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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철학과 성라학적 라기관의 해체*
__ If'천주설의』와의 영향관계률 중심으로 )
송 영

배 ••

1. 서론
한국의 철학자들 중에서 茶山(丁若훌 1762-1836) 에 관한 연구성과
만큼 많은 것은 거의 없올 것이다. 그것은 다산사상이 아주 방대하여

단순히 한 특정 연구분야， 예를 들어， 한국철학사상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만에 국한되어 연구왼 것이 아니고， 한국의 역사， 한문학， 천
주교사 연구 둥둥의 다양한 여러 분야에 속한 연구자들에 의하여도
상당히 폭 넓게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철학사상분야의 연구에서는 한형조， 휴초하 풍둥의 연구

엽적1)이 최근 년에 나옴으로써， 성리학의 철학적 패러다임에서 근본
적으로 전환된 다산의 창조적 패러다임의 의미가 거의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산의 새로운 철학적 패러다임이 어떠
한 영향사적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다만 다산의 철학적 사상올 퇴계와의 연결구도에서 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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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유교의 고전경전들에 대한 다산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동환， 유초하 둥은 다산철
학사상의 천주교사상과의 연관성을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2) 그리고 다산의 사상을 서학과의 연관 선상에서 설명해온 연
구로는 김옥희， 이원순 둥3) 이

있으나 근소한 문헌들에 대한 연구접

근이 주를 이룬다고 하겠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천주실의』와 다산사
상의 관련성을 언급한 연구로는 최석우， 강재언， 금장태 등둥의

연

구4)가 었다.

필자는 최근 년에 마테오 리치(利碼홈， 1552-1610)의 한문저작 『천
주실의.JJ(fi'天主寶義.1， 北京，

섯 마디 잠언.l(fi'二十五言.1

강독 • 연구하여， 『천주실의』

마디

fi'교우론J(1r交友論Jl

1595), Ir스물 다
Ii'기인십편.JJ(1í'騎人十篇Jl 1608) 동을
역주(공역본， 1999), fi'교우론 · 스물 다섯

]603),
1600),

잠언 • 기인십편』역주(2000)를 내놓았다.

그리고 최근 2-3 년간

다산의 주요 경전 주석본들의 연구와 강독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천주실의』 둥에 나타나 있는 서양의 아리

스토텔레스적인 그리고 그것올 계숭한 토미즘적인 사유의 패러다임
이 그대로 다산철학의 핵심적 구도률 이루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었다. 본 논문은 바로 이점을 본격적으로 밝히려는데 그 창조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初夏

輯，

3)

柳

r 성리학적 인물성동이론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 『泰東古典맑究」 第 12

1995

둥둥 참조

金玉姬"韓國天主敎思、想、史.!I

f힘敎의 廠，

4)

1996;

李東數 r 다산 사상에 있어서의 ‘상제’의 문저11 J , W 民族文化j 제 19집，

崔奭祐

1991;

II

•

茶山 丁若鋼의 西學뽕、想6자究

李元淳， r朝蘇西學史뻐究‘q ，

志社，

1986

r 丁茶山의 西學思想J ， rT茶山과 그 時代』， ft音社，

rT茶山의 西學觀」， 『茶山學의 探究c~ ， 民音社，
실학의 세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참조

1990;

도서출판:

둥둥 참조

1986;

姜在彦，

琴章泰다산 정약용.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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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천주설의』의 ‘반성리학적’인 패러다임
2. 1)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과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384-322) 이 래로 온 세상은 ‘유형한 물질 corporeal

matter' 과 ‘무형한 정신 incorporeal spirit'의 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왔다면， 그런 관점올 수용하고 있는 마테오 리치 (1552-1610)는 그

가 작성한 『천주설의d)(l 603 ， 北京)의 『만물의 분류도표J(W物宗類圖d) 5)

에서

우선 실체[“自立者"]들을 ‘무형한 것[“無形"， spirits] 과 ‘유행한

것’[“有形"， bodies] 으로 구분하고 “‘무형한 것’에는 天神들처럼 선한 것
도 있고 마귀들처럼 악한 것도 있다"6)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유

형한 형체를 가진 삼라만상을 “생명체"[生]와 “무생명체"[不生l 로 구분
하고

있다.7)

생명체가

무생명체와

구분되는

근본특성을

“혼"(塊

anima) 의 유무에서 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법에 의거하여， 리치는

생명체를 “혼"(塊)의 삼 단계-생혼{生塊)， 각혼(鷹塊)， 영혼(寶塊)-로 구
분하고 있다.8)

영혼， 즉 사태률 추리하는 이성능력율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본
성으로 보았다면， 바로 그런 관점올 마테오 리치는 『천주실의』에서
소개하고 었다. 따라서
닭”을 바로 인간의

5)

리치는 “무릇 사람이 짐숭뜰과 구별되는 까

“이성능력"(즉 “靈才 ")9) 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宗은 오늘날의 <유>(類， genus) 개념에 해당되고 類는 오늘날의

<종>(種， species) 의 개념에 해당됨을 주의해야 한다.

6) ;天主寶義~ , 송영배외 공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이하에서는 다만 r 實
義」로 표시함J ， 179쪽 참조

7)
8)

“或生， 或不生.”， 같은 책， 180쪽 참조
r 實義 j

3-3, 124-125 쪽 참조. 그밖에 三塊설율 언급하고 있는 2-12 , 95-96
5-4 , 240쪽 둥 참조.
9) _-寶義J ， 1-2, 41 쪽 참조. 인간의 이성적 추리능력올 나타내는 <훌才 >0-2 ，
41 쪽; 1-3, 46쪽; 2→ 5， 80쪽; 4-4 , 171 쪽， 172 쪽， 173쪽) 개념은 보통 <를〉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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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리력>(즉 훌훌塊)은 (시력이나 청력과 같은 ‘지각’(perception) 작

용처럼) 육체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가

죽고 나도， 그대로 남아서 불멸한다 10)고 보았다. 이와 같이 ‘영혼’， 즉

‘이성능력’이 바로 인간을 다른 삼라만상의 존재뜰과 구분 짓는 인간
의 본질적 특성， 즉 ‘본성’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치를 추
론할 수 있음’I能推論理者]이 인간율 I자기 1 본래의 부류로 만들어 주
고 [사랍이라는] 개체를 다른 개체들과 구별해주니， 바로 ‘인간의 본
성’(Á性)이다"ll )라고 리치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육체률 가진 인간이 바로 ‘추론’(“推짧理 "12)) 융 통해서만 분

명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면， 육체롤 갖고 있지 않은 다룬 ‘무형적’
인 정신적 존재들{예 천사나 마귀 동)이란 ‘추론’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명백히 파악’[“明達"]1 3)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런 점에서， 그들과 인간은 구분된다고 말한다.

2.2)

인간으| ‘자유의지’와 ‘도덕실천’울 통한 ‘자아의 완성’

형체률 갖지 않은 순수한 정신체들(예 하느님， 천사， 귀신 둥둥)과
는 다르게， 육신과 결합되어

있는 인간의

성"(“形性")과 “정신성"(“神性")14) 이라는

본성(“性") 안에는 “물질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동물적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짐승 같은
마음"(짧心)과 동시에 인간 본연의 “인간다운 마읍"(人心)15) 이 공존하
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6-3 ,

r 實養』의 도처에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한 훌L、

283쪽)， 쫓明 (4-7， 191 쪽) 훌性(1→ 3. 48쪽;

1-4,

54쪽) 둥으로도 표현

되고 있다

10)

영혼의 불멸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實義』의 여러 곳，
124쪽;

3-3 , 129쪽; 3-6,
11) w 實義J ， 7-1 , 업O쪽.
12) w 實義]， 7-1 , 339쪽.
13) ~實義~， 7 1, 찌O쪽.

138쪽;3 → 7 ， 151 쪽 둥동 참조

•

14) 상동.

15) “-物之生， i흩得-心. 若À， 則厭心A心是也 .. 상동.

3-2 , 128쪽;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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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心")16)만을 가진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들(예 생혼만을 가진 초목
이나 각혼만을 가진 짐승들)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왜냐하

면 그들에게는 본능적인 활동 이외의 ‘추론’올 통하여 자율활동올 할
수 있는 ‘이성 능력’(“靈塊")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성”만울 가지고 있는 산천초목이나 짐승들과는 달리.
“물질성”과 “정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은 본성의 이
중성에서 오는 마음의 불안정한 유동성을 갖는다， 17) 그리고 “짐승 같

은 마음I 鳳心]"을 쫓을 것인가? 아니변 인간다운 “사람의 마음[人心]"
올 따률 것인가? 하는 유동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언제나 자기의 의

지에 의한 선택울 강요받는다. 말하자면， “유톡 사람의 혼만이 육신
의 주재자가 되어 우리[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택하느냐 그만두느
냐에 따를 수 있다"18) 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사람다운 가치’는

바로 “비록 사사로운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보편적인
도리(“公理")가 명령하는 바롤 어길 수 없옵”에 있다고 리치는 선언

적인 규정올 하면서，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가 바로 인간다운 자기
완성을 이루어내는 기본 전제임올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간

의

덕과 부덕의 가능성이， 그들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품수받은

“기氣”， 즉 개체의 ‘氣質之性’에 의하여 근원적으로 제한율 받는다고
보는 성리학적 도덕결정론이 정연으로 부정되고， 오직 후천적으로 자
유의지의 선택을 통한 도덕실천율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

이다.

