장에서는 우선 맹자 ｢공손추ㆍ상｣ 2조목의 浩然之氣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사실 이 수양론  측면의 문제에서도 정조와 계문

신들 사이의 토론이 길어졌던 주요 원인은, 주희의 맹자집주 해석

에 한 이견들 때문이었다. 따라서 인성론의 경우에도 일부 그랬지

만, 이 장에서도 맹자강의 내용은 주로 맹자 본인의 발언이 아닌 

주희의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개되었다. 정조는 호연지기에 해 

맹자가 풀이하면서 이 氣의 성질이 매우 크고 강해서 정직함으로 길

러 주면 천지에 가득 차게 된다고 말한 뒤, ‘其爲氣也, 配義 道, 無
是, 餒也’라고 말한 구 의 해석 문제에 주목했다. 논란이 된 것은 역

시 ‘無是’라고 했을 때 ‘是’는 무엇이며 ‘餒’하는 실제 주체는 무엇인

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정조는 1781년의 맹자강의 때는 주희가 여자

약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온 해석을 통  견해로 인용하긴 했지

만, 자신은 주희 해석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 

당시 정조 질문에 답한 서형수의 답안은 주희 입장을 원론 으로 재

론한 것에 불과하므로 함께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정조가 자신의 견

해를 피력하는 질문 내용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조: 朱子가 呂子約에게 답한 편지에서, “其爲氣也라고 말을 꺼냈

고 그 아래에 無是餒로 이어받았으니 이른바 是라는 것은 본디 이 氣

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만약 이 기가 없으면 體에 채워지지 않는 바가 

있어 굶주리게 된다”라고 말했다.  두 구 의 집주 가운데 한 곳에

서 “만약 이 氣가 없으면 어느 한 때의 행 가 비록 반드시 道義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더라도 그 體에 채워지지 않는 바가 있다”라고 했

고,  다른 곳에서 “氣가 비록 道義에 짝이 되지만 스스로 돌아보아 

항상 곧아서 부끄러운 바가 없어야 이 氣가 로 생겨나고, 스스로 

돌아보아 바르지 않으면 그 體에 채워지지 않는 바가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주자의 뜻은 개 두 是 자를 모두 氣에 배속시키고 두 餒 자

는 모두 體에 배속시킨 것이다. 그러나 여러 儒 의 의논은 그것과 다

른 것이 많다. (…) 이는 마땅히 주자의 학설을 정론으로 삼고 여러 유

자들의 학설은 굳이 따를 것이 없는가? 다만 의 형세로 미루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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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爲氣也가 主가 되고 配義 道는 輔가 되는데 그 아래 이어서 無是餒

也라고 했으니, 是는 輔가 되는 道義를 가리키고 餒는 主가 되는 氣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말과 이치가 순조롭지 않겠는가? 餒를 體가 굶주리

는 것이라고 하면 體 한 자는 본문 밖에서 가져온 것인데 단지 餒라

는 한 자에서 그것이 體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47)

우선 정조는 주희의 서신과 집주 해석을 살펴볼 때 주희가 無是

의 是를 氣 혹은 浩然之氣로 이해했고, 餒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육

체인 體라고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선유들이 

이런 해석에 해 의견이 분분했다고 했는데, 사실 인용문 후반부

를 살펴보면 정조 역시 주희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그는 서형수에게 반드시 주희 학설을 정론으로 삼아야만 하는지 

반문하면서, 의 문세로 볼 때 無是의 是는 결국 道義를 가리키고 

餒하는 것은 氣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냐고 질문했던 것이

다. 한 餒하게 되는 것을 體라고 볼 만한 근거가 과연 어디 있느냐

고 물은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정조가 주희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

고 본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런데 정조는 1800년 추서춘기에서는, 無是의 是가 氣인지 道義