리치는 물론 인간이나 짐숭돌 모두에게 그을올 창조한 ‘천주’가 그
들에게 생래적으로 부여한 잠재적인 도덕본성， 죽 “良養”이 존재함융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천부적인 좋온 본성에 따라서 “어린
아이가 [자기] 부모를 사랑한다면 짐숭들도 역시 그 I부모]들올 사랑”

16)
17)
18)

?훌훌훌 J ，

3-5,

130쪽.

같은 책， 130-131 쪽.
“;實義l ，

3-5,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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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면 -어질든， 어질지 않든- 졸지

에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았다면， 곧 모두 놀라서” 측은한
사량파 동정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모두는 I 천부
적인1 ‘양선’일 뿐”이니， 그것들은 결코 인간들이 “스스로 배워서 쌓아

올린 선"[習善l 과는 엄격히 구분이 된다고 리치는 말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양선’은 천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것에 기여한 공로가 없으나” 오직 후자인 “습선만이 우
리 인간들이 스스로 배워서 쌓아융련 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 9 )
아퀴나스(1225-1274)의 윤리론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는 리치는， 우

선 형체가 없는 무형한 인간의 마음의 기능 작용올 기억능력’[司記含

memory] , ‘이성능력’[司明홈 intellect] 과 ‘의지력’ l 司愛欲 will] 의 세 가
지로 설명한다， 20)

이성능력이 없는 점숭들은 오직 천부적으로 부여원 본능만올 따르
는 “하나의 마음"(-心) 밖에 없어서 도덕적 행위의 선택이 불가능하
다면， 인간은 마음속에 ‘이성능력’과 ‘의지’룰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사리 분별율 통하여 ‘선’으로도 ‘악’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다. 바로 도덕적 실천， 또는 도덕적 계발이란 일단 ‘의지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서。k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고 마테오 리치는 힘주어 말
하고 었다. 따라서 ‘이성능력’(“靈")도 ‘(자유)의지’(“意끼도 없는 존재
들에게는 결파적으로 도덕적 선악올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21)

이런 관점에서， 리치는 “(자유)의지”가 명빽히 “선파 악의 근원 "22)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유교의 가르침， 특히

요체를 ‘의지률 성실히

『大學』의 가르침의

함’(誠흉、)과 ‘마음을 바로잡음’(正心)으로 파

악23)하고 『대학』에서 말하는 “I 집을l 가지런히 함"(齊)， “[나라를l 다

스렴"(治)， “ I세상에 l 균둥하게

19)

l'實義.1， 7 장， 특히

2이 r實義ι

21)
22)
23)

r實義.1，
r 實義J ，

r 寶義，1 ，

7-6,
6-3 ,
6-3,
6-1 ,

7-3 ,

태평을 이룸"[均平l 에는 반드시 ‘의지

싫6-347쪽 참조.

354 →346쪽.

282-28..'3쪽
285쪽.

275-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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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성실히 함’(誠意)을 요체로 삼고” 있으며， 의지의 “성실함이 없으
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不誠無物]24)고 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적으로 선한 본성올 가
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국철학의 오래된 문제제기와 철학적

담론들은 결국 원천적으로 도덕계발과 연판된 핵심적 문제로서 주목
받을만한 값어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성[性]이란， 리치
에 의하면， 바로 어떤 한 부류가 다른 부류들과 구분되어 자기 부류
로서 규정되게 만드는 본래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 25) 에 불과하기 때

문에， 이런 ‘본연의 성’(本然之性)은 개개의 품류마다 다르게끔 천주
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만물의 ‘본연의 성’들은 모두 각
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서로 다른 만물의 ‘본연지성’은 그

것들이

각각 자체의 “도리”에 따라서 “主宰해 나간다면 모두가 다

사랑할 만하고 소망할 만한 것이니， 근본”은 모두 각각 “선한 것이요

악한 것은 있을 수 없다"26)고 리치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이

런 ‘본성’을 각기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실천’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실천의 “動因”은 바로 “우리 자신[我]들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기에， 자기의 실천에 따라서 내 자신이 “혹 사랑을 받을 만하게， 혹

미움올 받을 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타고난 션한 도
덕본성[“性"] 자체가 바로 다름 아닌 그 개체의 선햄적인 ‘이치’(“이
理") 자체이다’라고 말하는 성리학의 ‘性郞理’설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리치의 철학적 구도에 의하면， 문제는 선험적으로 주어
져있는 원리

자체에

대한 ‘깨달음’(明覺)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실천하여 완성해낼 것인가?>하는 인간 각자의 설천적 (도
덕) 행위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도리에 따
라서 의지를 발동하면 곧 덕을 행하는 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24)
25)
26)

같은 책， 277쪽.
，寶義~，

"寶義μ

7-1 ,
7-1 ,

138← 139 쪽.

34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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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짐숭의 마옴’에 빠져들면 바로 죄짓는 소인 "27) 이 되기도 하

는 것이다. 요컨대， ‘도덕의 계발과 완성’이란 관념적인 이해나 터득
이라는 명상적 사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실제적인 설천의
문제인 젓이다.28)

이제 도덕적인 선온 결국 오직 이성과 자유의지롤 가진 인간이 후

천적인 도덕실천올 통하여 어렵사리 아루어내고 쌓아나가는 도덕실
천 행위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간 밖의 다른 존재물에
게는 도덕의 문제가 더 이상 제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요
컨대， 도덕적인 ‘본연지성’이란 있올 수가 없다.

그러나 성리학의 랙섬적인 요체는 바로 인간을 포함한 만유의 무
궁한 생명적 변화 • 발전올 결단코 인간 밖 대자연의 단순한 사건이
나 사실들의 변화 · 발전의 판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움직임 자체가 바로 ‘仁義禮智’ 동의 가치질서의 존재론적 근거륨 구

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일종의 동양식 도덕형이상학적인 목적
론이다. 그러나 이런 자연과 인간 사회훌 아우르는 유기체론적인 목
적론이라는 성리학적 패러다임은 이제 마테오 리치의 서양적 사유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더 이상 존재근거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리치
의 형이상학적 구도에서 보자면， 이성농력도 자유의지도 없는 산천초

목이나 짐숭들에게는 도덕적인 문제를 물올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
대， 마테오 리치에게는 오직 언간에 의한 자기 계발과 자기의 실천

궁행의 길， 즉 ‘인간의 실천，’ 중국철학와 용어로 표현하자연， ‘ A道’률
실현해내려는 올바른 의지와 적극적 실천만야 냥는 것이다.

2.3)

‘태극’(즉 ‘理’)은 속성이며

‘이성적

정신체’로서의 ‘하느

님’의 존재 증명
天理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성리학적인 도덕형이상학 체계

27)
28)

r 實흉J ，

~實義 1 ，

6-3 ,
7-2 ,

283 쪽

3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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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천지만물의 근원올 太極， 또는 理로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와 같은 천지의 창조자로서의 인격신의 개념윤 성리학적 전
통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희(朱熹 1130-1200)는 다음과
같이 인격신의 천지만물의 지배롤 명백히 부정한다，29)

그러나 그에 의하면 소가 말을 낳올 수 없고 복숭아나무에서 자두
꽃이 필 수 없으며， 오직 소가 소를， 말이 말을 낳고， 복숭아나무에서
는 오직 복숭아꽃이 필수밖에 없는 이치롤 생각해 본다면 천지 만물

의 무궁한 변화 발전에는 반드시 그것을 주재하는 객관적인 이치 즉

‘이’ 또는 ‘천리’ -그것올 道 또는 太趣이라고 부룹- 가 선험적으
로 존재한다는 것이다)0)

주회가 말하는 ‘이’개념은 이와 같이 @ 사물의 존재론적 근거(所
tj然之故)와 @ 그것의 당연한 법칙(所當然之則)과 @ 재체의 자의적
임의성을 배제하는 객관적 필연성(自不容 B) 이라는

함축하고 있다

3 측면의 의미를

주희는 현실세계의 주체적인 경험쩍

대상t사물)들로

부터 그 사불들의 존재론적 근거와 그것의 당연한 법칙 -

함한 모든 생물의 폰재법칙 -

인간을 포

을 일단 추상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그는 모든 사물(인간 빛 모든 생물)을 주재하고 있는 존재론적 근본
원리를 ‘이’로 규정하고 그 ‘아’의 객관적 필연성에 제일차적인 철학

적 의미롤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주회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과 유사한- 관념적 실재성 (ideelle Realität) 이라는 철학
적 범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만물의 선험적인 존재론

적 근거일 뿐이므로 개체의 주체적인 감각적 경험적 내용율 가질 수
가 없는 것이다.씨

이와 같이 구체적인 역사， 사회， 자연현상으로부터 유리되어 오직
그것의 선험적인 존재론적 근거로서의 의미룰 지나는 ‘이’가 영원히

초역사적으로 타당한 천지만물의 주재자로서 둥장하는 것이다.

29)

~朱子語類1 권

30)

，大學或問」

3 1)

.~太極圓說解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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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직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미즘적 세계관에만 익숙한 마테

오 리치는 이와 같온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처}계홀 전혀 정당하게 받
아들일 수가 없었다. 오직 유일신의 천지창조를 믿고 있는 그에게는

‘태극’[곧 理]이 천지만물의 근원[天地萬物之願]이 된다는 성리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체계는

일종의

‘무신론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될 여지가 없었다. 그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물에 대한 실
체와 속성에 대한 범주적 구별올 원용하여 “태극[즉 理]이 만물의 근
원”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32)

마테오 리치는 우선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롤 자기 나콤대로 충실
하게 파악하여， 바로 그 점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기원하는 1) 실체

와 속성의 범주적 구별과 2) 사물 생성의 시간적 순서에 기반 하는
인과법칙에 입각하여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이’가 천지만물 창조

의 근원이 될 수 없음올 밝히고 있다.3 3 )
그가 이해하기로는 첫째 ‘이’는 오직 다읍의 두 경우에만 존재한다.

“ I理는l 사람의 마옴[A.心l 속에 있거나 혹은 [마음 밖의 l 사물들 안
에 존재”하고 었다. 그렇다면， ‘이’란， 마테오 리치가 보기에는， 실제

로 경험적 세계에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천하만물， 즉 실체 I 自立者l 들
이 아니고， 다만 이들 실체들 속에 내재하여 이들로 하여급 그러한
존재로 이름지어

것이다.

그렇다면

[규정해] 주는 개개체들의 ‘形相因’에 불과할 뿐인

‘이’란

결국

만물

개개체，

즉

실체 I“自立者，”

substances] 도 못되는 것이요， 단지 그들에 종속되어 있는 속성 I“依賴

者"]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체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속
성’에 불과한 ‘이’가 도대체 “어느 곳에 존재”하였으며 “어느 존재물
에 종속”된 것인가를 마테오 리치는 따져 묻는다. 만약 ‘이’가 “空虛
[nothingness] 에 의탁했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공허’는 실체가 없으므
로 의탁할 만 하지 못하니 ‘이’는 떨어져나감올 변하지 못했을 것”이
라고 말함으로써 ‘이’가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없음올 밝히고 있다.

32)
33)

w 實義~，
상동

2-8,

87-89쪽 참초.

정약용철학과 성리학적 리기관의 해체

둘째로 리치는 사물생성의

123

인과법칙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결과가

원인보다도 앞 설 수 없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는 먼저 인간의 마음[Á心}이나 (마음 밖의) 사물이라는 실체들이 있
고 난 다음에， 그곳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기에， 시간상으로 ‘뒤의 것’
I後者l 이 ‘앞서있는 것’I 先者l 의 존재원인이 될 수 없기에， ‘이’는 만물
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셋째로，

리치가

파악한

성리학의

‘이’는

‘動靜’도

없고

‘의지’[志

Wl띠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도대체 “스스로 작동”하여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생”할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기독교
의 하느님과 같은- 천지만물을 창제한 근원이 될 수 없음올 말하고
있다.

사실 마테오 리치는 ‘이’는 형체롤 가진 ‘유형한 존재물’(“有形之物
類")， 즉 물체적 폰재 (bodies)가 아니라， ‘무형적인 존재의 부류’(“無形
之物品" spirits)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이’가 만약에 ‘이성능

력’(“靈")과 ‘지각능력’(“覺")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름’(“義")을 분별하
고 추론할 수만 었다면， ‘이’는 결국 ‘이성적인 정신체’(spirits)， 즉 ‘귀
신， 천신’(“鬼 • 神") 둥과 통일한 부류가 되기

때문에， 도대체 그런

정신체를 반드시 “태극”， 또는 “이”라고 특별히 호칭해야 할 이유가
따로 없다34)고 리치는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마테오 리치의 ‘이’에 대한 이러한 반박과 비판

들은， 결국 -중국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리스토텔레스적 형
이상학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것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리

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에 의하면， 개개 사물[物l 을 바로 그 사물이게
끔 인식하게 하는 그 사물의 “보편성”과 “불변성”， 즉 그 ‘원리’ 또는

‘形相’은 바로 가변적인 경험세계 속의 이런 개별화된 개개 사물[物1
들 속에 내재할 수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4 원인설>의 구도에

의하면， 현실적 경험세계의 개개사물들은 자체 안에 그 자신을 구성
하고 있는 물질적 재료로서의 ‘질료’(“質者"， matter)와 동시에 그 구

34)

1- 實義，1 ，

2-10 ,

9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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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원려로서의 ‘형상1“模者"， form) 만울 가지고 있올 뿐이다.
이런 ‘질료’와 ‘형상’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물들은‘ 그것이 생명체
이든 무생명체이든， 중세의 자연관에 의하면， 모두， 의식적이든 무의
식적이든， 자기밖에 있는 ‘궁극적 목표’ (the Ultimate End)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 달， 별들과 같은 천
체들의

변화현상， 重力에 인한 萬有引力현상， 또는 녹색식물들의 향

광성(向光性 phototropism) 둥둥까지도 자기 존재 밖의 궁극적 존재에

의하여 궁극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셜명하는 목적론적 세계
관이 지배적이었다)5)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4 원인셜’에

기반하논 아퀴나스의 목

적론적 세계판에 의하면， 이들 존재들을 생성시카고 움직이게 하는
‘운동인’(“作者")이나 그 운동의 목적을 정하는 ‘목적인’(“薦者")은 절

대로 모든 개개체들의 자체 안에 있을 수 없고， 그 개체밖에 있는 다
른 존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36)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형이상학적 구도에 의하면， 우라가 마주 대하고

있는 우주 Welt 속의 천지만물은 “혼anima도 지각도 없는， "37) 요컨대，
이성적 자율적 판단을 활 수 없는 물체들일뿐인 것이다. 그것들은 스

스로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운동외 유발은 근원적으로 그 사물
의 밖에 있는 운동언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이성능력이 없는 폰재물들이 도대체 이성적 합리적 운
동올 하고 있고， 자연계의 모든 사물들이 “제대로 안배되어 있어서 ‘순
서’I次l 가 있고 ‘법도’[常l 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 밖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고 있는 어떤 ‘이성적’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명백

한 증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성적 존재’가 바로 천주라는 것이
다. 그리고 또한 정교하게 꾸며진 자연생명체들의 기기묘묘한 모양과

35)

송영배

r 천주실의와 토착화의 의미 J ，교우론』외 2 편， 따테오 리치저/송영배

역주， 서울대학교출판부， 2α)()， 489-490쪽 참조‘

36)
37)

w 實義~，

]-3,

“無塊無知覺’

46-56쪽 참조

r實義 ij ，

1-3 ,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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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생활 양태를 보고서는 이것을 만들어주고， 그것들 각각에게

적절할 ‘쓰임새’， 즉 ‘목적’올 부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으로서의 ‘절대
적 이성적 존재’， 즉 ‘천주’의 존재흘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천지자연을 포함하여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의 생성에는 인과적인 관계에서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어
떤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운동의 최초의 시발자이기 만한 “완인
없는 운동자

the unmoved

Mover" 로서의 ‘하느님’의 존재가 바로 개체

들 밖의 궁극적 ‘운동인’으로 설명되고 있다)8) 이와 같이 본다면， 세계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초월적인 절대자 하느님과 그에 의하여 창
조된 삼라만상의

천지만물들은 존재론적인

범주에서는 전혀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萬物-體”설이 성립될 수 없음
올 마테오 리치는 강하게 변론하고 있다)9)

3. 성리학으로부터 다산철학에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3. 1)

유형한 ‘기’와 무형한 정신[心1 의 이분법파 인간[Â] 과 사
물[物1 으| 범주론적 구별，성리학의 ‘ A 物性同論’ 대한
근원적 부정-

『천주실의』에서

세상 만물올 구성하는 두 요소훌 ‘눈에

보이는’

“물체"(“形")와 ‘보이지 않는’ “정신"(“神")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성명
하고 있다면， 茶山(丁若續， 1762-1836) 역시 유형한 ‘기 r 氣")와 무형
한 ‘정신’(“神")의 이원 구도에서 천지 만물들을 바라보고 있다. 서양

전통에서

‘물질’이란 전혀

자기

운동성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延

長’(extension)， 즉 ‘물질의 양적 크기’만을 갖는 순전히 수동적인 것으

38)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j(Summa Theologiae , Ia.2，3) 에 보이는 “신의 존재중
명에 대한 다섯 가지 길”에 대한 내용적인 요약온， 송영배

r 천주실의와 토

착화의 의 미 J , 앞의 책， 490-492쪽 참조.