인지 묻는 김근순의 질문에 맹자강의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답

변하 다.48) 정조는 김근순이 是를 道義라고 볼 수도 있겠냐고 묻는 

47) 弘齋全書 76, 經史講義 13, ｢公孫丑｣. 朱子答呂子約書云 其爲氣也以

發語, 而其下以無是餒承之, 則所 是 , 固指此氣而 . 若無此氣, 體有不充

而餒然矣. 又於兩節集註, 或曰若無此氣, 則其一時所爲, 雖未必不出於道義, 

然其體有所不充, 或曰氣雖配乎道義, 而自反常直, 無所愧怍, 此氣自然發生, 

自反不直, 則其體有所不充. 朱子之意, 蓋以兩是字, 皆屬於氣, 兩餒字皆屬於

體矣. 然諸儒之論, 率多歧貳. (…) 此當以朱子爲正, 而諸儒說槩不必從歟? 

但以文勢推之, 其爲氣也爲主, 而配義 道爲輔, 其下繼之曰無是餒也, 是指

道義之爲輔 , 餒指氣之主 , 豈不 從理 乎? 今以餒爲體之餒, 則體之一

字, 本文外拈出來, 只一餒字, 何以見其爲體耶?

48) 弘齋全書 120, 鄒書春記 1, ｢公孫丑｣. 無是之是字, 先儒之說, 至矣盡

矣, 更安容別說? 但來說中道義耶云云, 太欠指的. (…) 無是餒也之是, 卽集

註所 若無此氣之氣也. 此氣卽配道 義, 盛大流行, 無量不屈之正氣, 乃所

浩然之氣也. 上下餒字, 大體別無區別, 而上餒字多貼於身, 下餒字多貼於

心. 此皆猶屬於章句間汗漫文義, 自力圖於直方大實地喫緊充腹之工夫, 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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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반 하면서, 無是에서의 是란 집주에서 말한 로 氣를 가

리키는 것이며 餒하는 주체도 첫 번째 경우는 육체를 말한 것이라고 

으로써 애 의 주희 견해를 일정 부분 다시 수용하게 되었다.49) 그

런데 사실 이 은 맹자의 浩然之氣 章에서 무엇이 가장 큰 쟁

이 된다고 보는지와 련된 문제 다. 기의 정조는 氣를 기르더라

도 道義가 함께 제되지 않으면 제 로 養氣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無是의 是를 ‘道義’로 보려고 했던 반면, 추서춘기에서는 비록 와 

같은 이 있더라도 浩然한 氣가 없으면 일시 으로만 道義에 부합될 

뿐 결국 우리 몸이 굶주려 지속 으로 道義를 실 하기는 어렵게 된

다는 측면에서 無是의 是를 ‘氣’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조가 맹자강의 때의 과 달리 추서춘기에서는 주희 견해에 상

당히 근 한 발언을 하면서 浩然之氣 자체의 의미에 해 좀 더 주

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조는 맹자 ｢진심ㆍ상｣ 1조목의 盡心知性 혹은 存心養性

의 문제와 련해서도 당시 계문신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이 있

는데, 이 문제의 발단 역시 주희가 盡心知性을  학의 일과 비교하

면서 知性을 物格으로, 그리고 盡心을 知至로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

다. 주희는 맹자의 盡心知性 구 을 ‘마음을 다한 자는 그 性을 알

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 다.50) 그는 格物窮理의 공부를 통해 性

何如何? 栗谷李文成之 曰若無浩然之氣, 則雖欲行道義, 一身無氣, 如飢乏

然, 道義是本有之物, 豈有飢乏時, 此 可 發前所未發. 