39)

萬物-體說에 대한 마테오 리치의 반론에 대해서는 륙히 『톰鐵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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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했다면， 다산에 있어서 유형한 형체롤 가진 사물들이란 陰陽
의 상반 · 상보 작용에 의하여 우연적인 자기 운동을 하는 ‘기’로 구
성되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산에 의하면， 이런 ‘음양’이란 결
코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물’올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40) 그리고

또한 다산은， 이런 유형한 ‘기’와 구별되는 무형한 “순수이성"(“虛훌
知覺者 ")41) 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확신하였다. 왜냐하면 유형한 ‘기’의

우연적이고 무목적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질서 잡고 통제하기 위해서
는 “이성적인 존재"(“有훌之物")42)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
였기 때문이다. 마치 “한 집의 가장이 아둔하여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면 집안의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고， 한 고을의 장이 아둔하여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면 고을의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처

럼， “무룻 온 세상을 ‘이성능력이 없는 존재’(“無훌之物")는 주재(主
宰)할 수가 없다 "43)는 자가 확신을 다산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산의

이런 철학적

관점은 바로 우리가 앞 절(2.3) 에서

인용한 바

있는 ‘이성적 주재자’， 즉 ‘天主’에 의한 만물들에 대한 “주재하고 얀
양(安養)함"44) 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지 않

올 수 없다. 요컨대， 다산에 있어서도， -『천주설의』에서와 마찬가지
로- 유형하지만 “이성능력이 없는"[“無警한"] ‘가’와 형체는 없으나

40) 다산에 의하면， 음양이란 ‘햇볕의 비침과 가립 “(fJ 光之照據)， 즉 <明暗>에
불과하기 때문에， 陰氣와 陽혔는 결코 물질적 실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만
물의 부모“， 즉 만물의 두 근원으로 결코 보고 있지 않다

光之照據
之父母.“

.. 陰陽之名， 起於 B

日所隱 B: 陰. 日所映日· 陽. 本無體質- 只有明關. 原不可以짧萬物
ft읍補與홈堂全홉~

II ,

景仁文化社(영인본， 이하에서는 f 全賣」로 표

시함)， ~中庸講훌훌補』 권 1 ， .61上左 참조. 그리고 ‘태극’(太極)이란
서 말하는 것처럼

- 성리학에

모든 사물의 총체적인 존재근거로서의 天理인 것이 아

니라 “太極”은 아직 분화하기 이전의 “太홉者， 옳陽混뼈之物’에 용파하다
(1'全書.J

m, ú'周易總言』

권2， 517쪽 下右)

未分之前， 元氣混而짧-， @p是太初， 太-也

41)
42)

r 全書~

43)

상동.

~全書‘q

II ,
II ,

，-心經密驗~， 36쪽 上右.

r 굶子要義』 권2， 144쪽 下左.

44) ~實義 n 上卷 제 1 장의 제목 참조.

또한 “孔(頻達)~: 太極謂

.. 상동， 505쪽 上左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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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구도가 뚜렷이

각인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과 ‘기’의 이원구도에 따라서 다산은 천지만물을 1) ‘생

장’(生)은 하지만 ‘지각’(知)은 못하는 초목， 2) ‘지각’(知)은 았으나 ‘추
리력’(靈)이 없는 짐승， 3) ‘생장’도 하고 ‘지각’도 하며
이성능력’(靈明祐妙之用)을 가지는 인간의

다산은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또한 ‘신묘한

3 품계로 분류한다.45)
‘프塊’설에

의거한 사물들의

차둥적 품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다. 그 핵심은 바로

무형한 정신(“神")과 유형한 육체(“形")로 구성(“神形妙合")된 인간，46)
특히 인간의 “순수이성"(“虛훌知覺者")을 --만물들과 구별되는- 인
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47) 굶子가 ‘반성적

사유’(“思끼의

기관으로 “大體"(즉 心之官)를 말하고， ‘지각’ 기관을

“小體"(즉 耳目之官)로 구분하였다면，48) 다산은 ‘소체’롤 “유행한 몽뚱
이"(“有形之騙뤘")로，

‘대체’를

호칭하고 있다.49) 따라서
‘정신적인 사유능력’이

“무형한

이성능력"(“無形之寶明")으로

다산에게는 ‘무형한 마음’(“無形之心")，

바로 육처l(“血肉")로부터 독립하여

즉

“삼라만상

의 이미지를 포괄하며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本體”

45)

“凡天下有生有死之物， 止有三等:1) 草木， 有生而無知;
人之大體， 많生많知， 復有훌明神妙之用 "

-:全書<

n,

2)

홈敵有知而無훌;

3)

r論語古今註』 卷9， 338

쪽 上左 물론 茶山은 위에서 인용한 『天主實義r 의 生塊， 覺塊， 훌塊설의 구
분에 의한 만물의 品階 이외에도 휩j子의

4

단계 품계론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힘子日‘ 水火， 有氣而無生， 草木， 有生mï無훗0; 鷹짧， 有知而無義;Á有
氣有生有知有義. 蓋其受性之品， 凡有四等.·， r 全書[ n ，굶子要義』 卷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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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右참조

46) e 全書 f;

47)

n,

~心經密驗.J ， 36쪽 上右.

다산은 유교의 “옛날 경전"(古經)들올 다 뒤져보아도 물혼 인칸의 본질적 특
성으로서의 이런 “순수이성"(“虛훌知월者")에 해당하는 “한 글자(←→字)"로
된 “전문호칭"(專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연속어로 된 이 “순
수이성"(“虛靈知覺者")올 후대에서는 그것의

거능을 구분하여 “心"

“靈" “塊” 동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上同. 참조.

48) "굶子J ， r 告子」 上(11:1 4와 11:15) 참조.
t 全書 f n, r 굶子要義” 권 2 ， 140쪽 上左 창조

49)

“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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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정의되고 있다.50)

그렇기 때문에， 이성농력을 가진 “인간은 도둑을 만나면， 혹 소리
를 질러서 쫓거나， 혹 계략을 세워서 그롤 붙잡는다” 그러나 이성능

력이 없는 “개가 도둑올 만나면 짖어대며
I 가만히

소리률 낼뿐， 짖지

않고

앉아서 l 계략올 낼 수는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정해진 본능’(‘定能’)뿐이다. 인간의 본성과 짐숭의 본성은 이처럼 현

격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51 ) 따라서 ‘이성능력’이 있는 인간이란 그것
이 없는 사물(짐승)툴과 근본적으로 범주가 다륜 것이다.
朱子에 의하면， 인간과 다른 사물들은 그의 도덕형이상학적인 관점
에서 보자면， “그들의 ‘본성’(“性")과 ‘도랴’(“道")에서는 같은 것이고 품
수 받은 ‘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지나칩과 모자람의 차
이가 없을 수 없기에， 성인은 사람과 사물들이 마땅히 행할 바에 따라
서 그들의 품계를 조절하는 것”이다.52) 다산은 이런 주자의 <인물성동
론〉의 입장에 반대한다. 다산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주지{1130-1200)

가 말하는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말의 뜻이， 사람이나 사물들이 각
각의 본성을 “천명으로부터 받는 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만이 아니고，
“아울러 그들이 품수 받은 ‘영묘한 이치’(‘寶妙之理’)도， 사람과 사물이

모두 같고， 다만 그들이 [받은l ‘氣’만 다르기 때문에， [사물들은 인의예
지의] 四德울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고 치우치고 막힌 곳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런 성리화의 ‘理同氣異’설은 유교 본래의
사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만 모든 존

재물의 근원적인 동일성과 윤회롤 말하는 불교， 특히 『수능엄경 JJ(首標
嚴經)의 영향을 받아서 성리학이 기본적으로 공맹의 진정한 유학정신
을 왜곡시킨 것으로 다산은 몰아붙이고 있다.53) 다산은 이와 같이 성
리학의 ‘理同氣異’설 54)올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50)
51)
52)
53)

w 全書~

~全書~
~全書.1

w 全書~

II ,
II ,
II ,
II ,

"大學講훌훌4 권2， 25쪽 上左 참조.

ι 굶子要義J 권2， 135쪽 上右.
，~中庸講義補끼 권 1 ， 62 쪽 上左.

:'論語古今註』 권 9 ， 339쪽 上中 창조.

54) <理同氣異>설에 때한 다산의 부정(否定)의 입장에 대해서는 또한 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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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영역으로서의

‘도덕’실천의 강조-성리학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이론 구도에 대한 부정-

『천주실의』에서， 인간은 ‘육체’(“形")와 ‘정신’(“神")으로 구성되었고，

‘정신의 정교함’은 ‘육신’을 “초월”하기 때문에， 바로 ‘정신’이 ‘진정한

자신’(“홈己")이고 ‘육신’은 ‘자신’을 담고 있는 ‘그릇’(“器")에 비유하고
있듯이， 55) 다산 역시 “정신"(“神")과 육체(“形")가 “묘합”하여 “인간이

형성”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56) 또한 다산에서도 ‘무형한 정신(마
음)’(“無形之心"57)) 이

인간의

“본체 "58) 인 것이다. 다산은

-

이성능력

이 없는 짐승들이나 사물들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인간의 “본체”
를 또한 “無形之훌明 "59) 또는 “靈明之心"60)， 즉 ‘무형한 이성능력’으

로 표현61)하고 있다. 이런 ‘이성능력’이 바로 다산에게는 “본래의 자
기"(“本有之己")인 것이다.62)

사람이 태어날 때에 천명에 의해서 부여된 이런 ‘이성인식’(“훌知")
올 이제 다산은 ‘기본’(“才")， ‘형세’(“勢")， ‘성향’(“性") 세 가지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한다 63)

다산은 ‘훌知’， 즉 이성적 추리능력을 가진 인간의 ‘무형한 마음’에

는 기본적으로 “선행올 할 수도 악행올 할 수도 있는” ‘기본’(“才")，
입론올 참조바람11'全書J

55)

"實鏡J ，

56) ~全書J

II ,
7-4 , 350쪽 참조
II , W心經密驗~， 36쪽

11'굶子要義』 권2， 135쭉 下左-136쪽 t 右 참조.

上右.

57)
58)
59)

“無形之心”이라는 표현은 :實義.，

60)

r 全書1

61)

:全書1

II ,

“大體훌， 無形之훌明也

1,

3-6,

137쪽;7←6， :쩌3 쪽 풍에 보인다.

11'大學講議 o 권 2， 25쪽 上左 참조.

r 詩文集

..

11'全홉，1

II ,

--굶子要훌훌 t 권2 ， 140쭉 上左.

· 書 J ， 410쪽 下左.

인간에게만 고유한 “이성적 추리능력”율 r 'J(獲』에서는， 훌， 훌I性， 훌才， 훌明，

훌心 등으로 표현(앞의 주5 창조)하고 있다면， 다산옹 훌， 훌明， 훌知， 大體，
無形之心， 虛훌之本體， 虛활不味者 둥둥으로 호칭하고 있다.

62)
63)

'"全書1
r 全書 j

III,
III,

11'梅.Ef;書平』 권4 ， 202쪽 上右 참조‘
W梅Jf:書平， 권4 ， 203쪽 上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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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

이 없는 짐숭들은 그들의 본능적인 활동에 매어있기 때문에 도덕적
인 선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무형한’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선행올 하기 어렵고 악행을 하기 쉬운” ‘형세’(“횡")
에 처하여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악을 피하고 선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늘’은 또한 우

리 인간들에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樂善맑、惡)하는” 도덕적
생향， 즉 ‘天命之性’을 우리에게 부여하였다는 것이다.64)
『천주실의』에서 얼찍이 마테오 리치가， 인간은 물질성과 정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금수같은 마
음"(“默心")과 “인간다운 마음"(“人心")이 서로 대립하고 갈동하고 있
다고 보았듯이，65) 다산 역시 “사랍들은 항상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지향”， 즉 ‘道心’과 ‘人心’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고 보았다. “뇌물을

받는 것이 ‘도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I 사람들은l 받으려고도 하고 동
시에 받지 않으려고도 한다. 어려운 일을 해야 ‘仁’을 이룬다고 한다

면 I사람들은l 피하려고도 하고 동시에 피하지 않으려고도 한다"고
다산은 말한다.66) 여기에서

도덕계발의

-

다산은 _II 천주실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능근거로서의

‘자유의지’， 즉 마음의

“자주적

권

리"(“自主之樓")를 특히 강조한다.67)
다산에

있어서는 _Ií"천주설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의 문제

는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판단에 따르는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이성

능력’(훌知/활明)이 없기에 사태의 ‘옳고 그름’올 스스로 판단 할 수
없고 결국 ‘정해진 본능’(“定心")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이외
의) 존재들에게는 자연히 ‘의지’의 자가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64) 위와 같윤 곳 참조.

65) 앞의 주 13 참조.
66) r 全書~ II , ~굶子要義4 권2 ， 135쪽 t右 창조

67)

w 全書1

II ,

["굶子要義』 권 1 ， 111 쪽 下左-112쭉 上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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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도덕적인 선도 악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다산의

철학은， 모든 존재물들， 즉 인간(人)이나 사물(物) 모두에게

‘도덕적인 본성’， 즉 <본연지성〉을 부여하는 성리학적 도덕형이상학의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산은 ‘선’을 ‘본연의 성’(本然、
之性 또는 義理之性)으로， 악올 氣質之性으로 구분하여 논하는 성 리
학적 관점을 배격한다， 68)

이와 같이 다산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도덕적인 실천의 노
력

없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본연지성’과 ‘옴’(“形氣")에서

나오는 선악이 혼재해

성’의 구분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옴에서

나오는

있다는 ‘기질지
우러나오는 것

이 반드시 ‘선’일 수도， ‘옴’(形氣)에서 나온 것이 반드시 ‘악’일 수도

없는데， 허령한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본연지성’만은 -의지의 자

유로운 션택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 자체만으로 절대적 선으로 선
험적으로 천명에 의해 부여되었다는 성리학적 도덕형이상학을 다산
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산은 성리학에서 주
장하는 품수받은 ‘기질’의 淸‘獨에 의한 도덕 결정론을 격렬히 부정하
고 반박하고 있다，69)

다산은 인간의 도덕계발과 관련하여 성리학의 ‘본연지성’과 ‘기질지
성’의 구분을 무용하거나 도리어 해로운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제
다산은 도덕의 계발과 관련하여 -

마치 리치가 『천주실의』에서 선천

적으로 주어진 ‘良善’， 즉 잠재적 도덕의 가농성을 인정하고 있듯이
사람의 마음 안에 천명에 의해 부여된 “선올 좋아하고 악올 부끄

-

러워하는” 도덕적 기호， 또는 성향(“性")융 바로 도덕계발의 출발점으
로서 강조한다.7 0 )
따라서 다산에게 있어서， 덕과 부덕， 또는 선과 악이란 -성리학에
서처럼 -

천명에 의하여 본래적으로 주어져있는 것이 아니다Ii'천주

68) û 全書1 II , r굶子要義i.ß 권 1 ， 112上右 참조.

69)

r 全書.

70) T 全書~

II ,

m.

r 굶子要義』 권2， 138쭉 上右

r梅L~書平끼 권4， 202쪽 下左

w論語古今註J ， 338쭉 下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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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도덕적인 선이란 사랍풀이 각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각고의 실천을 거치면서 이런 ‘도덕성향’율 확총해나
감으로써만 후천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仁義禮智의

이

름은 ‘실천’[“行事"]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남을 사랑한 뒤
에 ‘인’ I 의 덕 l 을 말할 수 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는 I 결단코l ‘인’의
이름이 확립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좋게 만든 뒤에 ‘義’를 말할 수
있다. (…) 어찌 ‘인의예지’라는 네

개의

구슬이 동글동글하게 마치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박혀있는 것이
겠는가?"71) 仁義禮홈의 四德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

는 4 가지 성향， 즉 四心을 확충하여 후천적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다산은 말한다. 맹자가 말하는 이른바 “밖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非由外鐵我者")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사섬’을 밀고
나가서 밖으로 ‘사덕’올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밖의 ‘사덕’올 이끌어

들여서 I 마음1 속의 ‘사심’을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곧 [마음속의 1

이 ‘測隱之心’으로부터 나가면 I 나중에] 바로 仁올 얻을 수 있다. 곧

이 ‘養惡之心’으로부터 나가면 바로 義틀 얻울 수 있다. (…) 이것으
로 ‘사섬’은 A性에 고유한 것이나 ‘사덕’은 [노력하여] 확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확충하지 못했으면， ‘인의예지’I 라는 ‘사덕’l 의 이름은 마
침내 확립될 수 없는 것이다 "72) 따라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인’이

라는 것올 안다면， [방이 추우면l 따뜻하게 해주고 I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식사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면l 죽융 쑤어서 올리고 바로 아

침저녁으로 공력율 드려야한다" 그러나 명상적인 성리화자들은 “천

지가 만물툴율 생성하는 마옴 I그 자체l 가 [곧l ‘인’이다라고 만 말하
면서， 오직 단정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을 뿐이다 "73) 다산은 도덕의
실천 없이 그 자체로 선험적으로 주어진 ‘덕’은 있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덕올 이루어 내기 위한 구체적안 실천행위를 적극적으로 강

~全훌.J II , f 굶子要養』 권 1 ， 105쪽 下右 창조.
72) w 全書J II , ~굶子要義」 권2. 137쪽 上右 참조‘
73) w 全書.J II , -굶子要義 r 권1. 105쪽 下左 참조，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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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실천은 조금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居敬驚理’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당대 성리학자들의 판념적인 명상