49) 의 주석 48번을 보면 정조가 처음의 餒자는 몸과 많이 련되어 있고 

두 번째 나오는 아래의 餒자는 마음과 많이 련되어 있다고 구분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처음 등장하는 餒자를 ‘이 氣가 없으면 몸이 굶주

린다’고 해석한 반면, 두 번째 경우는 ‘行有不慊於心則餒矣’ 구 을 제

로 결국 마음이 굶주리게 되는 것으로 구분해 이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목에 해 정조가 주희 해석을 수용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 히 상이한 견해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0) 한 심사 원께서 주희가 이 게 본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시하셨는데, 주

희 본인이 物格으로 知性을 그리고 知至로 盡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

했으므로, 格物 이후 致知하게 되는 순서에 따라 知性 이후, 즉 본성을 

알게 된 이후 盡心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주희 으로 이해되어 온 것

이다. 이것은 필자가 내놓은 해석이 아닌데, 이미 정조와 함께 논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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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먼  알아야 그 이후 마음을 다 실 할 수 있게 된다는 순서 로 

이 조목을 이해했던 것이다. 이 에서 보면 결국 맹자가 말한 盡心

이란 표 은 知性의 결과 앎이 지극해진 功效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

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아래 講員의 답변에서도 보이듯 盡

心知性을 순 히 앎의 역으로, 存心養性을 실천의 역으로 구분하

는 경향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조는 주희가 집주에서는 

비록 盡心을 知만의 일로 간주했지만 주자어류 등을 살펴보면 盡心

을 誠意 공부와 같은 行의 역에서 이해한 경우도 있다고 말하면서, 
盡心에도 역시 공부가 포함된 것이 아닌지 질문하 다. 1781년 이노

춘에게 내린 질문과 1790년 課講에서  다른 계문신 정약용에게 

내린 질문을 통해 정조의 의문 을 살펴보겠다. 

정조: 집주에선 盡心을 완 히 知 쪽에만 배속시켜 말해 “盡心은 

곧 知至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어류를 살펴보니 여러 조목에서 行 

쪽에 겸하여 배속시켰고 심지어 “내가 처음엔 단지 知를 다 실 하는 

것을 마치  학 知至와 같은 만 알아 行은 말하지 않았는데, 뒤에 

자세히 보니  학 誠意와 그 모습이 같았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아

마도 定論일 듯한데 집주에서는 도리어 이 의 학설을 그 로 따른 

것은 어째서인가? 盡心의 盡 자는 知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行

을 겸해 말해야 보다 나을 듯하니 마땅히 어류를 따라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51)

당시 계문신들도 부분 와 같이 이해하 다. 가령 서형수도 다음과 

같이 답변했는데, 그는 만약 趙岐의 구설처럼 ‘그 마음을 다 실 해보아

야 그 본성을 알게 된다’고 맹자가 말하려고 했으면 ‘盡其心, 則知其性’이

라고 표 했어야 하는데 지  맹자 원문은 그 지 않고 오히려 ‘盡其心

, 知其性’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희가 ‘그 마음을 다한 자는 그 본성을 

알고 있다’라고 본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것이다: 弘齋全書
78 經史講義15 ｢盡心｣. 瀅修 : 此章之義信如 說, 當曰盡其心則知其性, 

而不當曰盡其心 知其性. 案文求義, 奚啻 如? 而嘉定史官亦是楊之 下忽

省, 詹阜民之下樓忽覺 流, 其傳授旨訣背馳於朱子集註, 則爲此說反譏朱子, 

其亦不足辨矣. 

51) 弘齋全書 77, 經史講義 14, ｢盡心｣. 集註以盡心全屬知邊說, 曰盡心則知

至之 也, 而 之語類, 數條兼屬行邊說, 至曰某初間把做只是知得盡, 如大學

知至一段, 未說及行, 後來仔細看, 如大學誠意字模樣. 此恐是定論, 而集註却

仍前說, 何歟? 盡心之盡字, 恐非知所能盡, 必也兼行說似優. 當從語類看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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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집주에서  학의 순서로 말하면 知性은 物格을 말한 것

이고 盡心은 知至를 말한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窮理의 功效로 말

한 것이다. (…) 하지만 공부가 없으면서 공효가 있을 수는 없으니, 知
나 盡 자는 모두 공효설을 주로 하면서도 공부를 그 속에 포 하고 있

다. 이 게 보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떤지 모르겠다.52) 