적 태도를 또한 심각하게 비판한 것이다. 다산에게 있어서는 ‘도덕’이
란 _W 천주설의』에서의 철학적 구도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성눔력
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만 고유한 영역이요， 그것은 -생리학

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

천명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션험

적으로 주어져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덕은 바로 ‘行事’， 즉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만 후천적으로 성취될 뿐인 것이다. 요컨대， 다
산의 철학적 관심운 -더 이상 성리학자들의 도덕형이상학적인 명상

적 관념적 유회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특히 지삭인틀의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행위 즉 A道의 구현에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천주실의』에서 보이는 철저한 <반성라학적 사유>와 이

성적 폰재로서의 인간의 도덕적 실천올 통한 ‘자아완성’의 철학적 메
시지를 다산은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3.3)

‘이’는 ‘속성’에 불과하며 ‘이성적 절대자’로서 ‘하느님’(上
帝)의 주재성 강조:

『천주실의』나 다산철학 양자에 의하면， 인간올 포함한 삼라만상의

세계는 한편 ‘유형한’ 물질(“形")과 다론 한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한’ 정신(“神")이라는 이원 구도로 되어 있다. 특히 다산에게 있어서，

이 현상세계는 끊임없이 무목적적으로， 그리고 무정형하게 변화 · 변
동하고 있는 ‘기’로 충만된 세계이다. 그렇다면， 다산은， 이런 무정형
하고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기’의 세계는 -도덕형이상학적인 성려학
의 패러다임에서처럼 ‘理’(또는 “天理t')， 죽 ‘형이상화적인 실체들’에
의하여 -

선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

다고 한다면， 이런 무정형하고 무질서하게 옵직이는 현상세계는 도대
체 ‘무엇’에 의거하여 ‘올바르게’ 질서 잡혀 나간다고 다산은 생각하

였는가?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에 의하여 주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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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장에서 -특히 인간의 도덕계

발과 관련하여 -

천지만불의 주재자에 대한 다산의 입장올 좀더 깊

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다산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이란 이 세상

에서 악인이 되기는 쉽고 선덕을 쌓아서 성인이 되는 것은 지극히
어려한 형세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인간의 행위에 대

한 <초월적인 존재>， 즉 ‘하느님’의 主宰， 또는 그의 ‘상선벌악’의 문
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일찍이 우리들은 앞(2.3) 에서， 성리학적 도덕형이상학이 그 출발점

에서부터 전제하고 있는 만상만물들의 존재론적 근거로서의 “태극’，
즉 ‘이’가 도대체 만물의 주재자가 될 수 없다는 리치의 논거들을 살
펴보았다. 다산의 철학적 관점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때， 그 요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1)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기원하는 만물에

대한 ‘실체’(“ 自立者")와

‘속성’(“依賴者")의 범주 론적 구별;

2) ‘이’가 도대체 ‘영’(‘靈，’이성)과 ‘각’(‘覺，’지각)을 가지고 ‘의지’와
‘운동 · 조작’을 하는 ‘이성적인 실체’(즉 天神， 惡、鬼 등둥)인가? 아닌
가? 에 관한 논의였다.

리치의 논증에 의하면， 물론 ‘이’는 ‘형체가 없는 부류’(“無形之類")
에 속하지만， 그것은 결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실체들(예: 개개
의 사물들이나 “心")에 부속되어있는 ‘속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는 자립적인 존재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이’가 ‘이성능

력”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면 그것은 이미 ‘천신’들과 통일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태극’이나 ‘이’로 호칭할 이유가 없다고 리치는 말하였
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논거를 들어서， 리치는 ‘이’가 결단코 만물의

주재자가 휠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우리는 다산에게 있어서도 一리치의 이런 논중과 거의 일치하는

-

두 가지 논점올 빌려서， ‘이’의 〈실체성〉올 부정하는 논증을 발견

하게 된다.

첫째， ‘이’는 속성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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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에 의하면， “‘理’란 옥돌의 ‘결’(“服理 ")'t 을 말한다. 다산은 여러

고전들에 쓰여진 <이〉자의 의미를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
다 그리고 그는， 이들 모두의 의미는 <이>가 그 사붉이나 사태 속에

들어있는 ‘결’(服理)임을 중명해 보이고 있다.1 4 ) 따라서 ‘이’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밖에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지물’(“自有之

物")， 즉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산에 의하면， 자체적으

로 존재하는 것은 ‘유형한’ ‘氣’ 밖에 없다. 결국 다산은， “‘기’는 ‘설
체’(“自有之빼")이지만 ‘이’는 ‘속성 Y“없附之品")이다. ‘속성’은 반드시
‘실체’에 의탁해 있는 것아다"75) 라는 결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요
컨대， ‘이’는 -리치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실재하는 사물， 즉 <실
체>(“ 自有之物")가 아니고 ‘속성’(“依附之品")에 볼과한 것이다.

둘째， ‘이’는 ‘지능’도 ‘위세 · 권능’도 ‘의지’도 없기에 ‘이성적인 설
체’가 아니다: 성리학의 판점에 따른다면， ‘“야는 본래 “지능도 없고”
또한 “위세 · 권능”도 없다 "76) 그리고 또한 ‘“이’는 사랑하고 미워함

도 없고， 기쁨도 노여움도 없으며， 공허하고 막연하여 [개별적인l ‘이
틈’(“名")도 ‘몸체’(“體")도 없는 것”이다.1 7 ) 요컨대， ‘이’는 스스로 이

성적으로 사유를 하며

권위를 발휘하며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물을

“사랑하고 미워하며，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인격적인 이성적 존재가

아닌 것이다. 요컨대， ‘하느님’(上帝)이나 ‘天神’들 같은 이성적 설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는 -‘하느님’이나 ‘천신’들파는 다르게- ‘비이성
적인’ 사물들을 주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어서 다산은 또한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올 주채하는 것이 도
(道)라는 도가철학의 주장도 반대한다. “도대체 ‘도’란 무엇인가? 그것
은 ‘이성능력’(‘靈知’)을 가진 존재인가? ‘이성’능력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없는 것’(‘無’)으로 하는 것인가? (‘도’는) ‘마음’(심

74)

75)
76)
77)

이에 대하여논 『全書~

全書[
ë'全書J
f 全書J

II ,
II ,
II ,

II ,

W굶子要義， 권2， 138下右 창조

r 中庸講慶補j 권 1 ，

92

下左-93 上右

r 中庸自簽」 권 1 ， 47上右.
~굶子要義』 권2 ， 144쪽 下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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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도 ‘형적‘(剛)도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야성’(“훌知")도 없고 [만물
을l ‘창조’(造)하고 ‘변화 발전’(“化")시키는 흔적도 없는 것이다， [그렇
다면 l ‘도’란 필경 무슨 존재란 말인가?"78) 이와 같이 다산은 반드시

‘이성적인 존재’만이 만물을 다스리고 주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79)

다산은 푸르고 푸른 물리적인 하늘이나， 張載가 말하는 “멍하니 텅
비어있는 太虛”라는 하나의 ‘도리’는 모두 이성능력이 없는 ‘유형한’ 물

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주재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었다.
결국 다산에 의하면， 천지만물의 주재자는 -

인간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의미의 하늘， 즉 “저 푸르고 푸른 하늘"(“彼훌蒼之天")과 범주
적으로 구별되는- 보이지 않는 ‘이성적인 주재자’， 즉 “영명주재지
천"(“響明王宰之天’')80) 인 것이다 81)

마테오 리치가 늘 ‘천주’를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는 존재’(“無形無
聲者")82)로 규정하고 있다변， 다산 역시 ‘보이지 않고 들올 수 없는’

(“不觀不聞") 무형한 ‘상제’의 주재가 인간들의

악행올 막고 선행올

이끌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산은 -‘하느님’(上帝)의 주재성을 부정하는 성리학자들과
는 달리 -

옛날의 이상적 사회에 살았던 고인들온 진실로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는 ‘상제’가 인간들의 선행과 악행올 “[밝은1 태양처렴
감시"(日藍)한다고 믿고서

진실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l 바로 그

‘하늘’， 즉 ‘상제’률 섬겼다고 말한다，8 3)

78) w 全훌J m, ~周易總폼￡ 권2， 504 下左.
79) ~全훌，1 II ，굶子要훌훌』 권2， 144쪽 下左.
80) ~與續堂全書，1 1, r 詩文集 · 文」 권8， 164쪽 下右 참조. 또한 물리적 의미의 하
늘올 가리키는 “蒼蒼有形之天”이라는 표현은 i 實훌훌j ， 2-15 , 105쪽， 2 16,
•

107쪽에 보인다 그리고 “무형한” 정신체로서의 “훌明主宰之天”과의 구별에
대해서는 r實義J ， 2-16 , 107쪽 참조.
81) W 全書J II ，中庸自策」 권 1 ， 46 下左 47 上右.
82) ‘천주’， 또는 ‘정신’(“神"， spirit) 올 “無形無뿔”한 존째로 묘사하는 것은 r 實
義』의 도처에 보인다.實義~， 2-5, 80쪽， 81 쭉; 2-12， 95 쭉， 96쪽; 2-15 , 105
쪽; 2-16, 107쪽; :1 -5 , 1:12쪽， 1 :1:1쪽，1:14쪽;3←6， 1 :17쪽; 5-6 , 240쪽; 7- :1,
:148쪽; 7-6 , :153 , 354쪽 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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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신의

존재로서

‘수많은 천신’(“百神")들을 거느리고 우리 인간들외 머리 위에 임하고
계시면서 우리 행동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다산은 _(f천주설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덕계발융

위해서는 상선벌악하시는 이생적 하느님이 유일한 최고신으로 천신
들을 거느리고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율 주재하는 있옴을 자명한

진려로 받아틀이고 있는 것이다.