1781년에 정조는 집주 해석을 염두에 두면서 주희가 盡心을 앎이 

지극해진 것[知至]으로 풀이했던 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어
류에서는 주희가 盡心을 공부의 한 측면으로 간주했던 을 거론하면

서, 왜 이러한 공부론이 定論이 되지 않았는지 질문하고 있다. 이 당시 

정조는 맹자의 ｢진심｣ 첫 조목을, 마음을 다 실 한 뒤에 자신의 본

성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두 번째 

인용문은 정조 경사강의 에 수록된 것이 아니라 정약용의 개인 

작인 맹자요의 안에 자신의 시험 답안인 條 와 함께 다산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1789년  다산은 科試에 합격하자마자 곧바로 규장각의 

抄啓文臣으로 선임되었는데, 당시 정조가 熙政 에서 諸臣들을 상으

로  학에 한 親臨試講을 열었을 때 다산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후 다산은 경사강의에 몇 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

었는데, 1790년 맹자강의 때 참석하고 난 뒤 당시의 답안을 자신의 훗

날 작인 맹자요의 안에 條  형식으로 일곱 곳 수록해 놓았던 것

이다. 강론에 참여했을 당시 다산의 답안은 試製가 아닌 試講[課講] 과

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재 정조의 경사강의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

다. 하지만 다산은 자신이 정조로부터 받은 御製條問과 본인의 條 를 

함께 서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당시 정조가 문신들에게 어떤 질

문을 내렸는지 확인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한다. 다산이 받은 ｢

진심ㆍ상｣ 1조목에 한 條問을 살펴보면 정조의 물음이 이노춘의 경

우와 유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정조의 물음에 답한 이노춘과 

52) 孟子要義 卷二, ｢盡心ㆍ上｣ 1조목 다산 주석 참조: 庚戌十月閣課. 御問

曰: 集註曰以大學之序 之, 知性則物格之 , 盡心則知至之 , 此以窮理功

效 也. (…) 然未有無工夫而有功効, 知字盡字, 皆主功効說, 而工夫在其中. 

如是看似好, 未知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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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답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노춘: 盡心ㆍ知性ㆍ知天은 곧 知의 일이고 存心ㆍ養性ㆍ事天은 

곧 行의 일인데, 性을 알아서 그 心을 다하는 것은  학의 物格 뒤

에 知至하는 일과 같습니다. 아래 여섯 구 이 구 마다 구로 말

한 것인데, 의 세 구 은 오직 知만을 가지고 말했고 아래 세 구

은 오직 行만을 가지고 말했으니, 어  굳이 盡心에서 知와 行을 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개 주자가 黃子耕의 물음에 답하길 ‘(盡心

은) 誠意의 일이다’고 했으나, 朱飛卿의 물음에는 ‘단지 知의 일이다. 
다시 옛 학설을 찾아 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주자가 歸仁ㆍ知至ㆍ盡

心의 뜻에 해선 모두 세 번 그 말을 바꿨는데, 논의를 확정할 때는 

모두 처음 학설을 따랐습니다. 어류는 門人의 기록에서 뒤섞여 나온 

것이고 집주는 논의를 확정한 뒤 엮어 만든 것입니다.  옛날 학설

을 다시 찾아보라는 가르침도 있었으니, 집주 학설을 正論으로 삼는 

데에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53)

정약용: 제가 살펴보니 주자어류에서는 ‘내가 에는 盡心을 知

至와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  와서 생각하니 誠意說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했고,  ‘뒤에 자세히 보니 誠意와 그 모습이 같았다’라고 

했으며,  ‘盡心이라는 것은 바로  학 誠意의 일이다’라고 말했습

니다. (…) 이것들은 모두 뒷날의 定論입니다. 집주를 따르면 盡心은 

知性보다 뒤에 와서 공효가 되고, 뒤에 논한 것을 따르면 盡心은 知性

보다 앞에 와서 공부가 됩니다. (…) 첫 한 [盡心知性]은 먼  이와 

같이 공부를 하면 그 공효가 반드시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이는 실천한 뒤에 안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 [存心養性]은 공효가 

이와 같은  알았으면 그 공부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

니, 이는 안 뒤에 실천하는 것입니다.54) 

53) 弘齋全書 77, 經史講義 14, ｢盡心｣. 魯春 : 盡心知性知天卽知之事, 存

心養性事天卽行之事, 而知性以盡其心, 大學物格而後知至之功也. 上下六句

句句 說, 而上三句 以知 , 下三句 以行 , 何必於盡心上兼看知行耶? 

蓋朱子答黃子耕問則以爲意誠之事, 答朱飛卿問則以爲只是知之事當更 說

云. 朱子之於歸仁知至盡心之義, 凡三易其說, 而及其定論皆從初說. 語類雜

出於門人之記, 集註編成於定論之後. 而又有更 說之訓, 則以集註爲正, 

尙何疑之有乎? 

54) 孟子要義 卷二, ｢盡心ㆍ上｣, 1조목 다산 주석 참조. 臣 曰: 臣按語類曰

某前以盡心 如知, 至今思之, 恐當作誠意說, 又曰後來仔細看, 如誠意字模

樣, 又曰盡心 , 卽大學誠意之事也. (…) 此皆後來定論也. 從集註, 則盡心

後於知性, 而爲功効, 從後論, 則盡心先於知性, 而爲工夫矣. (…) 首一節, 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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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춘은 盡心說에 해 주희가 몇 번 입장을 변경했는데 마지막 

정론은 결국 집주의 것이라는 을 면 히 분석하 다. 그리고 이

런  하에서 盡心知性은 知의 일이고 存心養性은 行의 일이며, 특

히 盡心과 知性은 物格한 이후에 知至하게 되는  학의 단계와 동

일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이노춘의 답안을 보면 나름 로 

매우 논리 이고 설득력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약용은 

여 히 정조 본인의 처음 질문과 유사한 답안은 내놓았는데, 정조가 

어류를 거론하면서 盡心에도 공부가 있지 않느냐고 하문했던 것처

럼 다산도 어류의 몇몇 사례를 인용하면서 아마도 이것이 주희의 

定論이지 않았을까 하는 입장을 피력했던 것이다. 어류에 근거한 

뒷날 주희 에 따르면 盡心知性이란 공부를 해서 공효가 이와 같

다는 것을 말한 구 로, 실천한 뒤에 알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노춘이 밝힌 것처럼 주자어류에는 기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희가 입장을 변경해 다시 집주에서는 盡心을 앎의 

역으로만 한정했다고 본다면, 정조와 다산의 견해는 다시 숙고해볼 

필요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 때문이었는지 정조는 1800년 추서춘기에서는 과거 자신

과 동일한 의문 을 피력한 김근순에게 다음과 같은 상이한 답을 

내놓게 되었다.55) 당시 김근순은 ‘盡心해야 知性하게 된다’라고 이 

구 을 풀이했던 趙岐의 古註 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질문하 다. 
그런데 오히려 정조의 답변은 자신의 과거 입장이 아닌 계문신 이

노춘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주희의 집주 해석을 옹

호하면서 그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실 할 수 있다고 주

先 如是用工, 則其功効必如是, 此行然後知也. 次一節, 是旣知功効如是, 則

其用工當如是, 此知然後行也. 

55) 弘齋全書 121, 鄒書春記 2, ｢盡心｣. 金近淳 問: 此章之盡心知性, 比之

於大學之知至物格, 驟看則恐似倒序. 盡心當近於格物, 知性當襯於知至矣. 

正祖 答: 孟子曰盡其心 , 知其性也, 此 能知其性, 故能盡其心, 如大學所

物格而后知至也. 章句之以知性屬物格, 盡心屬知至 , 有何倒序之可疑耶? 