4. 다산의 성리학적 ‘이거론’의 해체와
‘도덕실천’의 강조
이제까지 기술된 『천주실의』와 다산철학 양자에 공통하는 철화적
패러다임의 특정은 우선 다음의 일곱 가지 관점으로 정리해볼 수 있
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1)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의 세계는 한편 ‘유형한’ 물질(“형形”，
또는 무목적적으로 언제나 변동하는 ‘기’)과， 다른 한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한’ 정신(“선神")이라는 이원 구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만
물은 <이성능력을 가진 존재물>(“有靈之物”， 예: 上帝， 인간， 천신， 악
귀 둥)과 <이성능력이 없는 존재물>(“無훌之物”， 예: 무생명체， 초목

및 금수 둥둥)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2) 사태를 추론하여 판단하는 <이성눔력(“寶才”， 또는 “훌明” 둥둥)
이 없는 존재물>(“無靈之物η은 도대체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
른지’를 추론하여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비이성적인 존재물(예: 꿀벌이나 호랑이 등둥)이 도덕적 관점에
서 보면， 마치 ‘선’， 또는 ‘악’으로 보이는 행위들을 했어도， 그것은 천

명에 의해 ‘정해진 마음’(“定心")에서 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83)

:全書，

II ,

lf 中庸講義! 권 1 ， 71 쪽 上右~全書 j

rn , r春秋考證!

권 1 ， 229쪽 上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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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동물들의 행위에 대하여 인간들은 도덕판단올 유보해야만 한다.

3) 육체(“形")와 정신(“神")으로 결합된 인간은 이성적 존재(“有훌
之物")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이성적 존재

들’(예: 上帝， 天神， 惡鬼 둥)과 또한 구분된다. 후자의 ‘상제’나 천신
들은 추론할 필요 없이 모든 것율 ‘분명하고 충분하게 파악“(“明達")

하고 있으나， 전자의 인간은 반드시 추론올 통하여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형체에 매어있지 않은 인간의 〈무형한 마음>(“無形之心")， 즉
사태의

‘시비’를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마음’(“훌知”，

“虛靈之心” 둥둥)에는 “선율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 -樂善따惡{

하는” 도덕적 본성이， 덕행의 잠재적 가눔성으로서， ‘천명’에 의하여
부여되어 었다. 리치는 그것올 특히 “良善”이라고 불렀다면. 다산은

똑같은 그것을 도펙적인 “嘴好”로서의 “人性”으로 말하였다.

5) 인간은 물질성과 동시에 쟁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
간의 ‘무형지심’에는 선을 추구하려는 ‘도심’과 악을 추구하려는 ‘인심’
이 항상 서로 충돌 • 갈둥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는 ‘선행을

활 수도 악행을 할 수도’(“可善可惡") 었다. 요컨대，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 스스로 ‘악행과 선행’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부여되어
있다. 선행과 악행을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마음의 권능>(“其能
其權”， 또는 “自主之權” 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쌓은 덕은 ‘자기
의 공로’가 되고， 저지른 악은 자기의 ‘죄’가 되는 것이다.

6) 인간의 마음이 처한 상태는 실제로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
을 행하기 쉽기"(“難善易惡") 때문에， 『천주실의』에서는 인간이 끊임

없는 실천을 통하여 자기인격의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먼저 ‘천주’， 즉 <하느님>으로부터의 인간의 행위에 대한 ‘주재主

宰’， 또는 ‘상선벌악’의 문제를 지극히 자명한 진실로 전제하고 있다.

다산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느님’， 즉 ‘절대적

이성적 존재’로서의

‘ t帝’가 바로 우리 인간들 위에 군렴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감시하며，
그들에 대한 상선벌악을 주재해 나간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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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7)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란 물론 ‘형체’가 없는 부류에 속하지만，
그것은 ‘이성’능력도 ‘의지’도 ‘동정’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놓력

올 가진 ‘정신적 실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자립적인 ‘실체’로
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 의탁해있는 ‘속성’에 불과하다.
이런 『천주실의』와 다산철학의 패러다임에서 보이는 여러 특성들

은 -특히 성리학의 그것과 대바한다면- 또한 다음의 두 가지 관
점으로 총괄될 수 있다;

첫째， ‘天A合←·’적인 세계관의 부정:
『천주실의』나 다산의

철학적

구도에

의하면，

자연세계(“天道")와

인간의 가치세계(“ A道")를 함께 관통하여 묶어주는 도덕형이상학의

존재론적 기초는 없다. 왜냐하면 『천주실의』나 다산의 철학적 구도에
의하면， 사태의

‘옳고 그름’을 추론하고 판단하며

그것에

근거하여

‘도덕적인’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이성능력’이 (인간을 제외하고) 자
연계에 속한 존재물들에게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세계의 가치

론을 자연세계에 미루어서 그것을 억지 해석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자연세계와 인간세계

안의 모든 사불들의

당위론적인

도덕형이상학의 근거로서 성리학이 제시하고 있는 ‘이’(또는 “天理")

는 결국 만물들을 주재 · 규정하는 근거로서 수용될 여지가 없다. 자
연계를 규율하는 법칙(“天道")과 언간세계의 법칙(“ A道")윤 전혀 별
개의 범주이다.

둘째， 오직 인간의 실천에 의해서만 도덕은 성렵한다:
이성적인 시비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물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선을 쫓을 수도 악을 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자유의
지’， 또는 “자주지권” 없이는 덕 (virtues) 을 성취해낼 수 없다. 성리학

에서 ‘이’를 곧 바로 영원불변하게 타당한 객관적인 도덕법칙으로 이

해하고

자유의지에 의한 도덕적 실천 행위 없이- 그것에 대한

명상적 접근(즉 “居敬罷理)"으로 덕을 성취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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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유체계는 성립될 수 없다. 항상 인간의 션악윷 감시하고 인간
틀에게 상과 벌을 내리는 이성적인 주재자， 즉 하느념 앞에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계신공구’하며 끊엄없는 부단한 도덕적 실천을 통
해서만 덕이 조금썩 조금씩 성취되며 그것률이 싸여서 결국에는 성

안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천주실의』와 다산철학의 핵심올 이해한다면， 이

미 성리화척 이기관은 그것들에 의하여 해체훤 셈이다， 왜냐하면 도
덕의 영역올 자연세계로부터 촉출하여 오직 인간의 활동영역， 즉 인
간의 사회윤리론， 요컨대， 오직 <Á.道〉에만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천주실의』나 다산철학에서는 판념적 형이상학적인 ‘이’는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다산에 의하면， 성리학
이 가진 이런 ‘형이상학적인’ 특색은 모두 볼교의 앵향을 받아서 왜
곡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격선을 신봉하였고 또한 인
간의 실천적 사회윤리에 초점을 두었던 고대의 ‘공자’의 유학에로 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유학’， 즉 “洙뼈學”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다산
은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다산철학의 위와 같은 핵심적인 이해률 위하여，
다산{l 762-1836)의 여러 가지 저작률(예

『역학서언Jl(易學總言，
주i論語古今註，

1808),

1813),

Ii'춘추고종J(春秋考證，

If맹자요의 J(굶子要義，

公議，

1814),

Ii'중용강의보Jl(中庸講義補，

1814),

Ii'중용자잠.!I(中庸自歲，

서평.IJ(梅民書平，

1834),

w 중용강의Jl(中庸講義，

1814),

1814),

1814),

1812)

w 논어고금

Ii'대학공익Jl(大學

~대학강의.!I(大學講義，

Ii'심경밀험 i心經密驗，

Ii'성서고훈Jl(尙書古訓，

1784),

1834)

1815),

Ii'매씨

풍등)올 살펴보았

다. 다산이 『천주실의』률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운 그가 23 세 (1784) 가
되던 청년기의 일이다.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위에서 서술된
사상들의 핵심들은 주로 그가 51 세(1 812)부터 73 세(1 834)까지라는 그
의 인생 만년기의 저술들에서 주로 보이고 있음올 알 수 있다.