人莫不具此心之全體, 不有窮格之工, 無以知其理. 知其理則是知其性也, 知

其性然後方可 盡其心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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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보면 정조가 맹자강의 때 입장을 바꾸어 

이 문제에 해서도 결국 주희 해석을 옹호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다고 해서 이 조목에 한 정조 해

석이 주희와 모두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가령 정조는 理라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만 자신에게 돌이켜 마음에서 구하더라도 萬事萬

物의 理와 동일한 性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주희가 性을 알기 

해[知性] 이 목에서 格致 공부를 말해야 했는지 반문하기도 했던 

것이다.56) 이런 이유로 정조는 끝내 추서춘기에서도 앎을 얻기 

한 구체 인 공부법은, 결국 내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57) 그 다면 정조는 浩然之氣를 기르는 養氣

의 문제에서나 盡心知性과 련된 공부론에서, 주희의 맹자집주 해

석을 일면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여 히 주희 해석에 의문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맹자 경문의 내용 혹은 맹자의 발언

에 해서는 더 이상 앞서의 정치  문제에서와 같은 비  평가를 

취하지 않았다. 맹자의 인성론과 수양론 문제에 있어 정조의 발언

이 유독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일 텐데, 정조는 이러한 문제에서는 맹

자의 을 옹호한다는 기본 제 하에 주희 해석에 해서만 계

문신들과 열띤 논쟁을 벌 던 것이다. 

56) 弘齋全書 77, 經史講義 14, ｢盡心｣. 理一而已. 得此理而爲性則萬物之

理, 固無欠闕. 然則只反諸身求於心, 而萬物萬事之所當然所以然, 皆可洞然

耶? 夫如是則又何必卽物而窮其理耶? 錫夏 : 一本故萬物之理皆備於我, 萬

殊故物各有物之理. 皆備於我則反諸身求諸心而足矣, 物各有物之理則卽物而

窮之然後方可以盡物之理. 是以學雖貴於反身, 而工必先於格物也. 

57) 弘齋全書 121, 鄒書春記 2, ｢盡心｣. 事事物物, 莫不致吾之知, 知之旣

眞, 則其辨別也, 何勞之有哉? 千聖相傳之心法, 在於擇善固執, 雖欲固執, 若

不擇善, 只歸子莫之執中. 故曰精以察之, 一以守之. 大抵知人固好矣, 不若先

致力於知 , 知 固好矣, 不若先致吾知. 知人知 , 何莫非致吾知中一事? 

而所以用工也 , 先從自己一心上用力尤好. 戒愼乎其所未覩, 恐懼乎其所未

聞, 跡雖未見, 幾則已動, 人雖未知, 己所獨知之時, 每每常常, 莫忽罔懈. 長

使此心提掇存在, 則不失鑑空衡平之本體, 吾心之善惡, 未有不知, 則衆人之

姸媸, 益所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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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는 말

본 논문은 경사강의 가운데 맹자강의의 條問  條  그리고 

閣臣 김근순과 정조가 맹자에 해 응답한 내용을 기록한 추서춘

기의 問答을 심으로 정조의 맹자 해석 경향을 살펴본 것이다. 
정조는 1781년부터 수많은 계문신들을 발굴해 이들과 규장각 각신

들을 모아 놓고 經史에 한 講製를 시행했는데, 이때의 시험문항과 

시험답안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재의 경사강의를 구성하

고 있다. 맹자강의 역시 같은 해 시작되어 1787년까지 반복 진행되

었고, 맹자를 포함한 總經까지 모두 언 하면 맹자에 한 논의

는 1798년, 그러니까 정조 사망 두 해 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앞서 밝혔듯 경사강의에서의 정조 물음에는 독특하고 새로운 

면모가 상당히 많이 반 되어 있다. 맹자강의 경우에도 맹자의 군

주에 한 처신을 비 하거나 王覇 구분에 해 맹자 본인이 엄 하

지 못했음을 지 하기도 했으며, 인의 지 혹은 측은수오 등 인성 문

제를 네 항목으로 구분해 설명했던 에 해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맹자에 한 평가가 이러했기에 주희에 해서는 보다 자유롭게 그의 

주석 경향에 해 비 으로 독해하기도 했던 것이다.58) 맹자강의
를 비롯한 체 경사강의에는 정조의 이와 같은 면모를 확인시켜주

는 여러 목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필자가 함께 거론한 정조 말년의 작들, 특히 

58) 안재순은 정조 경학 이 종래의 주자학 학풍에서 벗어난 개방  면모를 

띠고 있다는 을 강조한 바 있다(2001, 82-84쪽/1990, 67-68쪽). 정조는 

주자를 존숭하면서도 주자 외의 주석도 참조해 객 성을 확보할 것을 강

조했고, 주자어류의 기록 역시 비 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1990, 67-68쪽). 이런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老佛, 西學 등의 異端說에 

해서도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매우 개방 인 태도를 보 다는 것이다(上

同, 68-69쪽). 필자도 경사강의  정조가 주희 주석에 해 여러 가지 

의문 을 자유로이 피력했다고 보는데, 추서춘기 등의 후기 작을 살

펴보면 정조에게 보수 인 경  해석의 경향도 여 히 병존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양자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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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추서춘기에는 정조의 앞선 경향에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장면들이 등장한다. 가령 규장각 각신 김근순이 佛氏와 王陽明

의 발언 에도 마음을 다스리며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 이 

있다고 말하자 정조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김근순을 비 하면서 그

다면 왜 맹자가 굳이 楊朱, 墨翟, 告子 등을 이단으로 비 할 필요가 

있었겠냐며 경계했던 것이다.59) 이 뿐만 아니라 어떤 한 목에서는 

聖賢으로서의 맹자의 敎化 능력을 잠시 의심했던 김근순에게, 정조는 

맹자를 神明처럼 경외하는 자기로서는 감히 그런 모욕 인 발언으로 

성 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60) 따라서 1800년의 

작품인 추서춘기만을 통해 정조의 맹자 을 살펴보면 그가 맹자를 

성 의 반열에 올려놓고 다소 권 인 방식으로 이해했으며, 맹자를 

해석한 주희의 집주 역시 바꿀 수 없는 정론으로 간주했다고 평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61)

하지만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작들 사이의 차이 에도 불구하

고 정조의 입장은 나름 로 이해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정조는 맹자를 독해하면서 정치  문제에 해서는 유독 논의

를 삼가려 하거나 혹은 다소 비 인 안목으로 근하는 경우가 많

았는데, 이 은 당연히 ‘易位’의 문제까지 서슴지 않고 주장했던 맹

자의 태도를 정조가 아무 지 않게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

59) 弘齋全書 121, 鄒書春記 2, ｢盡心｣. 至若佛氏 陽明之詩, 子之引以爲

比 , 何其妄也? 譬如一淵之水, 看來徹底, 無水相似, 釋 陽明, 不曾 手

探去, 便說空空底, 眞似瞥然看來, 立地成佛也一般. 則顧何嘗襯著於鄒夫子

所 夜氣二字, 東西南北一隅地, 依俙髴髣之光景耶? 攻玉以石, 治金以鹽, 

濯錦以魚, 浣 以灰, 物固有以賤治貴 . 若以月明飛錫, 滿船明月, 得如

許, 則這麤拳大踢, 不之楊不之墨不之告子, 而當先於爲此說 矣. 

60) 弘齋全書 121, 鄒書春記 2, ｢盡心｣. 子欲效疑孟之李泰伯耶? 然則堯舜

不得化四凶, 孔子不得化陽虎 正卯, 爲此三聖人累耶? 子固墨 徒. 吾則於

鄒聖, 敬之如神明, 不敢下筆論辨, 自歸瀆褻之科. 幸有以恕之. 