84)

금장태茶山 정약용: 실학의 세계 11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 9:꼈， 35← 36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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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그의 만년기 이전에도 다산이 <이기론〉에 대하여 간

간이 언급하고 있는 약간의 주장들에 대하여 주목해 보고자 한다. 조
선조에 있어서 16 세기 이래로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四端t情>을

놓고서 그것을 <理氣>론과 연관시키면서 llU앓(李灌 1501-1570) 학파와
票용(李짧

1536-1584) 학파간에

벌린 논쟁과 갈동은 다샌 1762-1836)

의 시대에까지 치열하였다. 따라서

장년시절의

다산은 이런 퇴계와

율곡의 <이기>논변에 대한 자기의 입장 표벙올 강요받곤 하였다. 그
러한 예들이 다산이 33 세에 쓴 r 서암강학기 J( 西嚴講學記， 1795)와 그

가 39 세에 작성한 「이발기발변(理發氣發辦)，

1 과 2 J (1801) 에 보이고

있다. 사실 주자가 말하는 ‘이’는 “무형적인” 것이고 개개사물들로 하

여금 바로 그런 사물로 만들어준 ‘사물들의 소이연’(“物之所以然")이
기 때문에， ‘이’란 능동적으로 발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는

“유형한” 것이고 사물들을 구성해주는 물질적 재료이기 때문에， ‘가’
는 언제나 무목적적으로 변화 • 변동하는 것이라고 파악한 융곡의 입

장을 다산은 원칙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산은 율곡의 “‘기’
가 발하여 ‘이’가 그것에 올라탄다."(“氣發而理乘之")는 입론올 총론적
전체적으로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산에 의하변 퇴계는 <이〉와 <기>

의 의미를 주자나 율곡과는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퇴계에
게 있어서 <이>의 의미는 道心을 말한 것이고，<기>의 의미는 A心

을 의미하기 때문에， 퇴계로서는 순수도덕의 근원인 <四端>을 도저
히 <기의 발동>(氣發)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의

발동>(理發)이라고 말활 수밖에 없었다. 퇴계는 다만 악의 성분을 내
포하고 있는 七情만이 <기의 발동>(氣發)으로 말한 것으로 다산은 해

석하고 있다. 따라서 퇴계와 율곡의 경우， “<이기>의 글자의 뜻이 일

단 달랐기에， 전자도 스스로 한 학설을 이루었고， 후자도 스스로 한
학설을 이루었으니， [이 두 학설 중에 l 옳고 그룹과 장점과 단점을
<하나>에만 귀결시킬 수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85) 라는 타협적인 입

장을 다산은 보여주고 있다.8 6 )

85) r 全書J 1, ~西嚴講學記 !(1795) ， 451 쪽 上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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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산의 r 이발기발변 2 dJ (1891) 에서는 이런 타협적인 입장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의 독특한 철학적 견해률 불 수 있다，87) 다산에게
있어서는 〈이발>설이든，<기발>설이든 공허한 이론 논쟁이 결코 중요

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념들 하나 하나롤
‘계신공구’(械慣恐健)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살피고 살펴서， 도심을

기르고 인욕을 억제하는 실천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퇴계선
생이 <이발〉， <기발〉올 나누어 말한 본뜻도 그의 이런 <실천공부〉에

핵심이 있다고 다산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실천공부

>의 본뜻을 망각하고 공허한 이론논쟁에만 몰두하는 후학들의 난맥상
올 다산은 예리하게 지적하고 었다. 이와 같은 공허한 <이기〉논변과

관련하여 다산은 이여홍{李밟弘)에게 답하는 글에서 “<이기>설은 동
쪽이라고도 하고 서쪽이라고도 하고， ‘희다’고도 하고 ‘검다’고도 한다.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변 오른쪽으

로 가운다. 평생올 서로 논쟁율 하고도 그것을 I 또] 자손들에게까지
전하니 또한 끝이 없다. 사람이 태어나서 [할] 얼이 많은데， 형과 저는
이런 [공허한] 논쟁올 할 틈은 없다"88)고 잘라 말한다. 다산의 실천철
학적 관심은 성리학적 이론구도에 얽매어서 공허한 <이기>론이나 <심

성〉론 논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크게 경계했울 뿐만 아니다. 다산
은 실로 『천주실의』에 소개된 서구적인 윤리사상의 구도를 적극적으
로 원용함으로써，<명상적 관념적인 성리화〉의 패러다임을 〈실천적
윤리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5.

결 론

필자는 이 글에서 『천주실의』에 나타나있는 철학적 사유의 기본률과
86) 다산의 이런 타협적인 입장에 대하여는 「西最홈學記 J ， 상동 및 r理發氣發辯J
1 ，全覆，! 1, 248쪽 上右 창조.
87) r 全書~ 1, r 詩文集 · 辯J ， 248쪽 上左-下右.
88) r與獨堂全홉，~ 1, r 詩文集 · 書J ， <答李밟弘> 410쭉 下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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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철학의 그것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이 동일성올 입증해 보이고
자 하였다. 그것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 만물은 근원적으로 ‘이성을 가진 존재’(“有훌之物")와 ‘이성이 없
는 존재’(“無훌之物")로 구분된다.

2) 만울 중에서 ‘옳고 그름’(是非)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능력과 자
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아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의

문제는 오로지 인간의 실천적 활동에만 귀속되는 것이다. (인간 이외
의 자연계에 속한 다른 존재들에게는 도덕 실천의 문제률 물울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다산에제 보이는 <Á.道〉， 즉 인간의 실천윤리 중심의
새로운 철학적 패러다임에로의 전환은 18세기 조선사회 당대에서

<

자연판〉과 <인간관〉에 대한 근대적인 전환의 커다란 계기를 연 것으

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자연율 〈인간의 가치척도>에 의하여 재지 않
는 근대적 자연관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장용 열은 셈이다. 또한 <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정의와 개별적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실천적 융리학을 말하는 다산철학의 패러다임 속애서 우리는 전
통적 유교사상파 <근대성>과의 창조적인 만남울 보게 된다.
이제 필자는 다음의 한 가지 사실올 언급함으로써 이 논문의 중요

한 결말올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공들여 논중해 온 것

처럼， 『천주설의』와 다산철학사상 사이에는 철학적 사유의 구조적 동
일생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바로 이 두 개의 철학이 담고

있는 철학 정신(목적)까지도 동일하다는 성급한 결론은 결코 쉽게 도
출될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구조 원리를 가진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목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진열되어 무

슨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물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병올 치료할 목적으로 각종의 의료 기
기들이 설치되어서 의료의 용도로 쓰이고 있으면 그곳은 엄연한 〈병

원〉이지만， 반대로 죽온 사랍올 위하여 장례용구들이 비치되고 장례
예식올 치르는 곳이라면， 그곳은 또한 엄연한 〈장례식장>인 것이다.

이와 같이 동얼한 구조 원리가 바로 그것이 구현해내려는 목적(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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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동얼한 것으로 규정지울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이련 판정에
서 보자면， 『천주실의』에서 보이는 마테오 리치의 궁극적 관심은 -

<천당지옥〉설을 벌려서 인간틀이 <죽고난 다음의 내세에서 받게 될

행복과 불행율 강조함>으로써- 유교적 지식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적
인 교리의 수용 내지 그것에로의 개종의 설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산 철학의 핵심적인 목적(정
신)이 바로 이런 〈기독교적인 ‘내세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의 수용>
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율 것이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성리
학적인 관념적 형이상학으로부터 조선의 지식언들융 해방하여 -

사

실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쉬운"(難善易惡) 그들로 하

여금 인간의 행위폴 언제나 투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상제

上帝")의 ‘상선벌악’의 권위를 빌려서 현세에서 도덕적인 자아완성융
격려하려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천주실의』에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천주’의 상선벌악이 사후의

천당지옥설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다산철학에
서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천당지옥>셜은 그의 저작 어디에도 두드러

진 의미를 가지고 논의되고 있지 않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다산은 『천주실의』로부터 중요한 서양철학의 개념툴올 차

용하고 있지만， 그는 역시 현세에셔의 ‘자아’의 인격완성울 지향하는
유교언의 정선 자셰률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산철학의 결정적 의의는 결국 성리학적 〈천인합일>론의 폐기와 통

시에 공맹 둥의 선진(先奏) 유학에 보이는 <經世論>， 즉 <Â.道>의 적

극적인 설현(복원)에 있다고 본다. 이제 필자는， 성리학의 도덕형이상
학적 패러다임으로부터 <경세론>， 즉 <인간의 사회적 실천윤리> 중

심으로의 철학적
17 세기

패러다임의

이래로 이미

전환이라는 다산 첼학의

셔양션교샤틀을 통하여

업적은 과거

동아시아에

률어왔던

〈서양사상〉율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금부터 거의 2 세기 전에 천통
첼힘L을 새롭게 해석하고 창조적으로 구현해낸 동서철학 융합의 위대

한 선구적인 작업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정약용철학과 성리학적 리기관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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