61) 弘齋全書 121, 鄒書春記 2, ｢盡心｣. 大抵章句集註, 卽我朱夫子不易之

正論, 重如泰山, 信如四時, 爲後生 年 , 但當篤信之 慕之, 不啻若七十子

之服孔子, 固不敢起疑而容說. 近於條問之目, 間或妄有論評 , 似此習氣, 亟

宜改之. 况其引證 , 太沒倫脊? 而先儒註解, 苟非大悖於義理 , 則亦宜捨

己見而從先輩之論. 又豈可輕加雌黃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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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비록 정조가 맹자강의와 추서춘기에서 맹자의 처신

과 행 에 해 표면 으로는 이질 인 평가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군왕으로서의 정조의 내  갈등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조는 말년에 이르기까지 맹자가 

요구했던 정치  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맹자의 인성론과 수양론 문제에 이르면, 인의 지 四德 

혹은 四端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개의 경우 정조가 맹자의 철학

 을 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맹자의 

발언에 한 주희 해석을 둘러싸고 문신들과 치열하게 논쟁했을 따름

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조는 주희의 해석을 일부 수용하는 한편 

여 히 자신의 고유한 을 견지하기도 했다. 
따라서 결과 으로 볼 때 정조는 맹자의 ｢고자｣  ｢진심｣ 등을 

둘러싼 인성론과 수양론 문제에서는 맹자와 기본 을 거의 공유하면

서, 다만 주희의 해석 경향에 해 비 하거나 혹은 옹호하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맹자의 ｢양혜왕｣ㆍ｢공손추｣ㆍ｢등문공｣ 

등에 해서는 주희의 해석이 아니라 이제 맹자 본인의 처신과 단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한 經典의 권  그리고 亞聖인 

맹자의 지 에 해 부정 으로만 논할 수는 없었기에 추서춘기에서

처럼 온건한 발언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사실 이  

때문에도 정조는 계문신들 혹은 각신들과 맹자의 인성론  수양론

에 해서는 어느 정도 공유 을 찾을 수 있었지만, 맹자의 군주론 

혹은 왕도론에 해서는 異見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君師를 자

처한 정조 지만 실 인 측면에서는 君王과 臣僚의 직분에 따른 학문

 입장 차이까지 완 히 해소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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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into the Peculiarities of 
Jôngjo’s Thoughts

–centered upon the two texts of Maengjagangui and Chusôchungi–

Baek, Min-Jeong

This paper intends to investigate into the peculiarities of Jôngjo’s 
though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wo texts. The first text is 
Maengjagangui(孟子講義), which is representative of Jôngjo’s early 
interpretation of Maengja(孟子). The second text is Chusôchungi(鄒
書春記), which is representative of Jôngjo’s late interpretation of 
Maengja(孟子). Interestingly, Jôngjo’s early attitude toward Maengja
(孟子) was minutely different from his late attitude. This paper 
concentrates upon these philosoph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ttitudes. In his early thoughts, Jôngjo was opposed to Maengja’s 
political and economical thoughts, such as the doctrines of 
Wangdojôchi(王道政治) and Jôngjôn(井田). He criticized Maengja for 
the conduct of his life during the period of the Warring states. 
However, this critical attitude had been changed as time passed. 
However the important point was that Jôngjo continued to praise 
Maengja for the his philosophical doctrines of human nature and 
self-cultivation. An extreme case was that Jôngjo discussed Juhui_
(朱熹)’s Maengjajibju(孟子集註) with the scholars of the era.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culiarities of Jôngjo’s thoughts, it is 
necessary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various philosophical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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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aengja(孟子) on the basis of reading into these two texts. 

Key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Lord and Vassal, Wangdojôchi
(王道政治), Jôngjônjei(井田制), Inmulsônglon(人物性論), 
Inuiyeiji(仁義禮智), Hoyeonjigi(浩然之氣), Jinsim(盡心), 
Jisông(知性), Gyeogmul(格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